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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우리나라 대표 디지털도서관으로서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 공간인 정보광장(Information Commons)을 구축하여 디지털

자료의 열람 및 창작, 교류, 휴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은 개관 이래 디지털 지식체계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

적용, 기술과 관리 역량의 전파라는 목표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정보광장을 디지털 자료실과

미디어 창작실로 크게 구분하였고, 디지털 자료실은 디지털 열람석, 원문DB석,

세미나실, 미디어자료 이용석, 노트북·모바일 이용석으로, 미디어 창작실은

미디어 편집석, 스튜디오로 세부 구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IoT환경,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전반과 인간의 생활이 크게 바뀌고 있고,

팬데믹 현상까지 경험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용자들도 쉽게 느낄 만큼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대표

디지털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있으며, 활발한 해외 교류를 통한

디지털도서관계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표방하는 만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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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서비스 구축 사례를 파악하고,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현황과 이용자 이용 패턴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이용자 요구를 도출하고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며 3)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4) 실질적인 디지털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모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1>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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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5세대 지능형 도

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

비스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술 조사 및 활용 사례 수

집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디지털도서관 현황 및 이용자 패턴 분석

3)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구축 방안 수립

4) 로드맵 및 실행계획 제시

5) 지능형 서비스 단기 모형 프로토타입 개발

본 연구는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술 조사 및 활용

사례 수집 결과와 디지털도서관 현황 및 이용자 패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

에 따른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구축 방안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기술 동향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요구 분석, 전문가 면담 등 다양한 연구 방

법을 활용한다.

1) 정보기술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국내외 정보 기술 동향

분석: Gartner 선정 미래 유망 기술 및 국내외 주요 기관별 미래 전망

기술을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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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지능형 서비스 사례 조사: 국내외 지능형 기술별 적용 서비스

사례들을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2) 디지털도서관 요구 분석

○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설문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만족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

3) 전문가 면담 조사

○ 지능형 서비스 모델에 따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구현에 따

른 문제점 및 법률적 이슈 등을 조사

<그림 1-2> 연구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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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 분석 개요

환경 분석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관점에서 국내․외 기술 동향과 주

요 기술들을 도출하고, 개별 기술들이 적용된 서비스 사례와 기술 도입 전망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영역 분석내용

기술 

동향
▶

∙ 가트너(Gartner) 2021 기술 전망

∙ 주요 기관별 미래 유망 기술 전망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도출

환경분석 ▶

기술 

사례
▶ 기술 동향에 따른 주요 서비스 조사

2.2 국내․외 기술 동향

2.2.1 가트너 9대 기술 전망

<그림 2-1> Gartner’s Top 9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1)

1) Gartner top 9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2020, October 21). Technology trends IT 
can’t afford to ignore. Retrieved December 7, 2020, from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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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하기 시작한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조직

은 전략적 이합집산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2)

Trend 1: 행동 인터넷 (Internet of Behaviors)

행동 인터넷(Internet of Behaviors)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행동을 변경하는 것

이다. 데이터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고, 수집할 수 있으며, 이용

이 점차 늘면서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통찰하는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가트너가 ‘디지털 먼지(digital dust)’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데이터

로 활용하는 기술은 안면인식, 위치 추적 및 빅데이터가 포함된다.

Trend 2: 총체적 경험 (Total experience)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경험의 여러 층위들을

통합하여 최적의 기회 및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종전에는 다중 경험,

고객 경험, 직원 경험, 사용자 경험 등으로 나눠있던 것을 일정한 목표를 가지

고 결합하여 비즈니스 결과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된다.

Trend 3: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Privacy-enhancing computation)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 및 경쟁 업체

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분

석하는 것, 처리·분석 전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암호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견인할 전략 기술은?: 가트너(Gartner) 2021년 TOP 전략 발표. (2020년 11월 

13일). The Science Times.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8F%AC%EC%8A%A4%ED%8A%B8-%EC%BD%94%EB

%A1%9C%EB%82%98-%EC%8B%9C%EB%8C%80-%EA%B2%AC%EC%9D%B8%ED%95%A0-%EC

%A0%84%EB%9E%B5-%EA%B8%B0%EC%88%A0%EC%9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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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4: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는 다양한 위치에서 공용 클라우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두지

만, 운영과 거버넌스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담당함으로써 비용 감축 및 민첩한

환경 제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규제에 대해 ‘데이터가 특정

지역에 위치’한다는 법률을 수용하면서 개방적인 데이터 운용이 가능해진다.

Trend 5: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작업 (Anywhere operations)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기업이 성공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격 환경에서 운

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즉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작업(Anywhere

operations)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접촉식 체크아

웃, 비접촉 자금 이체 및 계좌 개설 등 디지털이 기본값이 된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이 필요하다.

Trend 6: 사이버 보안망 (Cybersecurity mesh)

사이버 보안망(Cybersecurity mesh)은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사이

버 보안 제어에 대한 기술을 뜻한다. 점차 클라우드를 비롯하여 많은 데이터와

자산이 기존 보안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추세

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기업은 누구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정교화되어야 한다.

Trend 7: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는 재설계된 디지털 비

즈니스 상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새로운 서비스와 채널을 위한 기초가

된다. 실제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동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의사결

정 방식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종전의 기업과 조직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으

나 변동성과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붕괴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풍부

한 데이터와 통찰력으로 설계된 플랫폼(애플리케이션)은 점점 고도화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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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망할 수 있다.

Trend 8: AI 엔지니어링 (AI engineering)

AI 엔지니어링(AI engineering)은 인공지능 투자의 전체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

시에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확장성, 해석 가능성 및 안정성을 촉진한다. 인공

지능 공학 활용 없이는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들은 프로토타입을 초월한 본격

적인 프로젝트 실행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가트너의 버크는 인공지능 시제품에

서 생산 단계까지 가는 프로젝트의 비율은 5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화에 대한 수요 및 필요가 점점 커지면서 인공지능 공학 분야의 기술들은

점차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Trend 9: 초 자동화 (Hyperautomation)

초 자동화(Hyperautomation) 기술은 효율성이 낮은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 초래하는 문제와 비용들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버크

(가트너 리서치 부문 부사장)가 “자동화할 수 있고 자동화해야 하는 모든 것이

자동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기업은 AI, 기계 학습, 행사 기반 소프트

웨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타 의사 결정 과정, 작업 도구 등 최대한 많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2.2.2 주요 기관별 미래 유망 기술 전망

○ (Gartner)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1년 9대 전략 기술’ 발표(‘20.10.21.)

- 폭넓은 활용으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춘 신기술들과 급격한 성장세로

향후 5년 내 정점에 달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

- 2021 전략 기술 트렌드는 인간중심의 기술(People-centric)과 스마트 공

간(Smart spaces)을 범주로 총 9개 전략 기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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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MIT　Technology Review는 2020년 10대 혁신기술을 발표(‘20.2.26)

- MIT는 ‘01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을 변

화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

- 2020년에는 보안, 디지털화 가속,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혁신기술로

선정

○ (Forbes)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 ‘Alex Tsepko’가 예측한 2021년을 주도할

5가지 기술 트렌드 전망을 발표(‘20.11.30)

1. E-sports

2. Wearable Technology

3. Blockchain Technology And Cryptocurrencies

4.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reativity

5. Digital Health3)

○ (Library of Congress)　미국 의회도서관에서의 2019∼2023년 전략계획은

접근확장, 서비스 향상, 자원 최적화, 영향력 측정이며 이를 위한 2021년

예산에서의 전략계획 진행을 위한 예산 항목을 선정함

○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SW산업 전망 컨퍼런스’ 에서 ‘2021년

SW 산업 10대 이슈’를 발표(‘20.12.04.)

- 향후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SW산업 이슈들을 발굴

- 국내 SW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상위 10대

이슈를 선정4)

3) Five technology trends to watch for in 2021. (2020, November 30). Forbes.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py-gFYp12gIJ:https://www.forbes.com/si

tes/forbestechcouncil/2020/11/30/five-technology-trends-to-watch-for-in-2021/+&cd=1&hl=ko

&ct=clnk&gl=kr

4) 2021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 컨퍼런스(결과). (2020년 12월 4일).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spri.kr/posts/view/23117?code=conferencehttps://spri.kr/download/2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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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매년 국내외 ICT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기

술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트렌드를 전망함

- ICT 영향력이 큰 6개 기술을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로봇, 맞춤의료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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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미래 유망 기술로 본 도서관 핵심 기술 도출

Gartner
(‘20.10)

행동 인터넷 (Internet of Behaviors) 총체적 경험 (Total experience)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작업 (Anywhere 
operations)

사이버 보안망 (Cybersecurity mesh)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AI 엔지니어링 (AI engineering)

초 자동화 (Hyperautomation)

MIT
(‘20.02)

해킹 불가능한 인터넷(Unhackable internet)
위성 메가 별자리(Satellite 
mega-constellations)

초고도화 맞춤의약(Hyper-personalized 
medicine)

양자 우월(Quantum supremacy)

디지털 머니(Digital money) 작은 AI(Tiny AI)

항노화 신약 (Anti-aging drugs) 차등적 개인 정보(Differential privacy)

새로운 분자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
(AI-discovered molecules) 기후변화 기여(Climate change attribution)

Forbes
(‘20.11)

E-sports Wearable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And 
Cryptocurrencie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reativity

Digital Health

Library of
Congress
(‘20.02)

과학과 기술 연구력
($1.933 million/12 FTE)

인적보안 사례 관리 시스템 
($1.106 million)

자동 기록 관리 
($1.861 million/2 FTE)

CRM 솔루션 재요청 
($1.25 million)

전자 수서 및 계약 관리 
($1.379 million)

단말기 집중화 지원 요청
 ($0.058 million)

음악 현대화 법(MMA) 인건비
($0.711 million/3 FTE)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 전략 재요청 
($1.134 million/2 FTE)

사이버보안 향상 
($3.925 million)

SPRI
(‘20.11)

에듀테크 SW시장 수요 확대 제조업 머신 비전 도입 본격화

마이데이터 시대 협쟁(co-petition) 본격화 데이터 뉴딜 기대감 증폭

지능형 협동 로봇 원격의료 찬반 과열

핀테크 친화적 금융 체계 개편 딥택트(Deep-contact)의 확산

국산 OTT의 승부수, 실감콘텐츠 휴먼인더루프(Human in the loop) AI

한국정보화 
진흥원
(‘20.01)

AI 시대의 서막
불필요한 적기조례(Red Flag Act)를 거둘 
타이밍

산업 성장을 견인할 5G, 자율주행차 페이크데믹스(Fake-demics)의 확산 경계

신뢰 기술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불안한 기술 위험(Tech Risk)

인싸가 된 가상 세계 맞춤의료 기술 수요의 급성장

개인 로봇의 부상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IoT (비콘/블루투스/스마트 알림)

확장된 현실(AR/VR/MR)

보안이 강화된 신분관리(생체 인증)

인공지능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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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술 동향

1) IoT (비콘/블루투스/스마트 알림)

○ 개요

IoT(Internet of Things)는 1999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오토아이디

센터(Auto-ID Center) 소장 케빈 애시턴(Kevin Ashton)이 처음 사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프록터앤드갬블(P&G)의 브랜드 매

니저로 일하면서 재고 관리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찾다가 모든 물건에 전자

태그(RFID)를 부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냈으며

이것이 사물인터넷의 시초가 됐다.

IoT는 유비쿼터스나 M2M(Machine to Machine)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유

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들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기술이다.

○ 핵심기술

사물인터넷 기술은 개인, 공공, 산업용의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되는

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

프라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있다. 첫째, 센싱 기술은 온도, 습

도, 열, 가스 조도,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원격 감지, 위치 및 모

션 추적 등을 통해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이다. 둘

째,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은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분산된 환경 요소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킹 기능으로,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ZigBee, 위성통신 등 기존의 통신망 연결과 5G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물인터넷의 주요 구성요소를 통해 특

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와 연동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의 검출,

가공, 정형화, 추출, 처리 및 저장기능을 의미하는 검출정보 기반기술과 위치

정보 기반기술, 보완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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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전 산업적 관심 및 기대와 더불어 국내외를 막론

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

술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시장에서는 센싱 기술을 적용한 웨

어러블 기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휴먼 라이프 트래커 서비스를 중심으

로 관련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다.5)

<표 2-1> 분야별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IoT 적용 분야 서비스 내용

헬스케어/의료/복지

- 지정인 활동상태 관리 · 분석

- 보호자 모니터링 · 알림 

- 심리 안정 디스플레이 콘텐츠

에너지

- 시스템 소비전력 모니터링 절감

- 배터리 현황모니터링

- 에너지데이터　시각화

제조

- 반복 업무 자동화 

- 산업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 장비기동 효율 증대

교육

- 자동출결시스템

- 전자도서관

- 온라인수업

관광/스포츠

- 맞춤형 관광 상품 패키지 추천

- 사용자 위치 기반 여행 경로 추천

- 맞춤형 운동 추천과 활동 데이터 구축

소매/물류

- 물류창고 관리시스템

- 운송 · 장비 가동 효율 증대

- 무인 택배함 운용

건설 · 시설물 

관리/안전/환경

- 건물 네트워크 보안

- 건물 상태 원격 모니터링

- 건물 에너지 관리 효율 증대

5) 이현지, 김광석. (2015). 사물인터넷의 국내외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기술동향, 1713호, 13-24. 대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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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된 현실(AR/VR/MR)

○ 개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과 사물을 컴

퓨터에 가상으로 만들어, 시각, 청각, 촉각을 비롯한 인간 오감을 활용한

작용으로 현실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며,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 세계의 아바타를 통해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교육,

국방, 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또는 안경 형

태 등의 기기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에 부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덧붙여 향

상된 현실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

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

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

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

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현실감이 뛰어나고 편리하다. 또한 감성적

측면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방송은 물론 게임, 교육, 오락, 쇼핑 같은 다

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중석에서 AR 안경을 쓰고

출전 선수의 정보를 부가로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AR 교

재를 비추면 화면에 3D 이미지가 나와 다양하고 실감나는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포켓몬고(Pokemon Go)’ 게임과 같은 모바일 위치 기반 서비스

(LBS: Location Based Service)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6)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2020년 12월 7일 검색, 

https://terms.tt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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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

<표 2-2> VR/AR 기술 특성

구분 내용

VR

몰입 가시화 기술

실감 상호 작용

가상현실 환경생성 및 시뮬레이션 기술

AR

센싱 및 트래킹 기술

영상 합성기술

실시간 AR 상호작용 기술

○ AR/VR 기술 응용 산업

<표 2-3> VR/AR 기술 활용 예7)

산업 활용 예시

게임
- 게임 : PC/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등

- 테마파크 : 롤러코스터, 4D 시뮬레이터 등

교육
· 이러닝 : 팝업북 등 교육 콘텐츠

· 훈련 : 군사작전 훈련, 직업 훈련 트레이닝

의료

· 외과학분야 : 수술 교육용, 고난이도 수술 훈련용 등

· 정신신경과학분야 : 가상 시뮬레이션 정신행동치료

· 영상진단학분야 : 3D 가상 대장내시경 등 CG 활용

· 재활의학분야 : 재활치료용 시뮬레이션 훈련

· 헬스케어분야 : 원격 의료, 원격 피트니스 등

· 기타분야 : MRI, CT 등 센서를 통한 환자 정보 3D 구현

영상

· 영화 : 기술영화(Tech-Film)

· 내비게이션 : 3차원 가상경로, 실사영상기반 실감 내비게이션

· 드론 : 1인칭시점(FPV) 영상, e-스포츠 등

· 부동산 : 가상 모델하우스, 부동산 영상 등

방송·광고

· 방송 : 가상 스튜디오, 드라마 등 VR콘텐츠 제작, 스포츠 중계, 

        콘서트 실황 공연 등

· 광고 : 가상 광고 시스템, 전시관 가상 체험 등

제조·산업

· 자동차 : 가상 테스트, 디자인 및 설계, 자율주행체험 등

· 항공 : 배선조립 및 도색공정 가상훈련, 기내서비스 제공 등

· 기타 : 복잡한 기계조립, 유지보수(A/S) 정도 획득

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NICE 평가정보. (2018).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9-2021: AR/VR.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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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이 강화된 신분관리(생체 인증)

○ 개요

생체인증 기술은 인간의 신체, 행동적 특징을 검출하여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기술로, 바이오 인식기술, 바이오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생체인증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인증자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개인에게 있어 고유하며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측정 디바이스를 통한 정보 획득과 정

량화가 쉬운 특징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생체 특징은 얼굴, 얼굴 열상, 음

성, 지문, 홍채, 망막, 손 모양, 손등 정맥, 귀 모양 등이 있으며 신체․행동

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기술

생체인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

는 사용자의 고유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실 또는 도난 등의 문제

에 대한 우려가 없어 기존의 방식에 비해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한다. 특

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안전한

보안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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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증 적용 분야

<표 2-4> 생체인증 기술 활용 예

구분 적용 예시

금융
ATM·KIOSK, 모바일뱅킹, 증권거래, 전자상거래, 지불 및 결제수단 

등

보안
정보보안(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 · 인증제어), 

생체로그인(PC, 모바일), 자동차 등 여러 기기의 사용자 인증 등

출입관리
공항(출입국 심사, 불법 입국자 확인 등), 

기업(출입통제, 근태관리 등)

의료복지 환자 신분확인, 기록 관리, 원격진료, 무인전자처방전 등

공공
범죄자 식별(지문대조, 성문분석 등), 전자주민증(신분증), 

선거관리 (본인확인) 등

검역 안면인식을 통한 신종플루 및 COVID19 감염자 식별 등

엔터테인먼트 얼굴인식을 통한 인물 사진 분류 및 관리, 닮은 사람 찾기 등

○ 보안 인증에 따른 바이오 정보 및 인증 방법

<표 2-5> 생체정보 인증 방법

분야 생체 정보 인증방법

신체적 특징

지문 지문의 형상적 특징을 비교

홍채·망막 홍채의 무늬·형태·색, 망막의 모세혈관 분포 패턴 비교

정맥 손바닥, 손가락 등의 정맥 패턴 비교

얼굴 눈, 코, 입 등 3차원 얼굴 형상 비교

행동적 특징
서명 서명(속도, 압력 등) 형상 비교

음성 개인 고유 음성패턴 비교

4) 인공지능(AI)

○ 개요

인지 · 추론문제 해결 동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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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연구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얼

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이후 AI 연구는 수십 년간 뚜렷한 성과를 거

두지는 못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컴퓨팅 파워와 네트워크 환경이 일정 수

준 갖춰지면서 AI 연구의 속도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딥러닝과 빅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AI 기술의 수준이 큰 폭으

로 높아지면서 학문적인 연구 분야로만 여겨져 왔던 AI는 ICT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로 탈바꿈하였다. 현재 AI는 경제·사회를 포함한 일

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의료 분야에

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학습하여 질병 발생 여부를 높은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으며,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카메라·레이더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학습하여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단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음악을 추천

해 주는 것에서부터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국제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

에 이르기까지 AI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

히, 기업들도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다.

AI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경제 · 사회 대변혁의 핵심 동력이 될 것

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AI 분야에

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5) 블록체인

○ 개요

블록체인은 P2P (Peer to Peer) 기반 공유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블록체인은 특정 이력을 모든 노드 (Node)와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노

드란 블록체인에 참여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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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다수결 원칙으로 이력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증명 알고리즘’

을 제공하는데, 해당 알고리즘은 저장된 이력의 다수결에 따라 이력의 옳

음을 증명하는 알고리즘이다.

○ 블록체인 제공 가치

P2P 기반의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가치는 수준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

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 ‘본질’, ‘기능’ 그리고 ‘제공가치’로 구분할 수 있

다. 본질은 P2P 공유 플랫폼 ‘블록체인’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이며 (노드라

고 불리는 참여자 사이에서 특정 정보를 모두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체인이

형성되어 블록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임),

기능은 블록체인의 본질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제공 가치는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인 이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6> 블록체인의 제공 가치

대분류 단계 제공가치 내용

제공가치

4단계 탈중앙성 탈 중앙성으로 인한 세 가지 효과 발생
중개 비용 감소, 공유 비용 절감, 개인 권리 강화

3단계 신뢰성 조작되지 않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노드 사이에 신뢰가 형성됨

기능 2단계

무결성 원장이 기록 정보를 증명하여 정보 조작이
어려움

투명성 정보 공유로 인해서, 숨기는 항목이 거의
사라짐

본질 1단계 공유성 모든 노드 간에 정보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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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블록체인

<표 2-7> 유형별 블록체인

유형 내용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 본래 형태의 블록체인

• 인터넷 모든 대중에게 공개된 플랫폼

• 중앙 관리자가 없음

컨소시엄 블록체인

(Consortium 

Blockchain)

• 블록체인의 대안적인 형태

• 컨소시엄 구성 주체만이 노드에 참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합의체로 블록체인 구성

프라이빗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 블록체인의 대안적인 형태

• 대체적으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블록체인 형태

  서비스 제공

• 중앙 관리자가 블록체인 전체를 운영함

2.3 국내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사례

1) 사물인터넷 (IoT) 비콘/블루투스/ 알림

비콘을 활용한 도서관 출입 서비스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도서관의 편리

한 이용과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시설별로 설치된 비콘을 활용

하여 셀프 투어 형식으로 제공하고, 기획한 전시물이나 행사 안내를 위해 NFC

와 비콘 기술을 접목시켜 이용자가 전시물 근처에 다가가면 전시물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나 해설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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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출입 서비스 사례>

이용자가 학생증(이용자등록증)과 같이 별도 신분증을 출입 시에 제시하지

않고도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출입 시스템 (하이패스 시

스템)이다.

○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 도서관 출입게이트의 인증매체(ID카드, 모바일학생증 QR코드, T-money를

꺼낼 필요 없이 모바일 학생증 앱의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으로

출입문이 개방됨8)

<그림 2-2> 모바일 하이패스를 이용한 도서관 출입게이트 인증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 도서관 출입 게이트 인증 기술은 1세대 플라스틱 학생증, 2세대 QR 코

드 방식의 모바일 학생증, 3세대 NFC 스마트폰 학생증을 통해 인증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은 플라스틱 카드 학생증과 함께 총 3

가지의 스마트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기존 출입 게이트에 압력 센서와 비콘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시스템을

비콘과 초음파 센서 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있음9)

8) POSTECH 박태준학술정보관. (2017). 도서관 하이패스 매뉴얼. 

9) 황도연, 남민석, 성동희. (2019). 사람과 공간을 잇(IT)는 대학도서관 스마트 공간 구축사례: 제4차 산
업혁명 기술 기반의 도서관 공간 활성화 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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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마트 인증 방식을 적용한 워크스루 출입 시스템

<도서관 알림 서비스 사례>

○ 비콘 알림서비스

- 광명시도서관(소하, 하안) 비콘을 이용한 열람좌석 예약서비스, 아이지킴

이 서비스, 자료검색 후 청구기호 문자 전송 서비스 등

○ 성균관대학교 비콘 알림 서비스

- 추천 도서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이용자들의 대출 데이

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 추천도서 PUSH 정보 서비스로 제공함

- 희망도서, 신청자료 도착 알림, 금주의 서평, 신착도서 정보, 각종 도서

관 전시 정보, 도서관 이용안내 정보, 개인 맞춤형 공지사항(연체 및 예

약 도서 알림 등) 그리고 도서관 행사 및 일정 등 안내

<도서관 안내 서비스 사례>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실시간 도서 위치 내비게이션

- 학술정보관에 설치된 100여 개의 비콘과 이용자의 스마트폰 센서를 활

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가에 있는 책의 위치를 안내함

- 학술정보관 모바일 앱으로 책을 검색하고 도서 위치 안내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책의 위치 및

경로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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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모바일 도서 검색 및 비콘을 이용한 서가 위치 안내

< 공간 및 환경 서비스 사례>

○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7가지 실내 환경 정보를 전달하고 모바

일 앱과 웹 사이트에서 모니터링

- 항목 : 온도, 습도, 미세먼지, 소음, 이산화탄소, TVCOs, 일산화탄소

<그림 2-5> 실내 공기 질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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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시설점검(송파글마루도서관)

- 스마트폰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업로드하는 체크업 간편 점검

시스템10)

<모바일 셀프 대출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모바일 셀프 대출 시스템 : 이용자용 비대면 기술 활용

-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 또는 태블릿 단말기를 통해 스스로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림 2-6> 모바일 셀프 대출 화면

<산업별 서비스 사례>

○ 스마트홈 서비스(SK텔레콤)

- 스마트홈 App과 ‘T-map’을 통해 음성으로 자택을 제어, 관리소와 입주

민 간의 전용 소통 채널을 제공

- 전자투표 서비스, 공동현관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원패스 기능, 방문 예약

시 주차 차단기가 자동으로 방문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고 개방하는 기

능11)

10)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8~2019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집. 세종: 동 기관. p.49

11) SK텔레콤, 전남 최초 스마트홈 서비스 적용. (2020년 5월 14일). 광남일보.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894436093562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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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K텔레콤 스마트 홈 서비스

○ 모바일 출입카드(ADT캡스)

-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인식기 근처에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모바일

출입 인증이 되는 ‘자동 웨이크업' 도입

-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BLE(Bluetooth Low Energy)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적용

- BLE 및 NFC 두 가지 무선 통신 기술을 지원해 BLE 중심의 iOS 기기

와 NFC 중심의 안드로이드 기기 등에 모두 최적화해 사용 가능.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NFC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일 경우 BLE

인증도 가능

- 자동 웨이크업 기능 켜기, 끄기를 선택할 수 있어 스마트폰 배터리를 효

율적으로 관리12)

○ 블루앤 블루투스 원패스 출입 솔루션

- 스마트폰 블루투스 통신을 토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출입

구에 근접할 시 이를 통해 출입구를 자동 개방하며, 엘리베이터 역시 자

동 호출

12) “스마트폰으로 출입·근태관리”...ADT캡스, ‘캡스 모바일 출입카드’ 개선. (2020년 9월 29일). KOREA 
news1 뉴스.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news1.kr/articles/?407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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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파트 단지에 적용 운영 중 (대구 월성 e-편한세상, 대구 신천 자

이, 광주 용산지구 계룡 리슈빌 더포레스트, 대구 시지 3차 서한 이다음,

군산 미장 대원 칸타빌 등)13)

○ 부산대학교병원 비콘 실내 내비게이션 (어빌리티시스템즈)

- 실시간 길안내 및 병원 내 편의시설 수익 증대

- 자동 번호표 발급, 진료예약 및 조회, 진료대기 조회, 병원 내 위치 안

내14)

○ Smart DDP 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DDP 실내와 실외에 BPB-U300 비콘을 설치하여, Smart DDP 앱으로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15)

<그림 2-8> Smart DDP 실내 내비게이션

13) “출입구 자동 개방과 엘리베이터 호출을 한 번에”... 블루앤의 ‘블루투스 원패스 출입 솔루션’. 

(2019년 11월 18일). 헤럴드경제.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18000222

14) 어빌리티시스템즈. (n.d.). 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병원서비스 오픈.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abilsys.com/sub02/?page_id=81

15) LIME I. (2020년 2월 13일). Smart DDP / 비콘을 이용한 DDP 실내 내비게이션 시연 영상.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blog.naver.com/limei0825/2218075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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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질 측정 및 관리(KT 에어맵코리아)

-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측정 및 제어하는 시스템

- 공기 질 측정 데이터 수집, 제어 플랫폼 구축,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16)

<그림 2-9> KT 에어맵 코리아 미세먼지 신호등

○ 와이즈에어센스 (와이즈센싱)

-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질, 소음, 일산화탄소, 기압,

조도 등 총 9가지의 공기 상태를 한 번에 측정

- 항목별 상세 내용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IoT를 기반으로 하고 있

어 스마트폰 앱 및 웹으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 사용자가 설정한 농도를 벗어나면 경보음을 울려주는 알람 기능

- 하나의 ID로 다수의 장치를 등록 관리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한

기기의 데이터를 관리 가능

- 측정된 데이터가 2년 동안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달의

공기 상태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2대 이상의 장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 장소 구애 없이 원하는 장소의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17)

16) KT “에어맵코리아로 아파트 단지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2020년 3월 17일). 한국금융. 2020년 12

월 8일 검색,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31717033726501ede9d544a_18

17) 와이즈센싱, 9가지 공기질 측정 센서 ‘와이즈에어센스’ 선보인다. (2016년 8월 2일). AVING Global 
news.network.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0583&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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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SK 미래관

- ICT/IoT 기반 스마트캠퍼스 구현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구성원 참여형 스마트캠퍼스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공간예약, 출입관리, 재실관리, 센서 모니터링 등

이 가능

-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출입 장치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빈 스터디

룸 대여 가능

- 이용현황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마일리지로 쌓이며 졸업생과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

- 강의실에는 온·습도, 비명센서가 탑재되어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보장

○ IoT조명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 외부에서도 조명 전원 온오프, 색 온도 조절, 타이머 기능, 음성제어 가

능18)

<그림 2-10>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IoT 조명

○ 협업 공간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 경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공간 예약자가 직접 예약된 공간에 입실 가능

18)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연동 ‘IoT 조명’ 출시... 내달 B2C 판매 확대. (2019년 9월 26일).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etnews.com/20190926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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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 AR, MR

<도서관 VR 투어 서비스 사례>

○ 충남도서관 VR 투어

- 가상현실(VR) 투어를 통해 충남도서관 층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https://library.chungnam.go.kr/html/141312/K/detail.do

○ 아산시 VR도서관 사이버 투어

- VR도서관 사이버투어(http://vr2.dreamvrad.net/asan_library/)는 아산 관

내 공공도서관을 VR로 촬영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접 도서관을 방문

하지 않아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http://www.asandes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9

○ [성동문화재단] 청계도서관 360˚ VR TOUR

- 서울시 성동구 청계도서관 공간별로 360˚ VR TOUR를 제공함

- http://www.sdfac.or.kr/vr/CL.html

○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동영상 VR TOUR

- https://lib.skku.edu/suwon/#/guide/facilities/facilities-1f

<AR 기반 교육 서비스>

○ 홀로그램 실시간 채팅 교육(한양대학교, 텔레프레즌스)

- 5G와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기술을 활용한 수업으로 한양대학교에

서 2019년 1학기 처음 시도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불러와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

럼 보이게 하는 기술로 주로 화상회의에 활용

http://www.asandes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9
http://www.sdfac.or.kr/vr/C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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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실물 크기의 교수와 학생 사이에 대규모 쌍방향

강의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혁신 모델로 원격강의가 가능19)

<그림 2-11> 한양대 홀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교육

<AR 내비게이션 서비스>

○ 판교 현대백화점(네이버랩스, 네이버의 미래기술 연구 자회사)

- 네이버랩스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AR 내비게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치는 실내 화면에 목적지까지 길

을 안내하는 AR 그래픽이 입혀지는 것이 특징으로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포켓몬고’와 같음

- 실내에서는 GPS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에서 가

구의 배치, 모서리, 가게 간판과 같은 특징들로 기존에 구축해 놓은 3D

지도 데이터와 비교해 위치를 파악하는 VL(Visual Localization)을 활

용20)

19) 홀로그램 교수는 처음이지? (2019년 7월 9일). 한양뉴스포털 NEWS H.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946

20) 판교 현대백화점서 AR 내비 실험... 실내 위치 기술 총집합. (2020년 1월 13일). 아주경제.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ajunews.com/view/202001120846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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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네이버랩스 AR 내비게이션

○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수원 화성 관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 애플리케이션은 유니티(Unity Personal ver.1.1, 2017) 엔진을 이용하여 개

발함

- 3차원 AR 표현 및 사물 인식 등은 유니티 ARKit Plugin(ver.1.0.9, 2017)

을 이용하여 개발함21)

○ 현대·기아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 현대·기아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 ‘CES

2019’에서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내비게이션’을 선보임22)

21) 김진영, 송기수, 백승현, 오세창. (2017).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수원 화성 관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2017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7(2), 404-404.

22) 2019 CES에서 공개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2019년 1월 9일). HMG 저널.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1boon.kakao.com/HMG/5c3574a16a8e510001c620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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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Wayray Hologram AR Navigation

3) 생체 인증

○ SKT T-라이브러리(2020. 1. 30.)의 ALGO

- 출입 기반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ALGO(Automated Library GO) 오픈

- SKT Corp2센터와 AIX센터 Security Labs, AI 서비스단 AI 기술 Unit

이 협업해 만든 시스템

- 출입구에서 구성원의 얼굴과 책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무인 대출 반납

처리23)

23) 스크랩. (2020년 2월 12일). 도서관의 인공지능, 얼굴만 보고 책 빌려준다.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83142&memberNo=34920570&search

Keyword=%EC%9D%B8%EA%B3%B5&searchRan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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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무인 대출반납을 위한 안면인식 카메라와 ALGO 시스템

○ 생체인식 솔루션 (주. 티에스아이솔루션)

- 체온감지 얼굴 인식기, 바이러스 차단, 비접촉식 손목 온도 측정, 출입

통제 시스템

- 온도 범위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는 0.3℃ 이하, 1초 이내의 빠

른 인증 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본인 인증 가능24)

4) 인공지능(AI) 서비스 : 개인 맞춤 안내 서비스

○ 순천시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서비스

- 인공지능(AI) 키오스크에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관심사, 기분 등을

입력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 순천시립도서관 8개소에 설치된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서비스’는 43인

치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책 추천 서비스와 추천

도서 세부정보와 대출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 가능, 문자메시지(SMS)로

24) ㈜티에스아이솔루션. (2020년 4월 24일). 체온감지 얼굴인식기, 바이러스 차단, 비접촉식 손목 
온도측정, 다중생체인식리더, 출입통제.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blog.naver.com/tsisolution/221926628344



- 39 -

서가 위치도 알려줌25)

○ 지능형분석서비스(국회도서관)

-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입법과제 및 정책현안을 발굴하여, 빅데이터 분

석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26)

<그림 2-15> 국회도서관 지능형 분석서비스 Argos 

○ AI 활용 지능형 부가서비스(세종텔레콤)

- 자동응답(ARS), 고객응대 분야, 감정 표현이 가능한 ARS 메뉴 제공27)

○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 기반 VOD(주문형 비디오) 정보 제공 서비스

(SK브로드밴드 인사이드)

- AI 영상인식 기술로 미디어 영상을 심층분석·딥러닝해 인물, 배경음악,

장소, 객체 등의 정보를 추출. 이를 B tv VOD와 연동해 고객이 시청

중 영상 속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

25) 순천시,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서비스 도입. (2020년 2월 12일). 강산뉴스.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gs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

26) 국회도서관. (n.d.). 지능형분석.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nanet.go.kr/lowcontent/etccontents/argos.do

27) 세종텔레콤, AI 활용 지능형 부가서비스 개발. (2019년 12월 9일). 아이뉴스24.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inews24.com/view/12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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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정보, 배경음악, 장소, 객체 등 다양한 상황정보

- VOD 영상을 취향에 따라 장면 단위로 탐색하고 원하는 장면을 골라 볼

수 있게 해 줌28)

<그림 2-16> SK 브로드밴드 VOD 정보 제공 서비스

○ 네이버 AI 콜

- 고객이 '식당 예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 예약을 원하는지, 몇 명이

방문하는지, 아기 의자가 필요한지 등을 AI가 응대하며 예약을 진행29)

<그림 2-17> 네이버 AI 콜 서비스

28) SKB, AI로 영상 읽어 VOD 정보 찾아주는 ‘인사이드’ 출시. (2019년 3월 28일). 매일일보.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08104

29) ZDNet Korea. (2019년 8월 26일). 네이버, 사람처럼 전화예약 받는 ‘AI Call’ 연내 도입. 2020년 12

월 8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Z0oO6ND9P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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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 국내 S통신사는 12개 대학과 협력하여 졸업, 성적, 재학 증명과 같은 증

명서 발급을 블록체인 신분증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2020년까지 서

비스 대학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30)

○ 정부 기관, 페이스북, 국내외 정보통신 및 금융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도서

관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이며, 몇몇 해외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상호대

차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와 메타데이터 시스템과

도서관이 가진 지식재산 사용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하려는 연구만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도서관의 신분 인증 시스템이 블록체인화 되면 이용자 인증 방식에서부터

타도서관 이용자 관리, 상호대차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의 신

분 ID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타기관 이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되어 이용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안

성도 향상됨

○ 국내 개발 사례: 4개 민간 DID 개발 연합체가 서비스 개발 중

- DID 얼라이언스: 라온시큐어를 필두로 삼성SDS, 하나은행 등 80개 회원

사

-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아이콘루프를 중심으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 이니셜 DID 연합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코스콤 등 통신사 참여

-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 코인플러그와 47개 회원사 등31)

30) SKT가 그리는 블록체인 인증 생태계...“내 정보는 내가 통제”. (2019년 5월 29일). The Bchain. 
2020년 12월 7일 검색,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

31) [블록먼데이]블록체인 구원투수로 등판한 ‘DID’. (2020년 9월 28일). Bloter.  2020년 12월 7일 검

색, https://www.bloter.net/archives/4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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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서비스 사례

<친환경 도서관 인프라 서비스>

○ 경사로 잔디밭 활용 친환경 도서관

-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in Delft32)

<그림 2-18> Pakhuis Australië, 

Amsterdam

<그림 2-19> GF Victoria Hotel, Costa 

Adeje, Tenerife

○ 기타 기술 사례

- 스마트 IoT 에어샤워(퓨리움)

실내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에어순환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초)미세

먼지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내부 공간에 10초 정도 머물 경우 에어샤워

방식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제거함.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클

라우드에 저장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24시간 (초)미세먼지 움직임, 실내

외 공기현황 실시간 모니터링33)

32) ZinCo. (n.d.). TU library, Delft.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zinco-greenroof.com/references/tu-library-delft

33) 이노워터앤솔루션, 초미세먼지 제거기 ‘퓨리움’ 24일 ‘WIS’ 출시... “깨끗한 공기는 시민권리”. 

(2019년 4월 19일).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etnews.com/20190419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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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스마트 IoT 에어샤워

- 스마트 화이트보드(Luidia Smartmarker)

화이트보드에 마커펜으로 쓴 내용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 전

송함34)

<그림 2-21> 스마트 화이트보드

34) Luidia. (n.d.). eBeam Smartmarker.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luidia.com/smart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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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사례

1) 사물인터넷 (IoT) 비콘/블루투스/ 알림

<인증 서비스 사례>

○ 뉴욕공공도서관 맨해튼 칵테일 클래식(NFC 활용)

- NFC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실리콘 팔찌를 착용하고 “맨해튼 칵테일 클

래식”이라는 행사를 개최

- 뉴욕공공도서관에 약 80명의 독자가 참석하여 고유 ID가 연결된 실리콘

팔찌를 스캔하여 입장

- 실리콘 팔찌를 통해 개인 특정 칵테일 요리법을 추적하고 요리법을 고

유 ID에 연결

- 참석자들은 자신의 이메일 및 SNS 계정을 팔찌와 연결하여 사진 및 요

리법을 즉시 업로드 가능35)

<그림 2-22> NFC 칩이 내장된 실리콘 팔찌

35) Convergence event technology. (2013, August 15). Meeting planners using NFC bracelets to 
keep things interesting.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convergence-us.com/event-industry-forum/2014/3/6/near-field-communications-what-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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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Go: 아마존 고

- 아마존고 앱을 켜고 매장 입구를 지나가게 되면 고객을 자동으로 인식

한 후, 매장 선반 위에 원하는 제품을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

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짐

- 매장 입구를 지나가면 아마존 계정으로 고객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카메

라와 센서로 어떤 물품이 선반에서 꺼내졌는지를 추적36)

<그림 2-23> 아마존 고 매장 이용법 안내

<도서관 알림 서비스 사례>

○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도서관

- 올랜도 공공 도서관은 iBeacon 기술을 사용하여 앱을 다운로드한 방문

자는 도서관 도서 정보 제공 및 이벤트에 대한 알림 수신37)

36) 아마존고(Amazon Go)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나? (n.d.). Digital transformation.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digitaltransformation.co.kr/%EC%95%84%EB%A7%88%EC%A1%B4%EA%B3%A0amazon-go

%EB%8A%94-%EC%96%B4%EB%96%A4-%EA%B8%B0%EC%88%A0%EC%9D%B4-%EC%A0%81

%EC%9A%A9%EB%90%98%EC%97%88%EB%82%98/

37) The Internet of Things plan to make libraries and museums awesomer. (2015, January 7). 

Fast company.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fastcompany.com/3040451/the-internet-of-things-plan-to-make-libraries-and-muse

ums-awes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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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iBeacon을 이용한 도서 정보 제공 및 이벤트 안내

○ UWI(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Alma Jordan Library 음성

서비스

- UWI(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Alma Jordan Library 알렉

사(Alexa) 음성 서비스를 활용하여 캠퍼스 내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FAQ의 답변 제공38)

○ 일본 한노 시립도서관 서가 NFC 태그

- 일본 한노 시립도서관에는 후지쯔의 NFC 태그를 선반에 부착하여 저자

38) Check out the my UWI library Alexa voice service. (2019, July 29). UWI campus news.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sta.uwi.edu/news/notices/notice.asp?id=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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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책에 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빌릴 책을 예약하고 읽은 책

을 검토 가능39)

<그림 2-25> 일본 한노 시립도서관 NFC 서가 및 서비스 흐름도

○ 헬싱키 중앙 도서관

- 모바일 앱의 가상정보도우미가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 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라이브러리의 IoT 데이터와 링크된 이벤

트 API를 활용하여 로컬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음성 인식 기

술도 활용40)

39) FJMとカーリル、飯能市様新図書館にNFCを活用した図書館システムを構築. (2013년 7월 1일). 

富士通マ―ケティング.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fujitsu.com/jp/group/fjm/resources/news/press-releases/2013/130701.html

40) Customer story: Oodi. (2019, March 1). Headai customer stories.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medium.com/headai-customer-stories/customer-story-oodi-1d1ef2554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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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헬싱키 중앙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 Mary Idema Pew Library

- 비콘을 설치하고, 서버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에 대한 혼잡도

정보를 제공41)

<그림 2-27> Mary Idema Pew Library 모바일 서비스

41) Serpoosh, S. (2014). Contextual Computation and Context Awareness Occupancy and Traffic 

Monitoring in the new Mary Idema Pew Library. Graduate Research, 1.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scholarworks.gvsu.edu/cisgr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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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ra Gülmen Office Turntable

- Back to Vinyl: Office Turntable이라고 부르는 LP는 QR코드로 인쇄된

2D ‘레코드 플레이어’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을 이용

- 화면에 가상 바늘을 움직여 컨트롤은 실제 턴테이블의 것을 모방하여

디지털 음원을 제공42)

<그림 2-28> Esra Gülmen Office Turntable

<도서관 안내 서비스 사례>

○ 세인트 존스 대학교 도서관(St. John’s University Libraries)

- 세인트 존스 대학교 도서관은 비콘 기술을 사용하여 모바일 길찾기 프

로젝트에 착수하여 학생들이 도서관 선반에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줌43)

42) Hochstadter, M. (2015, October 16). Back to vinyl: the office turntable.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madmaxdigitalstudio.com/back-to-vinyl-office-turntable/

43) Dent, V., Takeuchi, K., Turner, B., Ball, H., Fuchs, C., Jusino, A., and Karnik, S. (2018). 

Wayfinding serendipity: the BKFNDr mobile app. Code{4}lib journal 42.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journal.code4lib.org/articles/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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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비콘을 이용한 세인트 존스 대학교 도서관의 서가 안내

<공간 및 환경 서비스 사례>

○ 미국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환경모니터

- 16개의 보존 환경 모니터(PEM2)는 모든 수집 공간에서 온도 및 상대

습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수집

- 온도 및 상대 습도 데이터를 5분 간격으로 기록하여 이러한 판독값을

평균 30분의 고정 샘플 속도로 기록44)

<그림 2-30> 미국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환경모니터

44) Natalie. (2015, April 27). New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launches at PH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PC(USA).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history.pcusa.org/blog/2015/04/new-environmental-monitoring-program-launches-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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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싱키의 4개 도서관 공기 질 센서

- Itäkeskus, Vallila and Viikki libraries and Central Library Oodi에서 총

10개의 공기 질 센서를 설치하여 공기 질을 측정

- 공기 질 센서는 실외 공기의 일산화탄소 함량을 측정하고, 측정의 결과

는 다운로드 가능한 스마트 폰 응용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 손목 스트랩을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데이터

전송45)

<그림 2-31> 손목 스트랩을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하는 헬싱키 도서관

2) VR, AR, MR

<VR 투어 서비스>

○ Regis University Library

- Regis University Library 공간별 VR 투어 및 비콘 투어를 제공함46)

45) Air quality sensors to become available for loan at four libraries in Helsinki as of 11 March. 

(2020, November 3). Helsinki Helmet.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sttinfo.fi/tiedote/air-quality-sensors-to-become-available-for-loan-at-four-libraries

-in-helsinki-as-of-11-march?publisherId=60579873&releaseId=69876487

46) DML virtual library tour: 1st floor. (n.d.). Regis university library.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libguides.regis.edu/c.php?g=528529&p=36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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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Regis University Library VR tour

○ 홍콩 Polytechnic University Pao Yue-Kong library

- 홍콩 Polytechnic University Pao Yue-Kong library는 360° 가상투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그림 2-33> 홍콩 Polytechnic University Pao Yue-Kong library VR tour

○ German Traces NYC

- Goethe-Institut NY프로젝트인 German Traces NYCs는 뉴욕에서 독일

인들의 특정한 장소의 역사를 담은 사진을 AR 기술을 통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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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투어를 제공47)

<그림 2-34> German Traces NYC

<AR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

○ 구글 Maps AR

- 구글 지도 AR 내비게이션은 2018년 Google I/O에서 데모를 진행 후 일

부 최신 기기를 통해 구현이 가능

- 카메라, AR, AI, GPS 등 기술을 활용하여 볼 수 있는 것을 식별하고 설

정한 목적지를 안내48)

47) Cocciolo, A., and Rabina, D. (2013). Does place affect user engagement and understanding?: 

Mobile learner perceptions on the streets of New York. Journal of documentation, 69(1), 

98-120.  

48) Wiggers, K. (2019, May 7). Google maps AR navigation rolls out to Pixel users.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venturebeat.com/2019/05/07/google-maps-ar-navigation-rolls-out-to-pixel-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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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구글 Maps AR 

○ Mandal Library and University of Oslo Library, German Traces NYC,

구글 Maps AR, 구글렌즈

- Mandal Library and University of Oslo Library 도서관 AR 프로젝트

- 만달 공공 도서관과 오슬로 과학 도서관의 공동 노력으로 도서관에서

증강 현실(AR) 사용에 대한 프로토타입 연구를 진행함49)

<그림 2-36> Mandal Library and 

University of Oslo Library

<그림 2-37> 도서 메타데이터 

보기 화면

49) Kyrretl. (2019, January 17). AR-project @ Mandal library and University of Oslo library.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scriptotek.github.io/ar-project/blog/2019/01/17/prototy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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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기반 부가 서비스 사례>

○ 구글 렌즈

- 검색엔진에서 동물, 제품 등을 검색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내를 비

추면 화면 속에서 실제 크기의 3D 실물을 보여주는 증강현실 검색 서비

스를 제공

- 스마트폰 카메라로 표지판, 메뉴, 도서 등을 비추면 번역, 리뷰, 부가 정

보 등을 제공하는 증강현실 앱(Google Lens) 서비스 제공

<그림 2-38>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구글 렌즈

○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가상선반

-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은 필라델피아 프리 도서관(Free Library of

Philadelphia)과 제휴하여 가상도서관 핫스팟(Virtual Library Hot Spot)

에서 공항 고객이 도서관의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50)

50) Harry F. (2014, February 7). Virtual free library hot spot at the Philadelphia international 

airport. Free library of Philadelphia.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libwww.freelibrary.org/blog/post/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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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선반: Google WebGL Bookcase

- 구글은 디지털 도서 플랫폼을 끝없는 3D 나선 책장 형태로 Google

Books의 정보 제공51)

<그림 2-39>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가상선반

<그림 2-40> Google WebGL 

Bookcase

<AR 기반 교육 서비스 사례>

○ 미국 위스콘신대학 메디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현재 사용자가 실제 위치한 장소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현해

주는데, 학교의 학생들은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벌어졌던 학생

시위인 ‘Dow Day Protest’와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를 증강현실 테크놀

로지를 통해 제공

-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교내 특정 장소에 대고 과거 학생시위

당시 해당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증강현실을 통해 정확하게 시청

가능52)

51) WebGL bookcase: Browse thousands of titles from Google books. (2011, September 19).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bookcase.chromeexperiments.com/

52) 계보경. (n.d.). 교육매체로서 증강현실의 가능성과 미국의 활용 사례. 행복한 교육. 세종: 교육부.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

Id=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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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al Library and University of Oslo Library 도서관 AR 프로젝트

- 책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를 표시하는 책 표지를 스캔하여 관련

책을 검색하고 관련 도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비디오 재생, 동일 저자

도서 정보 제공으로 교육 목적으로 활용 가능53)

<그림 2-41> Mandal Library and University of Oslo Library 도서관 AR

○ 싱가포르 난양 폴리텍 대학 VR 항공 우주 교육

- 엔진과 터빈 구성에 대한 학습을 실감 콘텐츠로 수행하여 대형 설비 및

고비용의 물리적 장비 없이 효율적인 공학교육 가능54)

<그림 2-42> 싱가포르 난양 폴리텍 대학 VR 항공 우주 교육

53) Kyrretl. 앞의 자료

54) 범원택, 김자영, 김남주. (2019). VR·AR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이슈리
포트, 2019-5. 진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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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Anatomage 가상 해부 테이블 VR

교육

- 3D 기술을 활용해 ‘가상 해부 테이블’로 심장이나 위, 신장 등 장기들을

마음대로 허공에 놓고 입체적으로 관찰 가능55)

<그림 2-43> Western University 가상 해부 테이블 VR 교육 

○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교육 사례

- 하버드 대학도서관은 AR, VR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여 다양한 AR, VR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대여하며 AR, VR을 제작하는 워크숍 교육 진행

-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도서관은 서비스 종류로 자유로운 체험, 콘

텐츠 개발을 위한 기기, 소프트웨어, 공간 지원, 수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과 시연 제공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도서관의 사용성 실험실(Usability Lab)은 VR,

AR을 통한 공간 컴퓨팅 개념의 탐색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특징

- 오클라호마 대학도서관 비젤(Bizzell) 도서관에서는 VR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시각화 스튜디오와 3D 프린팅 공간, 건축도서관에서도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3D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인 OVAL

(Oklahoma Virtual Academic Laboratory)을 제작하여 실제 수업 등에

55) Gaudiosi, J. (2015, October 16). How this med school is using virtual reality to teach 

students. Fortune.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fortune.com/2015/10/16/western-university-is-using-virtual-reality-to-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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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56)

○ EON 현실, XR 도서관에 세계 유산 추가

- EON Reality는 최근 AR 및 VR 라이브러리에 최신 추가된 360° 이미지

와 3D 모델을 사용하여 1,000개 이상의 ‘세계 유산 사이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업데이트 발표

- 교육자와 여행자에게 자신의 가정의 안전으로부터 AR 및 VR 라이브러

리 내의 새로운 장소를 사실상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도록 설계된 EON Reality는 각 위치마다 미리 만들어진 레슨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과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 세션 제작57)

<그림 2-44> EON Reality XR

○ MR(Mixed or Merged Reality, 혼합 또는 융합 현실): Ford 자동차

- 현실의 물체인 실제 Ford 자동차를 인식하고 HoloLens를 통해 가상으로

차의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하는 MR 기술을 활용58)

56) 이기영. (2020). 대학도서관 가상현실(VR)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서울.

57) EON reality adds world heritage sites to its XR library. (2020, September 1). VRRoom.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vrroom.buzz/vr-news/immersive-arts/eon-reality-adds-world-heritage-sites-its-xr-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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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Ford 자동차 MR

○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홀로그램' 강사

- 캡처 스튜디오를 활용한 홀로그램 기술로 강사와 학생이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강사를 구현 가능59)

<그림 2-46>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홀로그램 강사

58) Etherington, D. (2017, September 22). Ford is now designing cars in mixed reality using 

Microsoft HoloLens. TechCrunch.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techcrunch.com/2017/09/22/ford-is-now-designing-cars-in-mixed-reality-using-microsof

t-hololens/

59) Kelion, L. (2018, November 1). ‘Hologram’ lecturers to teach students at Imperial College 

London. BBC News.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6060381



- 61 -

3) 생체 인증

<생체 인식 시스템 : 출입>

○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 : 중국 시베이공업(西北工業)대학교

- 중국 시베이공업(西北工業)대학교가 2019년 새 학기를 맞아 런칭

- 얼굴인식 시스템은 기숙사, 도서관, 회의실, 사무실 등 30여 곳에 설치

- 선생님과 학생들의 쉽고 빠른 통행에 도움을 줘 학교 안전관리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음60)

<그림 2-47> 시베이공업대학교 도서관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 안면 인식기 도입 : 중국 주요 대학들(베이징대, 베이징사범대, 칭화대 등)

- 베이징대학교는 2018년 8월 신입생 등록 디지털 플랫폼의 안면인식기

도입

- 칭화대학교는 캠퍼스 내 방문 관광객 대상 얼굴인식 예약 시스템 도입

- 베이징사범대학교 기숙사 출입시스템에 얼굴인식 AI 출입문 도입61)

60) 중국 시베이공업대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교정 안전관리에 효과적. (2019년 9월 25일). 新華網.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kr.people.com.cn/n3/2019/0925/c203095-9617953-3.html

61) Youth. (2019년 6월 26일). 중국 대학에서는 얼굴이 학생증이다-캠퍼스에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 베이징대학교.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m.blog.naver.com/saranginc/22157131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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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스캔 : Sunway Campus Library

- Sunway Campus Library는 입구와 출구 지점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스

캔하여 도서관에 입장할 수 있도록 Facial Recognition 기술을 채택

- 모든 승인된 사용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62)

○ 지문인식 : Northeastern University 스넬 도서관(Snell library)

- Northeastern University 스넬 도서관(Snell library)에 설치된 새로운 생

체 인식 스캐너를 통해 학생들은 허스키 카드 대신 손을 스캔63)

<그림 2-48> 얼굴 스캔 : Sunway 

Campus Library

<그림 2-49> 지문인식 : Northeastern 

University 스넬 도서관(Snell library)

62)  Sunway University. (2019, February 1). Sunway campus library adopt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news.sunway.edu.my/articles/college/sunway-campus-library-adopts-facial-recognition-te

chnology

63) Snell library installs biometric scanner. (2017, October 11). The Huntington news. Retrieved 

December 8, 2020, 

https://huntnewsnu.com/49193/campus/snell-library-installs-biometric-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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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AI) 서비스 : 개인 맞춤 안내 서비스

○ 구글 Duplex

- 구글은 지속적인 대화(Continued Conversation)를 실제 사람과 유사한

보이스(New Voice)와 복합적인 행위(Multiple Actions)로 구현하기 위

해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

- 새로운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신경망 기

반의 딥러닝(Deep Learning), 문자를 음성화해주는 TTS

(Text-to-Speech), 그리고 가장 중요한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기술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대화64)

<그림 2-50> Google Duplex 이해도

○ 헬싱키시 도서관, AI 기반 지능형 자재 관리 시스템 도입

- 헬싱키시 도서관에서 예약된 도서 수령 정보를 안내하며 이용자가 선택

한 픽업 라이브러리의 선반 번호를 기준으로 예약 도서 검색

- 이용자는 에스푸, 헬싱키, 카우니아인 및 반타아의 헬멧 지역 내 모든 도

서관에 자료를 반환하고 현지 도서관에서 예약 가능65)

64) 구글 I/O 2018로 보는 구글 AI의 진화 1편-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듀플렉스. (2018년 6월 21

일). SKT 5GX.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sktinsight.com/105039

65) Helsinki City library will be introducing an AI-based intelligent material management system. 

(2019, May 14). City of Helsinki.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hel.fi/uutiset/en/kulttuurin-ja-vapaa-ajan-toimiala/helsinki-city-library-wil-be-introd

ucing-an-ai-based-intelligent-material-managemen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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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헬싱키시 도서관, AI 기반 지능형 자재 관리 시스템

○ Stanford Libraries SUL AI Studio

- Library AI 이니셔티브는 인공 지능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

트, 원고, 문서, 사진, 지도 등 디지털 컬렉션을 이용하는 SUL AI

Studio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주제 모델링을 이용하여 19세기 소설 묘사, 오디오 변환 자동화, 이미지

분석 및 정보 추출, 유사 이미지 검색 등 프로젝트 결과 공개66)

<그림 2-52> Stanford Libraries의 AI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66) Stanford university libraries. (2019, January 23). SUL AI studio experiments.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library.stanford.edu/projects/artificial-intelligence/events/sul-ai-studio-experiments



- 65 -

5) 기타 서비스 사례

<도서관 로봇 서비스 사례>

○ ‘중국-싱가포르 우정도서관', 도서 정리하는 투커(图客) 로봇

- 중국-싱가포르 우정도서관(CHINA_SINGAPORE FRIENDSHIP

LIBRARY, 中新天津生态城图书档案馆)

- 사물인터넷(IoT) 감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AI), 이동 로봇 등 기술을 융합하고 RFID 기술로 도서 내에

부착된 칩의 위치를 인식, 정확하게 도서 정리 가능67)

<그림 2-53> 중국-싱가포르 우정도서관의 투커(图客) 로봇

○ 중국 텐진대학

- 중국 텐진대학 연구진이 도서관에서 빠르게 원하는 책을 찾아주는 로봇

67) 中 도서관 로봇, ‘폐관 후 야간에 도서 정리’: ‘중국-싱가포르우정도서관’, 투커 로봇 도입. (2020년 

7월 10일). 로봇신문.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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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해 상용화

- 도서의 위치를 찾아주고 책을 찾는 사람의 관심사를 분석해 추천68)

<그림 2-54> 중국 텐진대학 도서관의 책 찾아주는 로봇

○ 중국 퉁지대학 투커 로봇

- 투커 로봇은 RFID기술을 이용해 자료 안에 있는 RFID칩을 인식하여 도

서 정리

- 도서관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정리 데이터와 보고서 발송, 이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도서의 위치 안내69)

68) 중국 톈진대학, 도서관 로봇 ‘즈투’ 도입: ‘국가우수청년과학기금’ 수여자 ‘리커치우’ 교수팀 개발. 

(2019년 12월 4일). 로봇신문.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72

69) 中 퉁지대, 도서관 로봇 ‘투커’ 도입 운영: 난징대 개발해 적용 사이트 확대. (2020년 1월 20일). 로봇
신문. 2020년 12월 8일 검색,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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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중국 퉁지대학 도서관의 투커 로봇

○ 싱가포르 AuRoSS(Autonomous Robotic Shelf Scanning System)

- 자동 서가 스캐닝 로봇인 AuRoSS는 RFID와 레이저 매핑 기술을 사용

하여 도서관 서가 사이를 움직이며 자료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99%의

정확도 유지

- 자료를 찾는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분실 자료를 찾거나 오배열

자료를 찾아 재배열하는 사서의 업무에도 도움 제공70)

<그림 2-56> 싱가포르 자동 서가 스캐닝 로봇 AuRoSS

70) 싱가포르, 차세대 서가 자료 탐색하는 도서관 로봇. (2016년 8월 29일). 여기에 산업뉴스. 2020년 12

월 8일 검색, https://news.yeogie.com/entry/18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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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 분석 시사점 도출

2.5.1 가트너, 2021년 9대 전략기술 트렌드

가트너, 2021년 9대 전략기술 트렌드는 핵심주제인 인간중심(People-Centric)

과 스마트 공간(Smart Spaces)으로 분류된 9대 전략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따

라서 도서관 서비스 이용과 관리에 있어 자동화 과정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역

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2021년 9대 전략기술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터치 센서와 감각 채널을 통해 인간과 주변 사물이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으로 진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은 여러

첨단기술이 융합하면서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러 첨단기술 중 특정 기술 한 가지를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합을 바탕으로 발

전하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들의 융합과 유기체적인 성

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가트너, 2021 9대 전략기술 트렌드는 첨단 신기술을 단순 발표한 것이 아니

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된 전략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처리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를 확보해 기술의 도입-운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제 4차 산업시대에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

으로 내부 관리자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관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2.5.2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 9대 기술 트렌드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 9대 트렌드 기술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도서관은

AI를 필두로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첨단기술의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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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기관은 물론 개인까지 큰 파급효과를 줄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5G, 블록체인, 로봇 등을 핵심 기술로 꼽으며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기술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에

서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디지털도서관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9대 트렌드 기술은 국내외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망으로 이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선정하여 도서관

으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선정된 첨단기술들은 모두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접근하고 적용해야 하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2.5.3 국내외 기술동향 및 사례

국내외 도서관은 물론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블록체인, IoT, AI 등 다양한

트렌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도서관 사례 분석 결과, 현재까지 구현된 첨단기술을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중심으로 적용 및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화, 다중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 적용시키는 추세다.

비콘/BLE/생체인식 기술은 많은 적용 사례를 보였다. 해당 기술은 특히 이

용자 출입 편의 증대와 보안 관리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기술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R/VR/MR/홀로그램 등 기술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로서 디지

털도서관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변화시켜 이용자에게 다중경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다중경험은 이용 편의성 향상은 물론

도서관 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인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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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없애고 이용자와 관리자의 이용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

쳐 활용될 기술 중 하나다.

AI와 로봇은 개인 경험 정보 및 관리 정보를 축적/학습하여 감지, 분석, 설

계, 자동화, 측정, 모니터링, 재평가 등 일련의 이용･관리 과정과 플랫폼을 구축

해야 한다. AI와 로봇은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은 트렌드 기술로써 다른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도서관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보안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용자 이용까지 도서관 프로세

스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적용 가능하다.

국내외 도서관 적용 사례 동향을 살펴보면 여러 도서관에서 다양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각 도서관들은 도서관 혁신기술로 소개하며 이용편의성,

관리효율성, 정보보안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기술을 개발･적용 하였다.

도서관 사례에서는 주로 IoT와 ICT를 중심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비콘, 블루투스, NFC 등의 사례는 도서관은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이용되

고 있는 사례다. 5G와 클라우드 시스템의 상용화가 이뤄지게 되면 IoT 기술은

더욱 활발히 개발과 이용을 보일 전망이다.

최근에는 AR/VR/M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이나 콘텐츠

를 제공하는 추세다.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뤄

지는 다중경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

인다.

AI/로봇/블록체인의 사례는 도서관 이전에 여러 분야에서 발전과 그 잠재력

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서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다. 해당 사례는 앞서 적용된 다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서

비스로 확장할 수 있기에 점차 많은 도서관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른 첨단기술에 비해 도서관 이용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기에 적절한 도서관 사례를 보이게 되면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71 -

2.5.4 시사점 종합

2020년 선정된 전략기술 중 디지털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을 융

합하여 새로운 기술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 집

합적 도서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도서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구축은 이용자 측면과 관리자 측면의 양

방향 기술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 기술 트렌드는 인간중심 경험 확대

와 보안･환경 등 공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 프로세스에서 각 절차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분석

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

술을 도입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전될 첨단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기술 동향과 사례 분석을 통해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

스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모델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모델의 제안을 통해 국내외 기술 트렌드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디지털도서관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연구

제3장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3.1 이용자 만족도 설문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분석

3.2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한 이용자 만족요인 분석

3.3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현황 분석

3.4 데이터 기반 이용자 분석 종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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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본 장은 디지털도서관의 이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데이터와 2018～2020년 시설예약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

과이다.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데이터는 디지털도서관을 방문하여 이

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이터이며, 통계분석기법과 구조방정식모

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내용을 구분하여 2개의 소절로 구성하였다.

3.1 이용자 만족도 설문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만

족도 및 요구사항 분석

본 설문데이터는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파악한 조사 데이터이다. 설문조사

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온라인과 대면 방법을 통해 이

뤄졌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도서관 이용현황

§ 개인 및 그룹 공간 경험 및 만족도

§ 시설 및 환경 만족도

§ 디지털콘텐츠 및 만족도

§ 예약시스템 만족도

§ 이용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경험 및 만족도

§ 디지털도서관 추천의향

조사 항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족도에 관한 척도는 1점이 가장 만족

하는 “매우 만족한다”이며, 7점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로 구성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성별, 연령대, 직업군 별 이용특성 비교검증과 만족도분석으로



- 76 -

이뤄졌으며, 분석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26, Tableau 2020.1이 활용되었

다.

3.1.1 표본과 기술통계량 분석

본 분석에서 표본수는 총 469(N=469)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469개의 표본의 성별, 연령대 및 직업군 분포는 다음 <그림 3-1>

과 같다.

<그림 3-1> 표본 내 성별, 연령대 및 직업군 분포

설문의 표본(N=469) 중, 347명(74%)이 남성에 해당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은

26%에 해당하는 122명이었다. 한편, 연령대 별 빈도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54.2%에 해당했고, 청년층의 이용이 저조했는데 특히 10～20대의 이용이 7.7%

에 불과했다. 30대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15% 대였고, 40대 이상이 전체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에 따라 남녀 간의 비율을 분석해 보

면, 다음 <그림 3-2>와 같은 교차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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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성별-연령대 별 이용횟수 교차표

성별과 연령대 별로 많은 분포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20대

의 경우 남성은 4.6%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6.4%에 달했다. 50대 이상의 경

우 남성은 64.8%로 매우 높은 비중이지만, 여성은 23.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었다. 단, 이 데이터는 설문에 응한 표본 내에서의 기술통계이므로 구체

적이면서 정확한 이용통계는 3.3절에서 소개되는 2018년～2020년 이용통계 분

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3.1.2 성별 기준 통계적 비교분석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 형태일 때, 두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혹은 상관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사용한다. 이용횟수에 관한 설문이 연속형

변수로 조사되지 아니하고 범주(예를 들면 거의 매일, 1주에 1회...)형으로 조사

되었고 이용시간, 이용목적도 범주형으로 조사되었기에 카이제곱 검정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T 검정은 2개 범주의 독립변인과 연속형 종속변수

에 적합한 검정방법이기에 만족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아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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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성별 간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구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용횟수
H0(귀무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는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는 차이가 있다.

이용시간
H0(귀무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1회당 이용시간은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1회당 이용시간은 차이가 있다.

이용목적
H0(귀무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주된 이용목적은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주된 이용목적은 차이가 있다.

만족도
H0(귀무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성별 간 디지털도서관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1) 성별 간 이용횟수 차이 검증

분석에 앞서 교차표를 통해 성별 간 이용횟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3>은 성별 간 이용횟수에 대한 교차표이다.

<그림 3-3> 성별 간 이용횟수 교차표

성별로 구분하여 볼 때, 남성이 상대적으로 거의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의 빈

도수가 높았다.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분포는 비율로

따져 봤을 때 남녀 성별의 차는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의 표가

‘거의매일’, ‘1주에 회’, ‘한 달에 회’ 등 정확한 횟수가 반영되지 않아서 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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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횟수로 환산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용횟수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빈도

단위를 적용해서 재분류해보면 아래의 <그림 3-4>와 같다. 디지털도서관을 거

의 매일 이용하거나 일주에 4～5회 가량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22%를 상

회하고 있고, 적어도 일주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70% 이상

임을 볼 수 있다. 이를 남녀 간 성별 차에 따라 평균비교를 해보면, 다음 <그

림 3-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성이 평균 133회를 이용하는 반면, 여성은 82

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평균 이용횟수의 차이가 현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T test를 통해 남녀 집단 간 비교를 해본 결과는 <그림 3-6>에

서 볼 수 있다.

이용빈도단위 빈도수
거의 매일 44명(9.5%)
일주에 1~3회 214명(49%)
일주에 4~5회 55명(11.7%)
한 달에 1~5회 94명(20%)
한 달에 6~10회 10명(2.1%)
일년에 1~6회 25명(5.3%)
일년에 6~15회 5명(1%)
당일 첫방문 22명(4.6%)

총계 469명

<그림 3-4> 연간이용횟수 분포 및 성별 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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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간이용횟수의 성별 별 평균비교

<그림 3-6> 연간이용횟수의 성별 간 T test 검정결과

T test 결과, Levene의 등분산 유의확률이 .003으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ne의 등분산 유의확률이 .05이상일 때 등분산이 가정

됨). 따라서 T test 유의확률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황의 값으로 0.00으

로서 남녀 간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도 분명하게 그 분포가 다른 집단으로 파

악이 된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남녀 이용자들은 이용횟수 면

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 간 이용시간 차이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의 분포는 표본수(N=469)

에 대하여 다음 <그림 3-7>과 같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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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회당 이용시간의 분포

3시간～6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회 이용시 6시간 이

상 사용자들이 13.9%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성별 별

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8>에서 요약하여 보고하였

다.

<그림 3-8> 1회당 이용시간과 성별 별 교차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표본수 차이로 인해 절대적인 빈도수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용시간별로 남녀 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매우 유사한 비율인 것

을 볼 수 있다. 카이제곱 분석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은 1.466이었으며, 자

유도가 3, 유의확률이 .692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녀 간 1회당 이용시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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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간 이용목적 차이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관하여는 1,2,3순위로 조사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주된 목적에 관해 분포를 조사하고, 성별 간 차

이를 조사하였다. 먼저 1순위로 디지털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해 이용자들이 꼽

은 것은 <그림 3-9>와 같이 분포하였다.

<그림 3-9> 1순위 이용목적 분포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고,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23%), 개인학습(2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

다. 멀티미디어 이용, 세미나실, 영상제작 등을 미미한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각 시설 별 만족도와 함께 차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별 간 이용 목적

의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과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림 3-10> 1순위 이용목적에 관해 성별 별 교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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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조사 및 연구 목적 이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업무관련 이용은 남성이 우세했다. 멀티미디어 자료이용, 세미나실 이용, 문서

작성, 온라인 도서 열람 등을 남녀 간에 비슷한 비중의 이용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카이제곱 분석을 수행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22.466, 자유

도 9에 유의확률이 .008을 기록했다. 이는 성별 간 이용목적이 통계적으로 많

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성별 간 만족도 차이 통계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해 전반적 만족도는 ① 개인 및

그룹 이용시설 전반적 만족도, ② 시설 및 환경 전반적 만족도, ③ 디지털 콘

텐츠 및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④ 예약시스템 전반적 만족도라는 총 4가지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성별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T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성별 간 비교이므로 남녀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독립표본 T test 방식으로 IBM SPSS Statistics 26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집단통계량을 살펴보면, <그림 3-11>에서 전반적

인 통계량을 볼 수 있다.

<그림 3-11> 4개의 전반적 만족도 관해 성별 별 집단통계량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점 만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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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만족하는 것이고, 7점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만

족도의 평균이 2.1XX～2.5XX로 분포하였으며, 보통에 해당하는 4점보다 작은

점수인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로 파악된다. 성별 간 큰 평균차이가

보고되지는 않으나, 표준편차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검증

할 필요가 있었다. 각 만족도에 대한 T test 결과는 <그림 3-12>에서 정리하

였다.

  

  <그림 3-12> 4개의 전반적 만족도 관해 성별 별 T test 결과

평균비교 검정방법은 기본적으로 각 그룹의 분산이 같다(등분산)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맞는지 검증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하게 되는데,

그 유의확률이 .05 이상이면 등분산임을 가정하고, .05 미만인 경우 등분산이

아님을 가정한다. 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성별에 대해 유의확률이 모두 .05

이상이므로 모두 등분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등분산으로 이해된 상황

에서 T test에 대한 유의성을 보면, 대부분 유의확률이 .05이상이나 예약시스템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p= .035)을 볼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예약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74%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특별히 예약시스템에 대해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

임을 말해준다.

이용자들은 예약시스템에 대한 불만족스런 이유를 1) 예약이용시간 짦음(54



- 85 -

명 응답), 2) 예약과정 및 절차의 복잡함(31명 응답), 3) 패널티강화(28명 응답),

4) 시스템오류(18명 응답), 5) 예약시 좌석안내도 안보임(12명 응답) 순으로 제

시하였다.

5) 성별 간 차이 통계검증 소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해 성별 별 이용 및 전반적 만족

도 차이는 이용빈도, 이용목적과 예약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이용빈도가 확연히 높았고, 이용목적은 남성은

업무상의 이용, 여성은 연구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약시스템

에 관해서는 예약과정 및 절차의 복잡함, 시스템오류, 예약시 좌석안내도 안보

임의 문제가 거론 되었는데, 특히 여성에게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개인

사물을 반입하지 못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차후 지능형 도서관 개

발에 있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3.1.3 연령대 기준 통계적 비교분석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연령대 별 그룹과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을 통계적으로 검증하

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ANOVA 검정은 2개 이상의 그룹에 대해 연속형

종속변수 1개 검정에 적합한 방법이기에 만족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아래 <표 3-2>와 같다.



- 86 -

<표 3-2> 연령대 별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구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용횟수
H0(귀무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는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는 차이가 있다.

이용시간
H0(귀무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1회당 이용시간은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1회당 이용시간은 차이가 있다.

이용목적
H0(귀무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주된 이용목적은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주된 이용목적은 차이가 있다.

만족도
H0(귀무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연령대 별  디지털도서관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1) 연령대 별 이용횟수 차이 검증

분석에 앞서 교차표를 통해 연령대 별 이용횟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13>은 연령대 별 이용횟수에 대한 교차표이다.

  <그림 3-13> 연령별 월평균 방문빈도 교차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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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문자 전체 중 10～30대의 신규 방문자의 비중이 경우 약 59.2%로 절

반을 훌쩍 넘고 있었다. 반면 월 10회 이상 이용자는 50대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신규 방문자는 각각 연령대의 비율 중

3.1%, 1.6%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신규 유입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리하면, 10～30대의 경우 신규 유입의 가능성은 높으나 고빈도 이용자가 되

기는 어렵고, 50대 이상은 고빈도 이용자 비중은 높으나 신규 유입은 매우 저

조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령대 별 방문빈도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

령대 별 방문빈도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4>

참조).

<그림 3-14> 연령대 별 방문빈도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카이제곱 검정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49.045이며 자유도 16에 유의확

률이 .000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연령대 별 이용자들은 이용횟수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대 별 이용시간 차이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의 분포는 표본수(N=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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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연령대를 기준으로 다음 <그림 3-15>와 같이 분포하였다.

<그림 3-15> 연령대 별 1회당 평균이용시간의 교차분석

50～60대 이상에서 장시간 이용자들의 비중이 각각 33.8%와 32.3%로 65%이

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0～30대는 비교적 1시간 미만 사용자

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단시간 이용자들의 비중이 높다면 예약시

스템 및 사용허가 처리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청년층의 이용자들

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파악된다.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해 연령대 별 1회

당 평균 이용시간 검정은 다음 <그림 3-16>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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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연령대 별 1회당 평균이용시간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카이제곱 검정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16.163이며 자유도 12에 유의확

률이 .184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치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연령대 별 이용자들은 1회당 평균

이용시간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용시간의 차이가 연령별로 다소 나는 점은 서비스 설계 시 고려할

필요는 있다.

3) 연령대 별 이용목적 차이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관하여는 연령대 별 분포를

조사해보면 다음 <그림 3-17>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그림 3-17> 연령대 별 이용목적의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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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 결과, 10～20대는 조사, 분석, 취업준비가 가장 높았고, 30～50대는

업무관련 정보수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조사 분석과 더불어 멀티미디어자

료 이용과 인터넷 이용의 비중이 높았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통계적 검증은

다음 <그림 3-18>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18> 연령대 별 이용목적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카이제곱 분석을 수행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50.743, 자유도 36에

유의확률이 .053을 기록했다. 비록 유의확률이 .05보다 높지만, 매우 근사한 값

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연령대 별 이용목적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4) 연령대 별 만족도 차이 통계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해 전반적 만족도는 ① 개인 및

그룹 이용시설 전반적 만족도, ② 시설 및 환경 전반적 만족도, ③ 디지털 콘

텐츠 및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④ 예약시스템 전반적 만족도라는 총 4가지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연령대 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 way ANOVA test(일원분산분석)를 통해 검증하였

다. IBM SPSS Statistics 26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우선 집단통계량을 살펴보

면, <그림 3-19>에서 연령대 별 만족도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량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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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연령대 별 만족도에 관한 통계량

4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령대 별로 개인 및 그룹시설

만족도는 10～20대가 가장 우월하고, 정보광장 시설 및 환경 만족도에는 50대

가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는 30대가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약시스템 만족도도 30대가 가장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를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영역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20> 참조). 이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집단 간의 평균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집단

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동질적 부분집합을 파악하여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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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을 확인해 본 결과, 4가지 만족도 모두에서 연령대 모두가 동일 집단으

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그림 3-21> 참조).

다만 연령대에 따라 예약시스템에 만족도는 세부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

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층의 예약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는 판단 하에 3.1.2절에서 제시한 6개의 세부만족요소를 가지고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령대 별 예약시스템의 만족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만족요인들의 정성적인 응답도 연령대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20> 연령대 별 만족도에 관한 one way ANOVA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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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연령대 별 만족도에 관한 집단별 동질성 확인 결과

5) 연령대 별 차이 통계검증 소결

통계적 검정을 통해 이용자 연령대 별 이용빈도, 이용시간, 이용목적 및 만족

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연령대 별 이용빈도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0～20대의 경우, 신규 회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에

서는 기존의 사용자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젊은 이용자층의 신규 유입이

비교적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재방문 및 충성이용자층으로 이어지기 위해 젊은

층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관해, 상대적으로

10～20대가 1시간 미만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렇게 짧게 이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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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약시스템 사용 시 컴퓨터의 속도나 현장에서 사용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서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더욱 단순하고 빠른 이용예

약 및 이용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3.1.4 직업군 기준 통계적 비교분석

직업군은 1) 연구원 2) 회사원/공무원/교직원 3) 대학생 및 대학원생 4) 취업

및 진학준비생 5) 고등학생 6) 기타/없음 등으로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

다.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및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카이제곱 검정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

다. 카이제곱 검정은 직업군 별 그룹과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을 통계적

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ANOVA 검정은 2개 이상의 그룹에

대해 연속형 종속변수 1개 검정에 적합한 방법이기에 만족도 검증에 사용하였

다.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직업군 별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목적,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구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용횟수
H0(귀무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는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이용횟수는 차이가 있다.

이용시간
H0(귀무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1회당 이용시간은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1회당 이용시간은 차이가 있다.

이용목적
H0(귀무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주된 이용목적은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주된 이용목적은 차이가 있다.

만족도
H0(귀무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H1(대립가설) : 직업군 별  디지털도서관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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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군 별 이용횟수 차이 검증

분석에 앞서 교차표를 통해 직업군 별 이용횟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22>는 직업군 별 이용횟수에 대한 교차표이다.

<그림 3-22> 직업군 별 월평균 방문빈도 교차분석표

신규 방문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이 전체 중 31.8%,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이 36.4%로서 전체의 70% 가량에 해당했다. 상대적으로 신규유입은 학

생층과 현직에서 근무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직업군 별 이용시간 차이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의 분포는 표본수(N=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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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직업군을 기준으로 다음 <그림 3-23>과 같이 분포하였다.

<그림 3-23> 직업군 별 1회당 평균이용시간의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 .644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직업군 별 이용목적 차이 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관하여는 직업군 별 분포를

조사해보면 다음 <그림 3-24>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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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직업군 별 이용목적의 교차분석

교차분석 결과, 직업군의 성격과 유사하게 이용목적이 나타났으며, ‘기타/직

업없음’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다양한 이용목적으로 분포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을 통한 통계적 검증은 다음 <그림 3-25>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25> 직업군 별 이용목적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135.161, 자유도 45에

유의확률이 .000을 기록했다. 직업군 별 이용목적에는 확연히 의미 있는 차이

가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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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군 별 만족도 차이 통계검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해 전반적 만족도는 ① 개인 및

그룹 이용시설 전반적 만족도, ② 시설 및 환경 전반적 만족도, ③ 디지털 콘

텐츠 및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④ 예약시스템 전반적 만족도라는 총 4가지이

며, 각각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직업군 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 way ANOVA test(일원분산분석)를 통해 검증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6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우선 집단통계량을 살펴보면, <그림 3-26>

에서 직업군 별 만족도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량을 볼 수 있다.

<그림 3-26> 직업군 별 만족도에 관한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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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생층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광장 시설 및 환경에 관한 만족도에

서 유의확률이 .009로 매우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층

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개인 및 그룹시설 만족도와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는 유의확률이 .05이상이었으나 .05에 다소 가까운 점수

여서 고려해 볼 만 하다.(<그림 3-27> 참조).

<그림 3-27> 직업군 별 만족도에 관한 one way ANOVA test 결과

5) 직업군 별 차이 통계검증 소결

통계적 검정을 통해 이용자 직업군 별 이용빈도, 이용시간, 이용목적 및 만족

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이용빈도와 이용목적, 그리고 정보광장 시설 및 환

경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직업군 별로 통계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대부분 대학생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대학생층의 만족도

중 예약 시스템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이용시간이 짧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직업

군인만큼, 새로운 예약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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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조사로 예약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3.2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한 이용자 만족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사용된 설문데이터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지

수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추천의사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의 영향지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도구는 IBM SPSS

Amos 22를 이용하였다. 본 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시설 및 환경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 가설 2) 디지털 콘텐츠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이용자 지원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 가설 4) 예약 시스템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 가설 5)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구조방정식모델이란?

구조방정식모델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기법으로서 사회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경영학, 광고학,

교육학, 생물학, 체육학, 의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또한 기업체의 고객 만족도 및 브랜드 이미지, 신제품의 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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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소비자의 행동이나 상품시장을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는 만

큼, 구조방정식모델 사용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방정식모

델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통계기법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

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71)

1) 구조방정식 모델의 특징

가) 잠재변수의 사용 및 측정오차의 추정

기존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보통 신뢰도 검증을 마치고 항목 간 평균을 구해

단일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림 3-28>에서 ‘자존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경우, 자존감을 측정한 3개의 항목을 평균

을 내게 된다. 이럴 경우 응답자들의 대답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항목 간 오차가 발생한다.

<그림 3-28> 기존 회귀분석 분석방법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잠재변수와 함께 측정 오차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

71)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 공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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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해당 오차를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이 진행된다. 따라서 관측변수

(x1,x2,x3) 간 측정오차가 포함된 상태에서 분석하는 회귀분석보다 구조방정식

모델이 더 정확한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재변수는, 측정 오차들을 제외한 관측변수들(x1,x2,x3)간 오차를 제외한 공통

적 요소만 추출된 부분으로 ‘자존감’ 이라는 요소를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림 3-29>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

나) 동시 추정

대부분의 통계기법들(예: t-test, ANOVA, MANOVA , 다중회귀분석 등)

은 공통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일차원 관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하

지만 구조방정식모델은 다수의 독립변수(외생변수)와 다수의 종속변수(내생변

수)간 관계뿐만 아니라, 종속변수끼리의 인과관계 또한 동시에 추정이 가능하

기 때문에 복잡한 인과모델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B->C->D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회귀분석에서는

일차원적인 분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3-30>처럼 A->B, B->C, C->D의

인과관계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 반면,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A->B->C->D

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 간 관계도 추정이

가능하다.(<그림 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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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일반적인 통계기법들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그림 3-31>  구조방정식모델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이와 같은 구조방정식모델의 대표적 특장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추천의사 분석에 매우 유리한 분석방법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변수 간 인과

관계 및 상관관계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아래

에서부터 모델의 작성, 적합도 검증, 모델 수정, 최종모델제시 및 해석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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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델의 작성

본 모델은 3.1절에서 활용된 2019년 ‘디지털도서관 사용성 조사’ 설문데이터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전체 표본 중, 불성실한 응답, 결측값 등이 많은 항목

을 제외하고 총 437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모델에서는 1) 시설 및 환경, 2) 디지털 콘텐츠, 3) 이용자 지원, 4) 예약

시스템의 4가지 요소가 도서관 이용의 전반적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추

천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모델을 작성하였다.

각 요소를 설명하는 설문 문항은 4∼7개로 다양하다. 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

수(시설 및 환경,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지원, 예약 시스템)을 설명하는 관측

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관계로 성격이 비슷한 문항을 통합해 3∼4개로 축

소시켰다. 예를 들어,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요소를 설명하는 문항 중, 1, 2, 3번

의 문항을 ‘기기 및 장비’로 통합하였다. 통합은 각각의 관측치 평균을 이용하

였다.

각 요소와 요소를 설명하는 문항은 다음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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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요소 및 요소설명문항 요약표

요소구분 요소를 설명하는 문항

1)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요소

1. 정보광장 공간 및 디지털 기기의 배치는 적절한가? 

   (기기 및 장비)

2. 컴퓨터 기기의 성능 등 장비관리가 적절한가? (기기 및 장비)

3. 컴퓨터 및 기기의 수가 적절한가? (기기 및 장비)

4. 공간 내 안내표지가 잘 되어 있는가? (안내 및 편의)

5. 정보광장 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안내 및 편의)

6. 공간의 환경(환기, 냉난방 등)이 쾌적한가? (시설 쾌적성)

7. 청소 및 청결상태 등 시설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시설 쾌적성)

2)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 요소

1.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최신 자료)

2.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다양한 종류)

3. 충분하게(많이) 구비되어 있는가? (자료 충분)

4. 내용이 유용한가? (내용 유용)

3) 

이용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요소

1. 정보광장 직원은 이용자 문의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하는가? (직원 

만족)

2. 정보광장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한가? (직원 만족)

3. 정보광장 기기의 오류신고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가? (처리 

신속)

4.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질의응답, 불만제기 등이 용이한가? 

   (문의 및 불만제기 용이)

4) 

예약시스템 

만족도 요소

1. 예약시스템 접속이 수월한가? (접속용이성)

2. 예약 과정 및 절차가 간편한가? (예약절차 편리)

3. 예약시스템 메뉴 구성 및 배열이 편리한가? (인터페이스)

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이 잘 되어 있는가? (보안, 패널티, 이용

시간)

5. 예약 규정에 따른 패널티 적용 기간이 적절한가? (보안, 패널티, 이용

시간)

6. 개별 이용시간이 적절한가? (보안, 패널티, 이용시간)

5) 전반적 

만족도 요소

1.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 (전반적

만족)

6) 추천 

의향요소
1. 다른 사람들에게 디지털도서관 이용을 권하고 싶은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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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항을 이용해 작성된 모델은 <그림 3-32>와 같다. 시설 및 환경, 디지

털 콘텐츠, 이용자지원 서비스, 예약 시스템 만족도가 디지털도서관의 전반적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추천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림 3-32> 디지털도서관 만족도의 요소별 영향을 도출하는 기본모델

3.2.3 모델 해석 적합도 검증

1) 가설 검증 및 유의성 확인

다음은 <그림 3-32>의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IBM Amos 22를 이용해 각각

의 요소 간 영향력을 추정한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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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Amos를 이용한 요소 간 영향력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가설 

채택 

여부

시설 및 환경 -> 전반적 만족 .212 .177 .082 2.577 채택

디지털 콘텐츠 -> 전반적 만족 .121 .126 .048 2.529 채택

이용자 지원 -> 전반적 만족 .435 .459 .042 10.236 채택

예약 시스템 -> 전반적 만족 .175 .181 .044 3.978 채택

전반적 만족 -> 추천의향 1.215 .461 .112 10.835 채택

 

가) 비표준화 계수: A가 B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설 및 환경 -> 전반적 만족(.212)처럼 잠재변수 간 영향을 미치는 정도

로 설명될 수 있다.

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간 상대적인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표준화

계수를 표준화해 ╶1∼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한 값을 의미한다. 보통 변수

간 영향력을 비교할 경우에는 해당 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판단한다.

다) S.E.: 표준 오차를 의미한다.

라) C.R.: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으로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유의

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C.R.값이 ±1.965보다 크거나 p값이 .05보

다 작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5>에서 모든 경로의 |C.R.| 값이 1.96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값이 모두 .05 이하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5와 같은 양측검정(비방향성 가설)의 경우 α가 .05에서 유의한 경우 p

값이 .05보다 작고(만족), |C.R.| >1.965 이상이면(만족) 가설이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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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적합도 검증

모델 적합도는 실제 조사자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은 공분산 행렬과

조사자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한 연구모델로부터 추정된 공분산행렬

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차이가 작다면 높은 모델 적합도를 보이게 되고, 이

차이가 크다면 낮은 모델 적합도를 보이게 된다. 즉 모델이 얼마나 잘 개발되

었는지를 설명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표 3-6> 우수한 모델 제작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적합도 수치(Model Fit)

적합도 종류 GFI RMSEA NFI TLI CFI

수치 .900 .85 .945 .947 .958

판단기준 .9이상 양호 .1이하 보통 .9이상 양호 .9이상 양호 .9이상 양호

가) GFI: GFI(Goodness of Fit Index)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적합도로서, 표본 데이터의 공분산행렬 내에 분산과 공분산이 추정 공

분산행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양을 나타낸다. 0(무적합) ∼ 1(완벽한

적합)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09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

나) RMSEA: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대표본

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χ^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서 일반적으로 .05이하면 매우 좋으며, .08이하

면 양호하고, .1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 NFI: NFI(Normed Fit Index)는 증분적합지수의 기본이 되는 적합도로서

영모델의 χ^2과 제안모델의 χ^2 차이를 영모델의 χ^2 로 다시 나눈 수치

가 된다. 범위는 0∼1 사이이며 .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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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 수치가 .95라면 영모델에서 연구모델이 95%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라) CFI: CFI(Comparative Fit Index)는 NFI의 단점을 보완한 적합도로서 모

델의 복잡성에 대해 덜 민감해 널리 사용된다.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TLI: TLI(Turker-Lewis Index)는 CFI와 비슷한 개념의 적합도로서 일반

적으로 .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적은 5가지의 모델 적합도가 모두 좋게 나타나 설문지를 바탕으로 작

성한 모델의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2.4 모델 수정 및 최종 모델 결정

기존 작성된 모델의 경우 1) 시설 및 환경, 2) 예약 시스템, 3) 이용자 지원,

4) 디지털 콘텐츠의 4가지 요소가 전반적 만족의 요인이 되고 이는 곧 추천으

로 이어지는 모델이었다. 앞서 해당 모델의 높은 적합도를 확인했지만 구조방

정식에서는 더 높은 적합도를 얻는 방법인 수정지수(MI 지수)를 제공한다. 그

중 1)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거나, 2) 새로운 경로를 지정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Amos 내 MI지수 분석 결과 ‘시설 및 환경’ → ‘추천’ 으로 새로운

경로를 지정해 주었을 때, 모델 적합도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경로를 새로 추가하였다.

즉, 기존의 4가지 요소가 → 전반적 만족으로 이어지고 → 이는 추천의도로

이어지는 모델이었지만 수정지수를 적용한 결과 시설 및 환경 요소는 전반적

만족뿐 아니라 추천으로도 바로 이어지는 경로가 추가되었다. 다시 말하면 시

설 및 환경 요소는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시설 및 환경에 만족하면 바로

추천 의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 110 -

<그림 3-33> 만족도의 요소별 영향을 도출하는 기존모델

<그림 3-33>의 기존 모델은 시설 및 환경,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지원 서비

스, 예약 시스템 요소가 전반적 만족으로 이어지고, 전반적 만족이 추천으로

이어지는 모델이었다.

<그림 3-34> 기존 모델에서 수정을 거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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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델에서 ‘시설 및 환경’ → ‘추천’ 경로가 추가됨에 따라 모델 적합도가

높아져 최종적으로 <그림 3-34>와 같은 모델이 채택되었다.

<표 3-7> 기존의 모델 적합도 지수

<표 3-8> 수정된 모델의 모델 적합도

<표 3-7>과 <표 3-8>은 기존 모델의 모델 적합도와 새로운 수정 모델의

모델 적합도를 나타낸 표이다. 5개의 항목 모두 수정을 거친 모델의 모델 적합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정 지수를 고려하여 새로 완성된 최종 모델

은 <그림 3-35>와 같다.

적합도 종류 GFI RMSEA NFI TLI CFI

수치 .900 .85 .945 .947 .958

판단기준 .9이상 양호 .1이하 보통 .9이상 양호 .9이상 양호 .9이상 양호

적합도 종류 GFI RMSEA NFI TLI CFI

수치 .903 .84 .947 .948 .959

판단기준 .9이상 양호 .1이하 보통 .9이상 양호 .9이상 양호 .9이상 양호

수치 변화 .900→.903 .85→.84 .945→.947 .947→.948 .958→.959

모델적합도 

변화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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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기존 모델보다 적합도가 높아 채택된 최종 모델

실제 분석은 IBM Amos 22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 상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 모델의 그림 원본은 <그림 3-36>

과 같다.

<그림 3-36> 적합 최종 모델



- 113 -

채택된 기존의 가설

§ 가설 1) 시설 및 환경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 가설 2) 디지털 콘텐츠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3) 이용자 지원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 가설 4) 예약 시스템 요소는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 가설 5)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새로 도출된 요소 간 영향력

§ 가설 6) 시설 및 환경 요소는 이용자의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검증 및 모델 적합도 검증을 거쳐 기존의 가설 1∼5가 채택되었다. 또한

기존의 가설 외에도 시설 및 환경 요소는 이용자의 추천 의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5 연령대에 따른 만족 요인 분석

3.2.2절부터 3.2.4절에서 제시한 방식은 도서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

된 모델이었다. 3.2.5절에서는 연령대 별로 나누어 각 연령대 별 도서관 이용

시 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연령대는 1)

10-40대, 2) 5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2가지 집단으로 구성된 이유

는 구조방정식모델의 경우, 집단 간 분석을 위해 표본을 나눌 경우 표본이 200

개 이상은 되어야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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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7명을 10대, 20대와 같이 각각의 연령별로 나눌 경우, 각 연령별 표본

수가 적어져 본 분석은 10-40대(198명), 50대 이상(239명)의 두 집단으로 진행

하였다.

1) 10-40대의 만족도 요인 분석

<그림 3-37> 10-40대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

<그림 3-37>은 10-40대의 만족도 요인을 분석해 구조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이때, 해당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점

선으로 작성해 표시하였다. 이어서 나오는 50대 이상 연령층 분석 결과에도 해

당 사항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10대에서 40대의 연령층은 이용자 지원 서

비스 요소(.47)와 예약 시스템 요소(.29)가 좋아질수록 전반적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러한 전반적 만

족도가 추천 의도로 이어지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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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대 이상 만족도 요인 분석

<그림 3-38> 50대 이상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

<그림 3-38>은 50대 이상의 만족도 요인을 분석해 구조를 도식화한 결과이

다. 분석 결과, 해당 연령층은 이용자 지원 서비스(.41) 요소와 시설 및 환경

(.34) 요소가 좋아질수록 전반적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러한 전반적 만족도가 추천 의도로 이어지는

결과이다.

3) 연령대 별 전반적 만족도 요인 분석 결과

<표 3-9> 연령대 별 만족도 요인 도식화 결과

연령대 만족도 요인

10-40대 이용자 지원 서비스, 예약 시스템

50대 이상 시설 및 환경, 이용자 지원 서비스

<표 3-9>는 연령대 별 만족도 요인을 표로 도식화 한 결과이다. 표를 살펴보

면 공통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이용자 지원 서비스 요소가 공통적으로 도출되

었다. 즉,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자 지원 서비스 요소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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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대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고 이용시간이 짧아 예약 시스템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고 이용시간도 긴 50대 이상

이용자는 시설 및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도서관 이용자 분석에 있어서 연령대 별 알맞은 만족 요소가 충족된다면 해당

연령대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2.6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및 시사점

2019년 실시된 ‘디지털도서관 사용성 조사’ 설문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델

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3-39>에서 요약하였다.

<그림 3-39>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요약

설문 문항 중 시설 및 환경,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지원 서비스, 예약 시스

템 만족도의 경우 모두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46점에 해당하는 이용자 지원 서비스 요소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이용자 지원 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가장 만족을 느끼고, 차순위로

는 시설 및 환경, 예약 시스템 요소가 좋을 경우 만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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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네 가지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적은 요소는 디지털 콘텐츠 요소로 나

타났다. 디지털 콘텐츠 만족 요소는 4가지 요소 중 가장 낮은 계수 .13를 보였

고, 이는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이용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시설

관리는 어떠한지, 예약시스템이 합리적인지 등의 외부적 요소에 만족을 더 많

이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각 요소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전반적 만족

감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29)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사람

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높아짐을 증명한다.

4가지 요소 중, 시설 및 환경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다르게 추천 의향에도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도서관 시설 및 환경에

만족을 하면, 전반적 만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로 추천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도서관의 기본적인 요

소인 콘텐츠를 꾸준히 정비하되, 이용자 지원 서비스 및 시설 및 환경 요소를

특별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3.1절에서 본 것처럼 젊은 연령

대의 고객이 만족도가 낮고 충성 이용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

금 추천 및 재방문 의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용자 지원 서비스 및 시

설 및 환경 요소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용자들의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실제 이용자들의 디지

털도서관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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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현황 분석

본 절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 디

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의 이용예약 데이터로서, 크게 2018년-2019년 데이터와

2020년 데이터로 구분하였다. 이용예약 데이터를 2개로 구분한 것은 첫째,

2020년 초에 공간 개편이 있던 점, 둘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

로 2020년 7월 22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만 개관한 관계로 데이터가 제한

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본 절은 2018-2019년 이용예약데이터 분석, 2020

년 이용예약데이터 분석, 그리고 2020년 개관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2018-2019

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데이터와 2020년 같은 기간의 데이터를 비교

함으로써 이용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8년-2019년에는 총 547,202회의

이용예약이 발생했으며,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1,734회의 이용

예약이 이뤄졌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Modeler 18, Statistics 26

을 이용하였다.

3.3.1 2018-2019년도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분석

2018-2019년 2년간 디지털도서관 예약 데이터 발생 건수는 총 547,202건이

다. 해당 수치는 전체 데이터 중, 예약 후 취소를 했거나, 성별이나 연령대 등

이 불분명해 식별할 수 없는 결측 데이터들을 제외한 수치이다.

1)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분석

2018-2019년 2년간 디지털도서관 예약 데이터를 성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남

성이 446,488건, 여성이 100,714건으로 남성 이용자 수가 여성 이용자 수에 비

해 약 4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시각화 하면 <그림 3-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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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성별 별 연령대를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그림 3-41>은 성별

별 연령대를 교차분석 결과이다.

<그림 3-41> 성별 별 연령대를 교차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50-60대의 이용이 60%에 육박하였고, 여성의 경우, 40-50대

이용자가 전체의 54.2%에 해당하였다. 20대 이용자들의 예약 수는 남성이

11,656건, 여성이 10,735건으로 전체이용자들의 4.1%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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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분석

연령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50-60대의 예약이 가장 많지만 이를 성별로 구분

하여 보면 차이를 보인다. <그림 3-42>에서 연령대 별 예약자수를 성별로 시

각화하여 본 결과, 남성(파랑)의 경우 50-60대 이용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빨강)은 30-40대의 이용자 비율이 높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

방문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연령대에 따른 남녀 간 디지털도서관 예약 빈도수

3) 성별, 연령별 도서관 이용시간 분석

디지털도서관 예약데이터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시작 시간을 분석해 보

았다. 남성, 여성 모두 13시가 가장 이용시작 빈도가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09

시도 거의 13시와 같은 비중으로 이용시작 비중이 높았다. <그림 3-43>과

<그림 3-44>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이용시작 시간을 시각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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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남성의 이용 시작시간 분포

<그림 3-44> 여성의 이용 시작시간 분포

남성의 경우 09시와 13시의 이용을 가장 많이 시작하였으며, 여성은 9시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13시와 14시에 이용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과

여성 이용 시작시간을 연령대와 함께 시각화해 보았다. <그림 3-45>과 <그림

3-46>은 <그림 3-43>과 <그림 3-44>를 연령대와 함께 시각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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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남성의 연령별 이용시작시간 분포

<그림 3-46> 여성의 연령별 이용시작시간 분포

위 <그림 3-43>과 <그림 3-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용시작시간별 연령

대의 분포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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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연령대에 따른 도서관 이용시설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디지털도서관 이용시설이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 보고자 분석을 시도하였다. 디지털도서관 시설은 디지털 열람실, 미디어

자료이용실, 미디어편집실, 세미나실, 노트북이용실로 구분되지만 노트북이용실

은 예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관계로 예약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아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성별 별 이용시설은 다음 <그림 3-47>과 같다.

<그림 3-47> 성별 별 이용 자료실 분포

다음으로 연령대 별로 이용시설을 구분하되, 성별을 분리해서 시각화 하였다.

<그림 3-48>과 <그림 3-49>는 각각 남성과 여성 이용자 연령대 별 이용 자

료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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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남성 이용자 연령대 별 이용 자료실

<그림 3-49> 여성 이용자 연령대 별 이용 자료실

남성, 여성 이용자 모두 타 이용시설에 비해 디지털열람실 이용에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있다.

3.3.2 2020년도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패턴 분석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부분 개방으로 인해 2020년 7월∼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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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총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1,734건으로

집계되었다.

1)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그림 3-50>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패턴을 보면 남성이 약 83%, 여성이 약 16%의

비율로 2018-2019년도와 비슷한 이용 패턴을 보인다. 정확한 빈도는 남성 예약

이 1452건(83.7%), 여성 예약이 282건(16.3%)이다.

2) 연령대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그림 3-51> 연령대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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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의 분포는 <그림 3-5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0-60대가 주를 이루

는 남성이용자와 달리, 여성이용자는 30-40대의 방문이 주를 이룬다.

3)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이용 시설 분포

아래의 <그림 3-52>과 <그림 3-53>은 연령대 별 남녀 이용자의 이용 시설

분포를 나타낸다. 남녀 이용자 모두 노트북 이용석과 디지털열람석의 사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차

이를 보인다. 남성 이용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70대의 미디어 자료

이용석의 이용 비율이 높다. 여성 이용자의 해당 시설 이용은 40-50대의 비율

이 높다. 위 그림을 통해 2018-2019년에 비해 이용 시설이 다양화 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3.3.3절에서 제시하겠다.

<그림 3-52> 연령대 별 남성 이용자의 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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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연령대 별 여성 이용자의 이용 시설

3.3.3 18-19년도와 20년도 동기간 이용자 패턴 비교

2020년 이후 도서관 시설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이전 2018-19년도 대비 이

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020년도

도서관 부분 개방으로 인해 이용 데이터가 7월 22일–8월 14일의 기간 내 데

이터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18-19년도 또한

동일 기간(7월 22일-8월14일)의 데이터를 사용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이용자 연령분포 변화

<그림 3-54> 2018-2019년 동기간(7.22-8.14) 남성 이용자 연령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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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2020년 동기간(7.22-8.14) 남성 이용자 연령대 분포

<그림 3-54>와 <그림 3-55>는 2018-2019년도와 2020년도의 동기간 남성 이

용자의 연령대 분포를 나타낸다. 남성 이용자의 경우, 2018-2019년도에 비해

20∼30대의 방문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대 이용자의 비율은 2.33%에서 8.47%로 증가하였으며, 30대 이용자의 비율

은 5.03%에서 7.71%로 각각 증가하였다. 다양한 시설의 개편과 변화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0∼30대 젊

은 연령대의 이용률 증가를 위해서는 젊은 층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시설 개편

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56> 2018-2019년 동기간(7.22-8.14) 여성 이용자 연령대 분포



- 129 -

<그림 3-57> 2020년 동기간(7.22-8.14) 여성 이용자 연령대 분포

<그림 3-56>과 <그림 3-57>은 2018-2019년도와 2020년도의 동기간 여성 이

용자의 연령대 분포를 나타낸다. 여성 이용자 또한 18∼19년도에 비해 20∼30

대의 방문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대 이용자의 비율은 8.13%에서

15.6%로 증가하였으며, 30대 이용자의 비율은 18.89%에서 26.95%로 각각 증가

하였다.

2) 이용 시설 비교

<그림 3-58> 2018-2019 성별에 따른 이용 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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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2020 성별에 따른 이용 시설 분포

<그림 3-58>과 <그림 3-59>는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시설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이용 시설의 경우, 2018-2019년도에는 남녀 모두 디지털 열람실 이

용이 편중된 모습이었으나,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시설들로 인해 이용 시설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18-2019년도 통계에서 노트북 이용석은 제외되었

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디어자료 이용석은

2018-2019년 대비 2020년도에 48→36석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디지털 열람석 외에 다른 이용 시설이 2018-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다양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의 이용 비율이 2020

년도에 증가한 것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파악된다. 기존 디지털 열람석 위주의

운영에서 다양한 시설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 것이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 듯 보인다.

3.4 데이터 기반 이용자 분석 종합 시사점

가장 최근에 수행된 이용자 만족도 설문인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설문을 기

반으로 이용자 만족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성별 간, 연령대 별



- 131 -

이용빈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젊은 층은 신규 유입이 비교적 많

은 반면 충성 이용층이 적고, 중년∼노년층은 신규 유입은 적은 반면 충성 이

용층이 두터웠다. 대부분의 이용자 연령대가 노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연령대의 학생층의 이용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정비를 기본

으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개선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젊은 이용자층이 비교적 이용시간이 짧은

것이 관찰되기에 젊은 이용자층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 단순화, 서비스 신속화

등을 중점을 둔 체계 구축을 통해 예약과 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추천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이용자 지원 서비스 요소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적은

요소는 디지털 콘텐츠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의 콘텐츠 요소를 기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만족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대 별로 나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연령

대 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젊은 연령대를 유입하고 기존 이용자의 충성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해당

연령대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 어떤 요소에 만족을 느끼는지 고려하여 이에 맞

는 이용시설 개편 및 서비스 제공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향후 서비스 모델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이 도서관 공간에 대한 만족

도가 전체 만족과 추천의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바, 향후 디지털도서관 모델

은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능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현재 이

용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후의 남성들인데, 이 이용자층의 요구사항을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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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킬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20∼40대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

이기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 특히 예약시스템과 이용안내 서비스 개선이 요구

된다.





●●●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연구

제 4장전문가 자문 분석

4.1 도서관 분야 전문가 자문

4.2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

4.3 법 분야 전문가 자문

4.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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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문가 자문 분석

본 장은 제1장에서 제3장을 거쳐 연구되고 제안된 새로운 스마트 디지털도서

관 모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은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 약 24일간

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문위원 정보 및 자문일시는 <표 4-1>에 정리하였고,

상세한 자문 질문지는 <첨부 1>에 별첨하였다.

<표 4-1> 자문위원 정보 및 자문일시

순번 영역 소속기관 직위 이름 자문일시 비고

1 법 법제처 경제국 국장 백문흠

2020년 11월 11일 
온라인 서면 

자문 및 

대면자문 

2020년 11월 

27일(금)

오후 5:30 ~ 7:30

2
문헌

정보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삼균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5:00 ~ 6:30

3
빅데

이터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우종필

2020년 11월 

21일(토)

오후 12:30 ~ 2:30

4
문헌

정보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배경재

2020년 11월 

23일(월)

오후 1:30 ~ 3:30 

5 법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2020년 12월 
2일(수)

오후 3:00 ~ 4:30 

4.1 도서관 분야 전문가 자문

도서관 분야에서는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자 iSchool 의장인 오삼균

교수와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배경재 교수의 자문이 2020년 11월 13일과 11



- 137 -

월 23일 양일에 걸쳐서 있었다. 자문 분야는 외부기관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OneID 체계, 지능형 인증, 지능형 안내 및 예약, 지능형 대출반납, 지능형 교

육, 기타사항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있었다.

4.1.1 외부기관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생성한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디에 도

서관 외부 상권과 연계해 이용자들에게 실제적 이익을 주는 영역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단, 도서관 주변 상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심지어 온라인에서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비난의 소지를 피할 수 있음

§ 도서관을 사용한 것도 단지 도서 대출반납이 아니고 모든 이용에 대해, 참

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부 마일리지가 되고, 그런 기록들이 도서관에 남도

록 하여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 경제 파트너들이 도서관과 파트너십을 원하는 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

긴 하겠지만, 지역 경제인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됨

도서관 활용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

으로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주는 예산이 해당 구청이

아닌 이상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하는 서초구 지역 상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 예산인 만큼 혜택의 활용범

위를 넓히고,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이 이뤄지므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다. 아울러 혜택을 받기 위해 국

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 즉, 방문, 도서이용, 프로그램 참여, 시설

활용 등 모든 활동에 관한 기록이 남게 한다면 추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를 활용해 이용자의 활동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유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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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기대할 수 있었다.

4.1.2 OneID 체계

OneID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이 별도의 이용자 ID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많은 예들이 언급이

되었다. 우선 여러 번의 회원가입이 되는 점은 기존의 책 이용 서비스에서 많

은 부분 해소 되었다고 인식하지만, 현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으로 A

공공도서관에서 가입한 이용자가 B 도서관을 이용 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게다가 원거리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절차도 다소 복잡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

런 상황에서 이용자 정보 체계가 통일된다면 가입절차도 매끄럽고 더욱이 상

호대차도 훨씬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을 예상했다. 실제 현장에서 상호대차를

처리하려면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상황인데, 많은 부분 더 효율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용자의 이용 데이터의 경우,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도 여러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하나의 ID 체계로 통일되면 이 또한 많이 유연하게 처리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초기 OneID 체계를 도입 시, 기존의 아이디 체계를 유지하면

서 별도의 OneID 체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을 고려할 때, OneID 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의 이용자를 얼마간은 끌고 가야 할 것과 아울러 많은

이용자가 OneID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실용적인 면을

잘 부각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초기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정확히 인

지시키지 못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1년 안에 사장되어 버리는 일도 발

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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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지능형 인증

지능형 인증에 관하여서는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얻는 실이익 측면에 집중

을 했다. 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은행에서 하는 인증체계는 이용자들이 매우 귀찮고 번거로웠음

§ 그것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 카카오에서 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 이용자들이 매우 체감되게 이점이 있었고 간편했음

§ 그런데 도서관에서 인증을 어렵게 생각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음

§ 불편하지 않은데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음

§ 오히려 생체기반 인증을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을 더 불편해할 수 있음

§ 이용자들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것을 강조하여야 함

§ 생체인증은 반드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 이용자, 고령 이용자를 고려하여야 함

전문가들은 생체기반 인증과 같이 이용자들의 고유한 정보가 도서관에 축적

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인증을 하면 이용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보다 좋은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우 좋을 수 있으나, 이용자들에게 실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1.4 지능형 안내 및 예약

지능형 안내와 예약 서비스에 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유익이 많이

되겠으나, 보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AR, VR기반의 지

능형 안내 및 예약시스템을 개발하되 공공도서관에서 함께 쓸 것을 염두에 두

고 도서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다소 남아있는 대면 서비

스에 대한 향수나 아쉬움 등을 과감히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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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고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에 집중하여 임할 것을

제시했다.

 “...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 하고 대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서

비스에 집중... 사서가 전문적이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4.1.5 지능형 대출반납

지능형 대출반납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의 실제 사례들을 더 볼 수 있었다.

NC State University의 헌트도서관(https://www.lib.ncsu.edu/huntlibrary)에서

는 폐쇄형 서가에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책을 정리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신청한 지 5∼10분 안에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들려주었다. 이

런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고 서가는 지하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킨 도서관이 미국에서만 20여 개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서가는 VR 형태로 가상 속에서 이용자가 실제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것과 같

은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그림 4-1>, <그림

4-2> 참조).72)

도서관의 지능형 대출반납은 이용자 인증체계가 변화되고 실제로 이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실감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제안을 해 주었다. 왜냐하면 대출

반납이 바뀌면 이용자가 서비스의 변화를 훨씬 더 체감하게 되고, 특히 로봇을

활용한 대출반납은 서가를 이동시키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영역은 추후 구체적인 서비스로 연결시킬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영역이라 판단되었다.

72) NC State university Hunt library. (n.d.). The library of the future.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www.ncsu.edu/huntlibrary/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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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NCSU의 HUNT 도서관 로봇 사례

<그림 4-2> NCSU의 HUNT 가상서가 사례

 “블록체인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결국 도서관 공간

이 온전히 쾌적한 공간이 되는 것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것, 그런 지향점이 있어

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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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지능형 교육

자문위원들은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교육이 대면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던 종

전의 모습과 달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크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을 가지고 호평했다. 기존의 절차가 복잡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 효과를 보여준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도 불필요한 대면 교육을 줄이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4.1.7 기타사항

도서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안하는 새로운 전략들을 정리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블록체인 기반의 이용자 아이디 체계가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에게는 매우 효과적이고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유익이 많지만, 결과적

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많지 않다면 실제 이용이 저조하게 될 것을 우려했

다. 이에 대해 실제적으로 제안한 방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블록체인 기반 ID

체계에 이용자들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서 담아내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제안했다. 이 플랫폼의 활용은 예를 들어 디지털 지갑의 개념처럼 이용자들의

도서관 활용 이력이 체계적으로 담기게 되고, 모든 이용자 프로그램에 대해 제

대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COMMUNITY ALLIANCE NETWORK(이하 CAN)이라는 국제적으

로 성공적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이용자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서비스는 어떤 커뮤니티든지 목적에 맞게 자기화가

가능한데, 대학으로 예를 들면, 학생의 모든 수강기록, 성적, 특별활동 정보, 가

입한 서클에서의 인지도 등 모든 학교생활을 담아내고 추후 자신의 이력서와

같이 활용 할 수 있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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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ID에 이용자들이 국중 뿐 아니라 전국 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활동사

항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후에 활동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해외 CAN이 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

니다.”

<그림 4-3> CAN의 소개화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을 한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OneID

체계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아이디 체계를 통일한 뒤, 지금까지 대출하거나

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을 위변조의 위험 없이 오롯이 보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중고교 입시, 대학입시, 회사 취업, 각

종 기관 제출 등)에서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가령,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독서통장에도 적용 가능한데 단순히 상

품을 주고 이용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품질 높고 신뢰성 있는

개인 이력서 내지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3) CAN official. (2020, January 8). What is CAN? Retrieved December 8, 2020, from 

https://communityalliance.network/forums/QF2M53GB9/threads/T28XWN5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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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SPSS 자문교수,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여 화제가 되었던 우종필 교수를 통해 자

문을 받았다. 자문은 2020년 11월 23일에 이뤄졌으며, 자문 분야는 외부기관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OneID 체계, 지능형 인증, 지능형 안내 및 예약, 지능형

대출반납, 지능형 교육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자문위원은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의 혁신적 변

화에 대해 주문했다. 그 핵심 주장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활용을 통한

기록, 즉 데이터가 많아져야 추진력이 생기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전략이 생긴

다는 논리였다. 세계적인 서비스들이 이용자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사례를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유럽의 은행들이 카페와 같은 곳으로 변화되고 있고,

곳곳의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서비스에 관하여, 우선 종이책의 활용성으로

인해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종이책을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같이 가

야함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아마존이 책 판매 서비스가 아니고, 구글이 검색회

사가 아닌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보

관하고 사용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혁신적인 곳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자자원이 활성화되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

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Data Management Service로 나가야 할 것에 의견

을 같이 했다. 구글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효과적인 정보를 도서관이 가지고 있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서가 보다 전문화되고, 이를 통해 더 적극적인 서비스

마케팅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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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생산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

는 선순환이 이뤄지죠 ... 마케팅 전략도 Push, pull 전략이 있듯이, 보다 더 이

용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예상과 달리 빅데이터 분야 전문 자문위원은 완전한 비대면 서비스, 안내, 교

육 등으로 나가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대우받고 환영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서비스 디자

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환영받는 서비스를 구성해야 할 것을, 그리고 그 서비스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고급스럽고 이용자의 성향과 이용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4.3 법 분야 전문가 자문

법 분야에서는 법제처 경제국 백문흠 국장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지성우 교수를 통해 자문을 받

았다. 자문 영역은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개인정보 처리와 활용, 홍채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문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문제, 개

인정보활용 기간 등이었다.

4.3.1 개인정보 처리, 활용, 활용가능 기간

전문가들은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을 개인정보의 관리체

계를 일원화하고 공익목적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

우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확대하였다고 정리하였다. 즉, 기존에 없던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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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감독체계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

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던 것을

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보호감

독기구도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 함

나. 가명정보의 개념 및 이용근거 신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개인정보의 처리범위 확대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가명처리 후 통

계작성, 과학적 연구 또는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중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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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보여지나, 개인정보활용을 근본적으

로 검토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더욱 개인정보의 활용

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

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환경부에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환경평가를 받는 것처럼, 정부부처도 개인정보와 관여된 사업을 수행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5일 이

후, 각 정부부처에게 공문이 전달되고 2020년 12월 현재도 정부부처에서 매우

긴밀하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자문위원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해당 서비스 이전에 관계자들과 접촉

하여 문제되는 것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해 주었다.

 “미리 정책과나 기획과나 기술적으로 상의... 기술 관련 부처, 전문위원 하고 

상의해서 실무자들이 먼저 개인정보처리 영역 기술적인 검토... 협의와 함께 문

제될 만한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

4.3.2 민감정보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스마트 인증을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했다. 법 전문가들은 홍채, 지문 등의 생

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이 있어야 함을 확인해 주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도 별도의 동의서 없이는 민감정보 활용은

불가함을 확인했다. 기존에도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동의서를 작성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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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이용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문제

여러 자문에서도 드러나듯, 도서관이 처한 환경은 인터넷 검색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며 특별한 서비스 없이는 이용자의 높아진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

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이용데이터이다. 기존에는

데이터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으나, 새로운 인증체계와 OneID 개념이 도입되

면 보다 양호하게 개인이용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통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이용데이

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법 전문가들은 비록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기록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

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들에 대한 비식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

보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조치 및 활용동의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OneID 체계로 전환 시 새로운 아이디 체계의 장점을

살리려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이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사전에 갖추어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시사점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부분들

을 문헌정보학 관점, 빅데이터 관점, 법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종합하여 정리하

면, 첫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이 관리자 입장에서 스마트하게 변화된다 하여

도 이용자 측면에서 가지는 스마트한 이점이 없다면 사장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적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이익을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시

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검색에서 추천

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도서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을 데이터 기반으

로 주어야 한다. 이는 이용자 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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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데이터 시대에 맞는 데이터 분석서비스의 모습을 띌 수도 있다. 셋째, 법적

인 제한점은 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도록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시해

야 한다.





●●●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연구

제 5 장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모델

5.1 지능형 ID (Intelligent ID)

5.2 지능형 인증 (Intelligent Authentication)

5.3 지능형 안내 (Intelligent Guidance)

5.4 지능형 예약 (Intelligent Reservation)

5.5 지능형 대출 반납 (Intelligent Circulation)

5.6 지능형 교육 (Intelligent Education)

5.7 프로토타입 구현

5.8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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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모델

본 장은 제1장에서 제4장까지 연구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립된 목표 모델

과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모델을 구체화한 내용

이다. 지능형 ID(Intelligent ID)체계와 지능형 서비스를 지능형 인증, 지능형

안내, 지능형 예약, 지능형 대출 반납, 지능형 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5.1 지능형 ID (Intelligent ID)

5.1.1 블록체인 OneID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ID인 ‘블록체인 OneID’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외

부기관 출입이 가능하며 생체 인식 등과 같은 개인 민감 정보를 블록체인화

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온․오프라인 행동분석 및 위치 데이터

를 수집하여 향후 도서관 운영의 기초자료 및 데이터 가공의 기반으로 삼는다.

또한 독서 진흥, 기부 등과 같은 도서관 멤버십 서비스와 마일리지 코인 연계

를 통한 다양한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ID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ID 정보의 위변조

및 해킹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차세대 모바일 ID 서비스라

고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별도로 블록체인 관련 설정을 할 필요 없이 앱 설

치 후 회원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5.1.1.1 서비스

1)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선택한다.

※ 앱을 설치하지 않은 처음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앱을 설치해야만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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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이 가능하다.

②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 신규 이용자가 아닌 기존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

정정보로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만 진행하면 된다.

③ 회원가입 완료 시 ‘블록체인 OneID’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④ 회원가입 완료 후 메인 화면에서는 이용자의 발급된 ‘블록체인 OneID'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블록체인 OneID’는 1개의 계정 당 1개의 ID만 소

유할 수 있어 보안성에서 우수하다.

⑤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발급된 ‘블록체인 OneID’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서

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1> 블록체인 OneID 발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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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정의

<그림 5-2> 블록체인 OneID 발급 화면정의

3) 관리자 WEB 화면정의

5.1.2 도서관 멤버십

도서관 멤버십 서비스는 ‘블록체인 OneID’를 발급받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독서 진흥, 장서 기부와 같은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들을 접목할 수 있

<그림 5-3> 블록체인 OneID 관리자 WEB 화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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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추가로 우선 예약권 및 도서관 시설 이용료 할인, 결제 등의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5.1.2.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도서관에서 자료 대출 및 시설 이용 및 예약 등 도서관 관리자가 적립 기준

을 설정하고 기준 충족시 일정 비율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멤버십 서비스이다.

멤버십은 회원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하고 우선 예약권 제공, 부대시설 할

인 혜택 제공 등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한층 더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5-4> 멤버십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모바일 앱을 실행한다.

②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계정 정보로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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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한다.

※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멤버십 바코드가 생성되며 이용자는 신청 완료

후 바로 <내 멤버십>에서 멤버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내 멤버십>에서 등급 및 혜택 정보를 확인한다.

※ 도서관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며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⑤ 원하는 서비스 이용처에 가서 멤버십 바코드 및 NFC를 접촉한다.

※ 멤버십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바코드 스캔 및 NFC를 통해 가능하다.

※ 스캔 및 NFC 접촉과 동시에 멤버십 등급에 따른 할인이 적용된다.

※ 할인된 금액은 멤버 포인트로 적립된다.

⑥ 멤버십의 기타 서비스들을 이용한다.

⑦ 보유한 상품권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림 5-5> 도서관 멤버십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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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정의

<그림 5-6> 도서관 멤버십 화면정의

5.2. 지능형 인증 (Intelligent Authentication)

5.2.1 모바일 NFC 기술 기반 출입 인증

모바일 NFC 기술 기반 출입 인증 시스템은 블록체인 OneID를 출입통제 시

스템과 연동하여 플라스틱 ID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을 출입 게이트에 접촉 및

인증 후 도서관에 출입 및 리더기 인증을 통해 도어 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이

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간단하게 NFC 설정만 하면 출입 인증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으며 NFC 이용이 불가능한 iOS 스마트폰의 경우 보안성을 강

화한 Dynamic QR 기능을 제공하여 출입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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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모바일 NFC 출입 인증 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출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

공되는 서비스이다.

<그림 5-7> 모바일 NFC 기술 기반 출입 인증 서비스 사례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블록체인 OneID를 발급 받은 도서관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도서

관에 방문한다.

※ 모바일 NFC 출입 인증은 블록체인 OneID를 발급 받아 해당 ID로 모

바일 앱에 로그인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②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 전원이 ON인 상태로 출입게이트 단

말기에 접촉한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OS 설정에서 NFC ‘켜기’

※ 아이폰 : Dynamic QR 이용

(추후 NFC 완전 개방 시 동일 기능 제공 가능)



- 160 -

③ NFC 혹은 게이트 리더기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해 수집한 이용자의 블록

체인 OneID의 유효성 검증 후 출입 게이트를 오픈한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출입 게이트를 통해 도서관에 입장한다.

<그림 5-8> 모바일 NFC 출입 인증 프로세스

3) 화면정의

<그림 5-9> 모바일 NFC 화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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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생체인증 기반 BLE 터치리스 출입 인증

생체 인식 기반 인증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별 스마트폰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통해 도서관 출입 시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자 인증을 진행하며, 스마트

폰 소지 여부를 출입 게이트의 BLE 센서가 감지, 이용자 인증 완료 후 게이트

를 오픈하여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5.2.2.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생체인증 기반 BLE 터치리스 출입 인증 서비스는 ‘모바일 하이패스’ 서비스

라고도 한다. 본 서비스는 생체인식 기반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도서관 내 모

든 시설을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한 출입 인증 없이 생체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림 5-10> 생체인증 게이트 출입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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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생체인증 기반 BLE 터치리스 출입 인증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생체정보는 FIDO 2.0 표준에 따라 휴대 단말기에서 관리한다.

※ 생체정보는 지문과 홍채, 안면인식 등을 말한다.

② 도서관 출입 시 등록되어 있는 생체정보를 토대로 출입 인증을 한다.

③ 스캔된 생체정보로 도서관 회원 인증 완료 후 게이트가 오픈된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자신이 예약한 도서관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들도 생체 인식 기반 인증을 통해 이용한다.

⑤ BLE 센서를 통해 모바일 하이패스 사용 설정 체크 후 회원 인증을 통해

도서관 게이트가 오픈된다.

※ BLE 통신을 통해 출입 인증이 완료돼야만 도서관 게이트가 오픈된다.

※ 만일 출입 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음성 기능을 통해 출입 불가

및 도서관 Information으로의 이동을 안내한다.

⑥ 도서관 이용자는 출입 게이트를 통해 도서관에 입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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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생체인증 기반 BLE 터치리스 출입 인증 프로세스

3) 화면정의

<그림 5-13> 생체인증 기반 BLE 터치리스 출입 인증 화면정의

5.2.3 Amazon Go 기술 기반 비대면 인증

Amazon Go 기술 기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은 아마존 고에 적용된 ‘Just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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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기술을 활용한다.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각종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도

서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도서관

이용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비대면 인증 시스템이다.

5.2.3.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Just Walk Out’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문에 비치된 각종 카메라 및 센서를 통

해 도서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비대면 인증 서비스이

다.

<그림 5-14> Amazon Go 기술 기반 비대면 서비스 사례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이용자는 도서관 게이트로 이동한다.

② 도서관 입구에 비치된 각종 카메라 및 센서에 위치한다.

③ 안면인식 기기에 얼굴을 위치하여 출입자 생체 인증을 진행한다.

※ 서버 내 이용자 정보가 없을 경우 관리자를 통해 해당 신분 데이터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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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생체 인증 시 DB로 관리되는 대상자 식별을 진행하고 도서 대

출 정보를 스캔한다.

※ 도서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 ④ 단계로 이동한다.

④ 안면인식을 통한 인증이 완료되면 게이트가 개방된다.

※ 인증 오류 발생 시 게이트 오픈이 진행되지 않는다.

※ 게이트 미 오픈 시 ③ 단계로 이동한다.

⑤ 열린 게이트로 입장한다.

<그림 5-15> Amazon Go 기술 기반 비대면 인증 시나리오

<그림 5-16> Amazon Go 기술 기반 비대면 인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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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Wi-Fi 기술 기반 출입 인증

Wi-Fi 기술 기반 출입 인증 시스템은 출입 게이트에 설치된 국소 Wi-Fi 망

에 도서관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후 Wi-FI의

신호 세기를 측위하여 이용자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게이트 근접 시

출입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도서관 게이트를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5.2.4.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Wi-Fi를 통해 출입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Wi-Fi망에 이

용자의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있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

시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 기능을 ON 해야만 한다. 위치가 확인된 이용

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게이트 진입(입장) 직전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

여 접촉 및 스캔 없이 출입게이트가 개폐된다. 해당 서비스는 Wi-Fi의 거리

측위의 정확도가 중요하며 정확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게이트 근접 시 Push 알림을 통해 본인확인하거나 알림 없이

Backend에서 본인 확인을 거칠 수 있다.)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이용자는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서관 내 Wi-Fi 망에

접속한다.

※ Wi-Fi 접속 시 접속한 디바이스 정보를 토대로 도서관 회원 여부를

확인한다.

② Wi-Fi 망에 접속한 상태로 출입 게이트로 이동한다.

③ 출입 게이트로부터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출입 게이트가 자동 오픈된다.

※ ①에서 이미 도서관 회원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

인증없이 게이트를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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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서관 이용자는 출입 게이트를 통해 도서관에 입장한다.

<그림 5-17> Wi-Fi 기술 기반 출입 인증 프로세스

5.3. 지능형 안내 (Intelligent Guidance)

5.3.1 위치 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

위치 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도서관 곳곳에 설치된 비콘을 이용하

여 해당 비콘 신호를 수신한다. 비콘 신호를 수신한 도서관 이용자의 모바일

앱으로 현재 위치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추

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5.3.1.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자료 추천, 대출 안내, 반납 안내 등을 제공하는 위치 기반 맞춤 서비스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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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부착된 비콘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객들이 특정 장소에 위치

할 경우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정보를 도서관 앱을 이용하여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5-18> 위치 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로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

한다.

② 특정 장소에 도착 후 도서관 모바일 앱으로부터 Push 알림을 수신 받는

다.

※ 벽면에 설치된 비콘으로부터 신호를 수신 받을 경우 Push 알림

형태로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③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수신한 자료 추천 정보를 확인한다.

※ 자료 추천 정보는 팝업으로 표시되며 팝업을 닫더라도 알림 버튼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추천

받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닫기 버튼을

통해 알림함에 보관할 것인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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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기 버튼을 선택할 경우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로 연결한다.

※ 알림함에 보관한 추천 자료는 언제든지 다시 재열람이 가능하다.

<그림 5-19> 위치 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프로세스

3) 화면정의

<그림 5-20> 위치 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화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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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는 앱 실행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치된 AR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안내 받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며, 가는 도중 목적지 및 기타 편의시설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5.3.2.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도서관 앱에서 원하는 책을 검색 후 증강현실 화면을 통해 해당 책의 위치를

안내하여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검색 PC 대비 직관적인 시각적 효과로

원하는 도서 위치를 안내해 줄 수 있어 도서관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 시 목적지의

방향,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경로 안내를 통해 이동 중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영상으로 안내하는 “증강현실(AR) 도보 길찾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21>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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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앱을 실행한다.

②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메뉴를 선택한다.

③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한다.

④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스캐닝 및 현위치 Loading 작업

진행한다.

⑤ 모바일 화면에 표기된 AR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한다.

⑥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정면을 비추며 이동하며, 이동 시

화면의 표시되는 POI(또는 컴포넌트) 등이 목적지에 맞게 실시간으로 이

동된다.

⑦ 근거리 및 원거리에 따라 POI의 크기들이 확대/축소되며 나타난다.

⑧ 목적지를 가리키는 POI의 경우 화면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상/하/좌/우로

최종 목적지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정보들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화면 내에 비춰지는 경우 POI를 표시한다.

<그림 5-22>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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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정의

<그림 5-23>  AR 기반 위치 내비게이션 안내 화면정의

5.3.3 VR 기반 장소 안내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 현실세계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볼 수 없는 물체

또는 사물을 디지털 그래픽과 2D/3D 기술을 활용해 재현하고, 별도의 장비(오

큘러스 등)를 통해 자이로스코프 및 LBS, 진동, 사운드, 바람 등 다양한 효과

및 행동을 결합하여 현장감과 현실감을 높여 서비스 할 수 있다. 과거 체험형

시각 장비를 쓰는 것에서 현재는 행동까지 직접 가상현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조 장비까지 출시되어 더욱 사실감을 높여 서비스 할 수 있다.

5.3.3.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VR 기반 장소 안내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가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해볼

수 없는 서고 등의 보존 공간 또는 도서관 시설을 가상현실을 통해 VR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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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해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상현실을 통해 도서관 내부에 실제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그림 5-24> VR 기반 장소 안내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앱을 실행한다.

②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계정 정보로 로그인한다.

③ VR 장소 안내 서비스를 선택한다.

④ 열람하고자 하는 장소를 선택한다.

※ VR 장소 안내는 영상 콘텐츠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⑤ 장소 안내를 실행한다.

※ 도서관 이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의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360°로 스마트폰을 회전할 때마다 영상 내에서의 시점도 달라진다.

※ 도서 자료의 경우 화면 탭을 통해 도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

※ 화면 상에서의 이동은 화면 중앙의 방향 버튼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⑥ 우측 상단의 안내 서비스 종료 버튼을 통해 VR 장소 안내 열람을 종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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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VR 기반 장소 안내 프로세스

5.3.4 이용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용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도서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하며, 수집된 데

이터를 가공하여 유의미한 분석데이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수

집-보관-분석/가공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SNS 및 기상정보, 환경정보, 사회이슈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

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과거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이터 저장 또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공유에서 확장되어 단계별로 전문화된 툴(TOOL)이 서로 연계되

어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더욱 의미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향후 도서관 운영 정책 및 미래에 발생될 상

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 사서들의 효율적인

도서관 운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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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수집 예시

5.3.4.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도서관에서 생산되는 방문자정보, 도서대출/반납 정보, 결제정보, 회원정보 뿐

만 아니라, 비콘 또는 Wi-Fi, GPS 등과 같은 실내/외 위치정보, 미세먼지, 이

산화탄소, 온/습도 등의 환경정보 등을 수집하며 상황에 따라 날씨, 교통, 사회

이슈 등의 외부 데이터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

터화 하면, 도서관 내 혼잡도 분석, 동선 분석, 체류위치/사유 분석, 나이, 성별,

신분 등에 따른 도서/콘텐츠 추천, 도서/콘텐츠 대출 및 열람 예상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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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도서관 혼잡도 빅데이터 분석 예시

5.3.5 지능형 환경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능형 환경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내에 설

치된 공기측정기 및 공기정화기를 웹 관리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기제어 및

실내 공기 질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앱은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대표 기능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정확한 실내 공기 질 정보를 확인

하고 설치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웹 관리자 시스템은 심플한 메뉴 구성

으로 관리자가 손쉽게 각 메뉴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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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실내 곳곳에 설치된 공기측정기를 이용하여 실

내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공기정화기를 제어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5-28>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지능형 환경 관리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한다.

※ 운영자 계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최고 관리자만이 생성 가능하다.

② 기기 등록 여부 확인 후 기기 등록을 진행한다.

※ 환경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기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기 등록화면

이 연결된다.

③ 기기 연결 설정 및 네트워크 설정을 완료한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 기기 등록 순서는 운영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공기정화기 및 공기측정기

를 모두 등록하지 않아도 메인 화면 이동이 가능하다.

④ 등록 완료된 공기측정기는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내 환경정보를 수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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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집된 환경정보를 AI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시스템에서 설정되어 있는 기

준치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공기정화기를 가동시킨다.

<그림 5-29> 지능형 환경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초기 설치 프로세스

3) 화면정의

<그림 5-30> APP 화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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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WEB 화면정의

5.4 지능형 예약 (Intelligent Reservation)

5.4.1 BLE, Wi-Fi 기반 지능형 Seamless 예약

BLE, Wi-Fi 기반 지능형 Seamless 예약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시설이 위치한 장소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Wi-Fi

에 접속하거나 BLE 신호를 송수신 받아 해당 시설의 예약을 진행한다. 예약을

진행한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이 예약한 시설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자동 출입 인증 및 조명, 공조 기기 등을 제어하여 이용자가 도착 즉시 편리하

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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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BLE, Wi-Fi 기반 지능형 Seamless 예약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Wi-Fi에 접속하거나 BLE 신호를 송수신 받아 해당 시설을 편리

하게 예약하여 예약된 시설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이용자를 인식한 후 자동 출

입 인증뿐만 아니라 조명, 공조 기기 등을 제어하여 이용자가 도착 즉시 편리

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5-32>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실행한다.

② Wi-Fi접속 or BLE 송수신 모드를 선택한다.

※ 모드 미선택 시 해당 장소정보 확인이 되지 않아 예약진행이 불가하다.

③ 메인 화면에서 예약 화면을 선택한다.

④ 좌석예약을 진행한다.

⑤ 좌석번호 발급 완료 및 이용을 진행한다.

※ 좌석번호 발급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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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좌석 예약을 진행한 이용자가 출입구에서 자동 출입인증을 진행한다.

※ 사전 좌석예약 미 진행 시 해당 장소에서 좌석예약이 가능하다.

※ 인증 오류 발생 시 설치된 앱으로 미인증 알림을 수신한다.

⑦ 이용자가 도서관 입장 시 자동으로 조명, 공조 기기 등이 가동된다.

※ 예약자 출입인증 시 해당 공간 사용이 가능

(주변기기 고장여부 상관없음)

※ 시설 가동 중 문제발생 시 시스템 재가동을 진행한다.

⑧ 시설을 이용한다.

<그림 5-33> BLE, Wi-Fi 기반 지능형 예약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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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정의

<그림 5-34> BLE, Wi-Fi 기반 지능형 예약 화면정의

5.5 지능형 대출 반납 (Intelligent Circulation)

5.5.1 모바일 기반 비대면 대출 반납

모바일 기반 비대면 대출 반납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RFID가 부착되어 있는

대출 자료에 접촉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처리를 하고 반납하고자 할 경

우 지정된 장소에서 반납할 책을 반납 기기에 접촉 후 반납하는 서비스이다.

5.5.1.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스마트폰을 RFID가 부착되어 있는 대출 자료에 접촉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처리를 하고 반납을 진행해야 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반납할 책을 반

납 기기에 접촉(스캔) 후 반납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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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모바일 기반 비대면 대출 반납 서비스 소개

2-1) 자료 대출 시나리오

① 대출할 도서를 선택하고 도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태그(NFC 스티커)

부착면을 확인한다. (통상 도서의 앞면 또는 뒷면 내부에 부착)

② 스마트폰에 도서관 앱을 실행하여 도서 대출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는 도서 대출하기 버튼을 선택)

③ 도서를 접촉(Tagging) 하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도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태그(NFC 스티커)에 접촉 한다.

④ 도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시작’ 버튼을 선택한다.

⑤ 모바일 NFC 통신을 통해 도서의 RFID 태그에 기록되어있는 도서 정상

반/출입 체크 정보를 대출상태로 전환한다.

⑥ 도서관리 시스템에 해당 도서의 상태를 대출 상태로 전환한다.

⑦ 해당 도서의 대출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하는 화면 또는 알림을 확인하고

게이트 통과시 분실방지기 경보음 없이 정상 통과가 가능하다.

2-2) 자료 반납 시나리오

① 반납할 도서를 소지한 채 도서관에 입장한다. (대출 당시 반납상태로 전환

되어 분실방지기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

② 지정된 셀프 도서반납 ZONE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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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ZONE에 설치된 비콘 또는 Wi-Fi 신호를 인식하여 해당 ZONE 진입

여부를 파악한다. (미진입시 반납 불가)

④ 반납 ZONE에서 스마트폰에 도서관앱을 실행한다.

⑤ 반납할 도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태그(NFC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접촉

한다.

⑥ 해당도서의 정보를 확인하고 반납완료 버튼을 선택한다.

⑦ 모바일 NFC 통신을 통해 도서의 RFID 태그에 기록되어 있는 EM데이터

(도서 정상 반/출입을 체크하는 정보)를 보관 상태로 전환한다.

⑧ 해당 도서의 반납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하는 화면 또는 알림을 확인한다.

⑨ 반납 ZONE에 비치된 서가에 반납 도서를 놓고 ZONE을 벗어난다.

2-3) 자료 대출 및 반납 프로세스

<그림 5-36> 모바일 기반 비대면 대출 반납 프로세스

5.5.2 Amazon Go 기술 기반 대출 반납

Amazon Go 기술 기반 대출 반납 서비스는 아마존 고에 적용된 ‘Just Walk

Out’ 기술을 활용하여 설치된 각종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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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확인하고 소지한 대출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5.5.2.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Just Walk Out’ 기술을 활용하여 설치된 각종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지한 대출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5-37> 서비스 예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이용자는 도서관 게이트로 이동한다.

② 도서관 입구에 비치된 각종 카메라 및 센서에 위치한다.

③ 안면인식 기기에 얼굴을 위치하여 출입자 생체 인증을 진행한다.

※ 서버 내 이용자 정보가 없을 경우 관리자를 통해 해당 신분 데이터를

등록해야 한다.

※ 출입자 생체 인증 시 DB로 관리되는 대상자 식별을 진행하고 도서 대

출 정보를 스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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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 ④단계로 이동한다.

④ 안면인식을 통한 인증이 완료되면 게이트가 개방된다.

※ 인증 오류 발생 시 게이트 오픈이 진행되지 않는다.

※ 게이트 미 오픈 시 ③단계로 이동한다.

⑤ 열린 게이트로 입장한다.

⑥ 반납할 도서를 소지한 후 지정된 대출 반납 장소로 이동한다.

※ 도서관 내 설치된 IP카메라가 대상자의 반납장소 이동여부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⑦ 이용자는 지정된 대출 반납 장소에서 도서 반납을 진행한다.

※ 도서관 내 설치된 IP카메라가 대상자의 행위 인식을 진행한다.

※ 도서관 내 설치된 반납대에 도서를 반납했는지 실시간으로 반환 여부

를 체크한다.

⑧ 반환여부 체크를 완료하면 해당 반납데이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DB에 저

장한다.

⑨ 도서 반납이 완료된다.

<그림 5-38> Amazon Go 기술 기반 대출 반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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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로봇을 활용한 대출 반납

로봇을 활용한 대출반납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반

납 로봇을 호출한다. 도착한 로봇으로부터 대출 자료를 수령하거나 설치된 센

서를 통해 대출 자료를 인식,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5.5.3.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도서관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반납 로봇을 호출하고 도착한 로봇

에게서 대출 자료를 수령하고, 설치된 센서를 통해 대출 자료를 인식하여 편리

하게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림 5-39> 서비스 예시



- 188 -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실행한다.

② 메인화면에서 로봇 호출을 선택한다.

③ 로봇 호출 전 대출 or 반납 여부를 선택한다.

④ (대출 시)호출된 로봇에서 도서 대출을 진행한다.

⑤ (반납 시)호출된 로봇의 센서를 통해 반납 자료를 스캔한다.

⑥ 도서 반납을 완료한다.

<그림 5-40> 로봇을 활용한 대출 반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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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정의

<그림 5-41> 로봇을 활용한 대출 반납 화면정의

5.5.4 드론을 활용한 콘텐츠 관리

드론을 활용한 콘텐츠 관리 서비스는 기존에 사서들이 일일이 장서 및 자료

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던 것을 드론을 통해 높이와 위치 상관없이 장서와 자료

들을 센서로 인식하고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5.5.4.1 서비스

1) 프로세스

① 보유 중인 장서 및 자료 데이터를 저장한다.

② 드론이 이동하며 장서 및 자료 위치를 스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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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캔 정보 서버로 전달한다.

④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장서 및 자료 정위치 여부를 확인한다.

2) 화면정의

<그림 5-42> 드론을 활용한 콘텐츠 관리 화면정의

5.6. 지능형 교육 (Intelligent Education)

5.6.1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비스는 언택트 및 5G 시대에 맞춰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대두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서 학

습자는 공간에 제약이 없어지고, 교수자는 이동시간을 절약하게 되어 학습자,

교수자 모두에게 새로운 교수학습경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학습효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일방적 지식전달 형태를 탈피하여 실시간 상호작

용형 수업을 도입하고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여 학습

효과 측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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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양한 강의 및 교

육 자료들을 도서관 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설치한 모바일 앱에서도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5-43>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서비스 소개

2)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

① 도서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실행한다.

② 메인화면에서 교육자료 열람을 선택한다.

③ 원하는 교육자료 콘텐츠를 선택한다.

④ 교육자료 열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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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프로세스

3) 화면정의

<그림 5-45>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화면정의

5.6.2 AI 사서 활용 교육

AI 사서 활용 교육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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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딥러닝을 통해 AI 학습시키고, 안면매핑(facial mapping) 및 안면 스와

핑(face swapping) 기술을 토대로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내는 AI 영상 합성 기

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사서를 개발,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강의 및 교육 내용에 사용할 대본을 입력하면 이미 제작되

어 있는 영상을 통해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교육영상 제작이 가능하

다.

5.6.2.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AI 사서는 실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과 동일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

으며 다양한 강의 및 교육 내용 등을 손쉽게 입력하고 이를 영상으로 송출하

여 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사람에게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같은 경

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실제 사람이 제공하는 강의 및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고인이

된 예술인, 과학자 등을 AI 사서로 복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 수강생들과 문답도 가능한 서비스

이다.

<그림 5-46> AI 기반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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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촬영, 음성 처리, 전사 처리, 검수 과정을 고쳐 신규 AI모델 개발 및 제공

5.6.3 기계학습을 통한 AI 음성 사서

기계학습을 통한 AI 음성 사서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 중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대화 흐름(시나리오)별 분기 및 데이터

추출을 통해 대화 흐름 내 응답 문장을 구성하여 해당 문장을 TTS 솔루션을

이용, 음성으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사서가 음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문의사항

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5.6.3.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기계학습을 통한 AI 음성 사서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 중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인공지능 사서가 음성을 통해 실시

간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안내해주고 답변해 줄 수 있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5-47> AI 영상 합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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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기계학습을 통한 AI 음성 사서 구현 서비스 소개

2) 시나리오

① 도서관 이용자가 AI음성사서 기기로 이동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음성으로 질의한다.

③ AI음성사서가 도서관 이용자의 질문내용을 확인 후 해당 내용에 대한 답

변을 진행한다.

④ AI음성사서 서비스 이용 종료

3) 프로세스

① 서버 내 Q&A 정보를 저장한다.

② 저장된 Q&A 정보를 통한 AI 학습을 진행한다.

③ 이용자에게 음성 데이터를 입력 받아 음성인식을 진행한다.

④ 이용자 질문 사항을 데이터로 입력받아 음성변환을 진행한다.

⑤ 해당 질문에 대한 의도 분석, 개체 추출 등을 진행한다.

⑥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음성안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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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홀로그램 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홀로그램(Hologram)은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물체의 모든 3차원 정보

를 기록한 사진필름 또는 영상을 의미하며 홀로그래피 기술은 두 개의 레이저

광이 중첩되어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기술로 물체의 3차원 정보

를 기록하고 재생시킨다. 홀로그램 기술은 홀로그램 생성과 재생하는 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 유사 홀로그램 등으로 분류되며 최

근 유사 홀로그램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 및 적용되고 있

으며 본 이용자 교육 서비스는 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이다.

5.6.4.1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홀로그램 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서비스는 강의실 단상의 앞쪽 부문에 홀로

그램 프로젝터와 바닥에 있는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면 무대 앞쪽에 있는 특수

필름을 통해 무대에 투영하여 홀로그램 강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무 교육에 응용하여 홀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

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림 5-49> 홀로그램 기술 활용 이용자 교육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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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①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기술 또는 교육 서비스를 선택한다.

② 해당 화면에서 홀로그램 강사를 표시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③ 이용자는 해당 화면을 통해 기술 또는 교육 서비스를 사용한다.

④ 기술 또는 교육 콘텐츠 재생 완료 시 홀로그램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상으로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5-50>과 같다.

<그림 5-50>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모형

5.7. 프로토타입 구현

국내외 도서관의 지능형 서비스 구현 모델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능형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선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

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 이용

자에 대한 이해와 제안한 서비스 모델이 어떻게 활용되고 서비스되는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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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그림 5-5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능형 서비스 모델을 바

탕으로 디지털도서관 이용자의 하루를 서비스별 시나리오 형태로 구현한 모습

이다.

<그림 5-51>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지능형 서비스 중 모바일 출입, 비콘 알림, AR

길찾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모바일 출입을 위해 로그인 이후에

나타나는 메인화면은 모바일 ID의 기능을 제공하며, 부가적으로 자료추천 알

림, AR 빈좌석 찾아가기, 하이패스 등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메인화면에서 모바일 하이패스 설정 버튼의 활성화를 통해 출입시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QR선택 시 QR코드의 정보는 3분마다 초기화

된다. 이용자가 자료추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콘과 통신을 통해 이달의

콘텐츠 팝업을 표시하게 되며 제공되는 콘텐츠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상세정보

를 텍스트 형태로 보여준다. AR 길찾기 기능은 AR 빈자리 안내와 같이 특정

위치를 모바일에서 보여주며, 특정 위치까지 경로를 안내하며 도착시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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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다.

<표 5-1> 프로토타입 Basic Develop 

구분 상세

Java 개발

프로그램
• Eclipse

• 모바일 웹/앱 서비스

• Android 스마트폰 APP 개발

Code Inspection 

Tool
• Eclipse plug-in (PMD)

• 코드규약 및 소스분석 툴

• Eclipse plug-in 설치

형상관리 • GIT • 개발소스 형상관리

CI • Jenkins • 소스 커파일, 빌드, 통합

Android App

개발툴
• Android Studio

• Android Development Tools

• Android Studio

5.8. 실행계획

제안한 서비스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서비스가 가진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그 적용 가능성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 시점과 실행

을 위해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적용 시점의 판단은 도입기와 성장기, 확산기로 구분하여 각 1년씩의 소요기

간을 고려하였다. 도입기 주요 서비스는 디지털도서관의 지능형 서비스 구현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반 서비스로서 중장기적으로 지능형 서비스 모델 구

현을 위한 성장기, 확산기 단계로 이행되기 위해 전제하여야 할 서비스들이다.

성장기는 도입기에 안착된 서비스, 기술 등의 제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본격적

인 지능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기이다. 확산기는 최종적으로 지

능형 서비스 모델이 구현되어 디지털도서관의 브랜드가 정착되는 단계이며, 이

용자들이 지능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이자, 디지털도서관

의 지능형 서비스 모델이 국내외 도서관의 선도적 모델 형태로 확산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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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림 5-52> 서비스 단계별 로드맵





●●●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연구

제 6장 결론

6.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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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결론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서관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지능형 기술에 발맞춰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서비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

털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프로세스 특성을 반영한 지

능형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도서관 중심의 지능형 도

서관 서비스 모델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지능형 모델 수립을 위한 전체적인 연구 방향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

관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국내외 지능형 기술 동향들과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사례

를 조사하여 분석 결과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들을

도서관 서비스 프로세스와 접목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지능형 서비스 모

델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사례 조사 방법은 아래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사례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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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서비스 기술 동향 및 추세 분석을 위하여 2020년 이후 미래 선도 혁

신 기술로 Gartner, MIT, Library of Congress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

망한 혁신 기술들을 분류하였다. 국내외 서비스 사례들을 조사하여 기술별로

분류하고 환경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목표 모델 정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미래 선도 혁신 주요 기술들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미래 선도 혁신 IT 기술

미래 선도 혁신 기술들을 나열하여 분석한 결과, 진화한 센서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

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그리고

혼합현실(Mixed Reality:MR)처럼 현실과 가상현실을 넘나들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중 경험 기술,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

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생체인증 기술이 미래를 주도할 혁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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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내외 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 6-1> 주요 기술별 국내외 서비스 사례

기술 서비스 내용 주요 사례 적용

사물인터넷

(IoT)

인증(출입)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 비콘과 센서 방식으로 스마트

폰으로 출입 인증(하이패스)

-ADT 캡스, 블루앤 원패스출입, 아마존 고 : NFC,  카메라, 

 BLE 센서 방식 인증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스마트폰 NFC 기반의 모바일 

 셀프 대출

알림 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 비콘 기반 맞춤형 추천도서, 

 열람좌석 안내

-올렌도 오렌지 카운티 도서관, 헬싱키 중앙 도서관:  

 비콘 기반 행사 알림

-일본 한노 시립도서관 : 도서 정보 안내(NFC)

안내 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세인트존스 대학도서관 :

 비콘 활용 실내 서가 안내

-부산대학교 병원, DDP : 실내외 길찾기 내비게이션 제공

실내(공간)환경 

관리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KT 에어맵 코리아, 고려대학교  

 SK 미래관 : 실내 환경 모니터링

-Mary Idema Pew Library : 비콘기반 공간 혼잡도 정보 제공

확장된 현실

(VR/AR)

VR 서비스

-충남도서관, 아산시 도서관, 청계도서관, 

Pao-Yue-KongLibrary (홍콩) : VR 도서관 투어

-Regis 대학도서관 : VR 및 비콘기반 도서관 투어,

 German Traces NYC (뉴욕 도보 투어)

AR 내비게이션

-현대백화점(판교),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구글Maps AR  :

 실제화면에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는 AR 그래픽 제공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구글 WebGL Bookcase : 가상선반

 (디지털 도서 플랫폼 제공)

AR 기반 교육 

서비스

-한양대학교, 텔레프레즌스, 임페리얼칼리지(런던): 홀로그램 

 강사 구현

-위스콘신대학, 난양 폴리텍대학: VR/AR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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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비스 내용 주요 사례 적용

인공지능

AI

이용자 콘텐츠

 추천 서비스

-SK브로밴드인사이드 영상 추천 서비스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T맵의 콘텐츠 추천

이용 패턴 분석 

서비스

-국회도서관 지능형 분석서비스

-핀란드 헬싱키시내 도서관 그룹 대출반납 연동

-아마존, 쿠팡의 신속 배송

도서관 업무 지원

-KT와 네이버의 AI활용 개인 목소리 오디오북제공

-카카오내비, SKT 누구,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개인

 보이스폰트 제작

-MBN 김주하 AI 아나운서 뉴스, SKT 홀로그램 AI 스피커

로봇(드론)활용 

서비스

-미국 Mountain View library BookBot, 중국 China-Singapore

 Friendship Library, 同济大学, 싱가포르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정리 로봇

-일본 千葉市圖書館 도서점검 드론

블록체인

Blockchain

ONEID 컨소시엄 -국내 전자운전면허증, PASS 앱, 이니셜 DID 등 

생체 인증 -갤럭시S10이후 스마트폰 지문인증

리워드 서비스 -SK C&C와 한양대의 캠퍼스 활동을 리워드와 연계 서비스

이력 관리 -미국 월마트 식품 경로 추적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플랫폼(카카오 Klaytn, 네이버 라인)

-공급자 플랫폼(삼성SDS 넥스레저, IBM 하이퍼레저)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수많은 센서와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출입 인증, 이용자 맞춤형 알림 및 안내, 그

리고 환경 센서를 통한 실내 환경 질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서비스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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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의 경우 초기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던 단계에서 스마트폰과 PC 일체형 제품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게임, 미디어,

교육, 의료, 소셜미디어 등과 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 서비

스 영역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이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이

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 기반의 마케팅 전략에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 지능 딥

러닝 기술 기반의 AI 성우와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고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재고 관리 및 콘텐츠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신분증을 블록체인 형태로 제작하여 신분 증명의 무결

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

해 기존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이용자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방법은 아래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이용자 설문 데이터 분석 방법

2019년 이용자 만족도 설문 데이터를 통계적 검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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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

과, 성별 간, 연령대 별, 직업군 별 통계적 검증을 통한 시사점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예약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이용 절차의 불편을 많이

언급 하였으며, 젊은 이용자층의 경우 신규 이용빈도가 높았으나, 충성이용자

층은 고령 이용자층이 대부분이었다. 기술 통계를 통한 시사점은 젊은 이용자

층의 경우 1회당 이용시간 중 1시간 미만 이용의 비중이 높아 도서관을 짧은

시간 내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젊은 층은 신속한 이용에 초점을,

고령층은 보다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능형 서비스 기술 동향 분석 및 국내외 서비스 사

례 조사를 토대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별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나열하고 이

용자 요구 분석을 참고하여 지능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도서관 출입 인증에서부터 안내, 예약, 대출·반납, 교육까지 서비스 전

반에 걸쳐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개별 서비스 모

델을 제시하였다. 지능형 출입 인증에서는 기존의 QR 코드 인증 방식에서 더

나아가 NFC와 블루투스 기반의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고, 현재 ‘Amazon Go’에

서 적용하고 있는 카메라와 센서 기반의 출입 인증 방식도 제시하였다. 지능형

안내 서비스에는 이용자 위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의 행동 패턴과 도서관 이용 콘텐츠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미래 혁신 기술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였다. 도서관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고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생동감 있는

현실 체험을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VR 서비스를 설계하고 도서관 공

간에서 수집된 다양한 공기 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환경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지능형 예약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공간 예약에서부터 이용까지 전 서비스

영역에서 막힘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형 기술들을 접목하였고,

도서관 공간에서의 이용자 행동 패턴과 예약 기록, 그리고 이용 콘텐츠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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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지능형 대출·반납에서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대출·반납 서비스와 장서 점

검과 같은 콘텐츠 관리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지능형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AI 사서 제작과 홀로그램 사서 교육 서비스를 제시하였

다.

지능형 서비스 모델 적용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

한 결과는 관리자 측면의 지능형 서비스 구현보다는 이용자 측면의 실질적인

지능형 서비스 구현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이용자 추천 서비스가 데이터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의 주축이 되어야 할 것

을 지적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제한점은 존재하나 서비스 개발에 앞서 이용

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체계를 사전에 갖추어 준비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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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전문가 자문 질문지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자문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팀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연구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중앙도서

관 디지털도서관의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본 연구는 환경조사, 이용자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상태이며, 중간보

고 이후 새롭게 제시한 모델에 대해 추가고려사항과 법적,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

계입니다.

 요청 드리는 자문은 도서관 서비스 관점, 법적 관점, 빅데이터 활용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에 관한 것이며, 해당하시는 전문영역에서 질문에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귀중한 의견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연구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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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소개>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중앙도서
관 디지털도서관(https://www.nl.go.kr/NL/contents/N50102020000.do)의 ‘지능형 디지
털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메인 홈페이지(https://www.nl.go.kr/)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9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뿐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서비
스로 대한민국의 디지털도서관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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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기술조사, 이용자 의견, 국중 
내부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림 2> AIoT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Pentagon 모델 

본 모델은 블록체인 OneID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 지능형 인증 
l 지능형 안내
l 지능형 예약
l 지능형 대출반납
l 지능형 교육

 위와 같은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OneID가 선해결 되어야 합니
다.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블록체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용데이터를 축적 및 활용하여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OneID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와 또 개인정보 
사용에 법률적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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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블록체인 기반 OneID

 
 아래에서부터 도서관 서비스 관점, 법적 관점, 빅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자문을 요청합니
다. 

< 도서관 서비스 관점 >

(1) 외부기관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자체 제작한 블록체인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커피, 음

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접근이 국립중앙도

서관 이용활성화와 주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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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중앙도서관의 블록체인 아이디 시스템을 전국 도서관 이 사용하는 

OneID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려사항과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

니까?

(3) 지능형 인증 : 출입에 대해 인증장치를 다원화 하려고 합니다. 그중 특히 

생체 인식과 같은 개인 민감정보를 활용하여 인증하고자 하는데 어떤 인증

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지능형 안내 및 예약 : 위치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와 AR기반 내비게이션, 

VR 기반 장소안내, 이용자 빅데이터 구성, 지능형 환경빅데이터 구축 및 활

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려사항 및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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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능형 대출반납 : 모바일 기기(개인 휴대 기기), 아마존고 형식의 무인대출

반납 시스템,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반납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

하십니까?

(6) 지능형 교육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AI사서교육, 홀로그램기술활용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7)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고려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시한 내용 이외에 5세대 지능형 도서관에 추가될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다

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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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관점 >

(1) 데이터 3법 이후에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활용 동

의서 작성 없이 어떤 방법 또는 근거로 가능합니까? 

(2) 만약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활용 가능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이

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에는 얼굴, 음색, 홍채, 정맥 등 

생체 인식과 같은 개인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저촉될 내용이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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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이동하는 경로 및 온라인 상의 검색기록을 이용해 

행동분석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없겠습니까?

(5)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경

우,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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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관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 외부기관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자체 제작한 블록체인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커피, 음

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l 국립중앙도서관의 블록체인 아이디 시스템을 전국 도서관 이 사용하는 

OneID 체계를 구축

l 지능형 인증 : 출입에 대해 인증장치를 다원화, 생체 인식과 같은 개인 민감

정보를 활용하여 인증

l 지능형 안내 및 예약 : 위치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와 AR기반 내비게이션, 

VR 기반 장소안내, 이용자 데이터 구성, 지능형 환경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체계를 구축

l 지능형 대출반납 : 모바일 기기(개인 휴대 기기), 아마존고 형식의 무인대출

반납 시스템,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반납

l 지능형 교육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AI사서교육, 홀로그램 기술활용 

이용자 교육 실시

(1) 이러한 서비스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고려할 내용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제시한 내용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5세대 지능형 도서관에 추가될 기

술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일가요?

감사합니다!!



- 229 -

첨부2. 전문가 자문 관련 자료: 백문흠 국장 서면 자문

< 법적 관점 >

(1) 데이터 3법 이후에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
들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없이 어
떤 방법 또는 근거로 가능합니까? 

  
  〈검토의견〉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익목적에서 가명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확대하였는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감독체계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던 것을 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
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보호감독기구도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 함

나. 가명정보의 개념 및 이용근거 신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개인정보의 처리범위 확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가명처리 후 통계작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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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또는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
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활용 가능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이데이터 사

업자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검토의견〉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
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현실성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중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에는 얼굴, 음색, 홍채, 정맥 등 생체 인식과 같은 
개인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저촉될 내용이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도 괜찮을까요?

  〈검토의견〉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요?)

(4)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이동하는 경로 및 온라인상의 검색기록을 이용해 행동분석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없겠습니까?

  〈검토의견〉
   이용자들에 대한 비식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침해 또는 명예훼손
이 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용자체가 개인파악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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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검토의견〉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 시에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
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결정되므로 사용기간은 동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동의서를 보여드리면 좀 더 정확한 기간을 아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빅데이터 활용 관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 외부기관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
으로 관리, 자체 제작한 블록체인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커피, 음식점 할인 등 다양
한 혜택을 제공

l 국립중앙도서관의 블록체인 아이디 시스템을 전국 도서관 이 사용하는 OneID 체계를 
구축

l 지능형 인증 : 출입에 대해 인증장치를 다원화, 생체 인식과 같은 개인 민감정보를 
활용하여 인증

l 지능형 안내 및 예약 : 위치기반 개인 맞춤형 안내와 AR기반 내비게이션, VR 기반 
장소안내, 이용자 데이터 구성, 지능형 환경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를 구축

l 지능형 대출반납 : 모바일 기기(개인 휴대 기기), 아마존고 형식의 무인대출반납 시스
템,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반납

l 지능형 교육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AI사서교육, 홀로그램 기술활용 이용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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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실시

(1) 이러한 서비스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고려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검토의견〉
  블록체인기술은 참여자의 동의를 전제로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안성이 
우수하므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형 인증도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보다 절차
가 다소 복잡하여 이용자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지능형안내는 마이데이터 사업 형태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의 참여와 효과성 검
증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시한 내용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5세대 지능형 도서관에 추가될 기술이나 서
비스가 있다면 무엇일가요?

〈검토의견〉
 추가적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도서관에서 복제
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 등
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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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용어집

용어명 설명

5G

5세대 이동통신으로 최대속도가 20G bps에 달하는 이동

통신 기술로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통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Admin Console 관리자만이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말한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

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

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Amazon Go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으로,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

존이 운영하며 인공지능,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의

첨단기술이 활용되었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로 운영체

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

시지 형식을 말한다.

AR

Augmented Reality의 줄임말로 증강현실이라 하며, 스

마트폰, 태블릿PC 또는 안경 형태 등의 기기를 통해 보

이는 이미지에 부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덧붙여 향상된

현실을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AWS
Amazon Web Services의 줄임말로 아마존닷컴에서 개

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Backend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머

또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후

면 부분을 말한다.

Batch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일괄해서 처리하는 자료처리의

형태를 말한다.

BigBlueButton
오픈 소스 기반의 실시간 협업 도구로 채팅 및 캔버스,

화상 및 음성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이다.

BLE

Advertising

BLE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및 측면 중에 하나이며 다른

기기에 연결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수신한

기기가 응답하여 양 기기 간 링크가 형성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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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설명

BLE

Bluetooth Low Energy(블루투스 저전력 프로토콜)의 줄

임말이며 기존 블루투스의 단점인 많은 전력소비를 보

완한 저전력 무선 통신의 핵심 기술이다.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줄임말로 기업의 업

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서 개선 또는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BP노드 Block Producer의 줄임말로 블록생성자를 말한다.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의 줄임말이며 콘텐츠를 효

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CI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지속적으로 퀄리티 컨

트롤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며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새로운 코드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제어

하여서 하나의 레포지토리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의 줄임말로 e-비즈니스

에 포함되는 모든 콘텐츠를 생성, 보관, 관리하는 일련

의 작업(Task)과 과정(Process)을 일컫는 말이다.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의 줄임말이며 대형 디스플

레이를 의미한다.

DMZ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일종의

중립 지역이 설치되는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Dynamic QR
실시간으로 QR Code를 생성하여 복사, 무단 도용 등의

어뷰징이 불가능한 QR Code 기술이다.

EM데이터 도서 정상 반/출입을 체크하는 정보를 말한다.

Face swapping

단순히 비디오(Video)나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

로부터 얼굴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얼굴 사진들만 따로

모아놓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Facial mapping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각 사람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컴

퓨터 지원 기술을 말한다.

FHD

Full High Definition의 약자로 기존 LCD PDP TV에

기본 사양인 HD 급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된 TV

해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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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Fast IDentity Online의 줄임말이며 지문, 홍채, 얼굴 인

식, 목소리, 정맥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Framework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기능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협업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한다.
G/W Gateway 게이트웨이의 줄임말이다.

GNB

Global Navigation Bar의 줄임말이며 웹 홈페이지 모든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가리키고

메인 메뉴라고도 부른다.

HSM 장비

Hardware Security Module의 줄임말로 HSM 장비는

강력한 암호키를 생성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용 장비를 말한다.

I/F

인터페이스(Interface)의 약자로 사물과 사물 사이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

나 프로토콜을 말한다.

ICT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IT와 같다.

In-House

Device정보가 필요없이 개발자 혹은 배포자에 의해 공

개된 다운로드 웹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해당 디바이스

에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하다.

iOS
애플이 개발 및 제공하는 모바일 운영체제로,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애플 티비 등에 탑재되어 있다.

IP카메라
유ㆍ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한다.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약자로 조직/기관의

장래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과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Issuer
발행인이란 의미로 서비스 대상자 혹은 실행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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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Walk Out

Amazon Go에서 고객의 입장, 쇼핑, 퇴장 모든 부분이

딥러닝 및 다양한 센서 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이

러한 기술들을 통칭한다.

LBS

Location Based Service(위치 기반 서비스)의 줄임말이

며 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공하

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가리킨다.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줄임말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다.

Load Balancer
부하분산이란 말로 병렬로 운영되는 기기 사이에서 부

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

이다.

NFC

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 통신)의 줄임말

이며 약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무선 통신을 위한 기술

을 말한다.

On-Premise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직접 설치해 쓰는 방식을 말한다.

OTA

Over-the-air programming의 줄임말로 새로운 소프트

웨어, 펌웨어, 설정, 암호화 키 업데이트를 스마트폰, 셋

톱박스 등의 장치에 무선으로 배포하기 위한 방식을 말

한다.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줄임말이며 개인 식별

번호로 대개 4자리나 6자리를 사용하며 편의성면에선

우수하다.

PIR 센서

Passive Infrared Sensor의 줄임말로 피동형 적외선센서

를 의미하며 프레넬 렌즈를 통해 9~12도의 예각으로 일

정 구간의 인체 이동을 감지한다.

POI
Point Of Interest(관심 지점)의 줄임말이며 위치 기반의

장소 정보를 의미한다.

Private Zone
관리자 혹은 이용자 등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

워크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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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 목록을 선택하기만

하면 자동적,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 직

접 밀어 넣어(push) 주는 기술을 말한다.

QR Code

Quick Response Code의 줄임말이며 흑백 격자무늬 패

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코드

이다.

RC
Remote Control의 약자로 원격제어의 의미로 기계 등을

장치를 사용해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말한다.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줄임말이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단순한

표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EST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는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

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이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줄임말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

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말

한다.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입력받는 신호

의 길이가 한정되지 않은 동적 데이터를 처리한다. 필기

인식이나 음성 인식과 같이 시변적 특징을 지니는 데이

터를 처리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Seamless
응용 소프트웨어 내에서 각 기능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조작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Service Infra
서비스 이행을 위한 생산기반 및 도구 등의 기반기술을

말한다.

Service Provider
데이터를 수집/가공/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기술을 말한다.

SMS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의 약어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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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Social Network Services의 줄임말이며 웹상에서 이용

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를 말한다.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줄임말로 웹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객체 간의 통신규약으로 인터넷

을 통하여 웹서비스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STT

Speech-to-Text의 줄임말이며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

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TLS통신
Transport Layer Security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의 정

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TTS
Text-to-Speech의 줄임말이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

해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TVOC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줄임말로 총휘발

성 유기화합물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휘발성 유

기화합물 농도의 총합을 말한다.

UAF프로토콜
Use After Free의 줄임말로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인증 과정에 활용하는 통신규약을 말한다.

UI

User Interface(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며 사용자

가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면, 매개

체 등을 말한다.

UX

User Experience(사용자 경험)의 줄임말이며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VPC

Virtual Private Cloud의 약자로 AWS Cloud 내부에서

구성되는 사용자의 AWS 계정 전용 가상 네트워크를

말한다.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인터넷과 같은 공중

망을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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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Virtual Reality의 줄임말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며 컴퓨터

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WAS

Web Application Server의 줄임말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말하며 인터넷 상에서 HTTP를 통해 사용자 컴

퓨터나 장치에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해 주는 미들웨어(소

프트웨어 엔진)를 말한다.

WEBRTC

Web Real-Time Communication의 줄임말로 웹 브라우

저 간에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API이다.

WI-FI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의 일정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을 말한다.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줄임말이며 인터넷 웹페

이지를 만드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만든 언어

이다.

ZigBee

저속, 저비용, 저전력의 무선망을 위한 기술을 말한다.

버튼 하나의 동작으로 집안 어느 곳에서나 전등 제어

및 홈 보안시스템을 제어 관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

한 전화접속으로 가정 자동화를 더욱 편리하게 달성하

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기술이다.

노드(Node)

네트워크에서 연결 포인트 혹은 데이터 전송의 종점 혹

은 재분배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노드란

연결 지점을 말하며, 다른 노드로의 데이터 전송을 인식

하고 처리(process)하거나 전달(forward)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대시보드

웹에서, 한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

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

능을 말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란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되고

요약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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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한다.

딥러닝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딥러닝의 핵심은 분류를 통한 예측이다. 수많

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

듯 컴퓨터가 데이터를 나눈다.

라우팅(Routing)
각 메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한

가지 경로를 설정해 주는 과정을 말한다.

레거시

컴퓨터 분야에서 과거로부터 물려 내려온 기술, 방법,

컴퓨터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새로이 대

체 가능한 기존의 기술을 말한다.

마일리지 코인
지폐 또는 동전 등의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디지털 통화의 한 종류를 말한다.

매체

ID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매체의 유형에는 ID 매체 유형에는 모바일, 플라스틱 카

드 등이 있다.

매핑

컴퓨터에서는 기억 장치의 사용 방법의 배분을 결정하

는 것이다. 메모리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스택(stack) 등

을 할당하는 것이다. 파일을 판독할 때에 디스크 할당

테이블을 대응시키면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나타

낸다.
메시지

디스패처

Message dispatcher는 입력되는 미시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구조체이다.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

해 주는 데이터이다.

모바일(Mobile)
스마트폰(smartphone)과 태블릿(tablet)PC 등과 같이 이

동 중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반납 ZONE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태블릿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

는 곳을 말한다.

방사
사전적인 의미로는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

으로 방출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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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

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비콘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이다.

빅데이터

(Bigdata)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세트의 집적물, 그리고 이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출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말

한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사람, 사물,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

어 정보가 생성 · 수집 · 공유 · 활용되는 미래 네트워

크 기술이다.
서비스 플로우

콘트롤러
서비스 흐름 제어 기술 및 장치를 말한다.

센싱 지시의 센스를 결정하는 동작을 말한다.

스몰톡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아키텍쳐

(Architecture)

소프트웨어(Software)의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 모두의

속성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조의 집합을 의미한

다.
안드로이드

(Android)

안드로이드는 구글(Google)이 공개한 리눅스 기반의 개

방형 모바일 운용체계이다.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규칙과 절차

의 모임이다.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

의 집합이며, 한정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다.

앱(app)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

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인 말이다.

언택트(Untact)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

인 `언(un)`을 합성한 단어로 비접촉, 비대면 활동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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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샤워 옷 등의 먼지 등을 공기로 떼어내는 방식이다.

엔티티
Entity라고도 하며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저

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합적인 것을 의미한다.
오픈소스

(Open source)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워크스테이션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

다.

웨어러블 기기
정보통신(IT) 기기를 사용자 손목, 팔, 머리 등 몸에 지

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이다.

웹소켓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P) 연결(80번 포트) 한 개만 생성하여 전이중

(full-duplex) 통신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

신 환경을 말한다.

인터페이스
두 가지 시스템 또는 장치(equipment)가 결합해 있는

경계(boundary)이다.
자이로스코프

센서(Gyroscope

Sensor)

위아래가 완전히 대칭인 팽이 원리에 기반하여 드론, 휴

대폰, 자동차, 비행기 및 모바일 IoT 장치에서 가속 및

회전 정보를 획득하는데 적합한 센서이다.

챗봇

사용자가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

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한다.

초저지연
Ultra-Low Latency라고도 하며 사물 통신에서 정보 전

달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칩(chip)
반도체의 얇고 작은 조각판 표면에 많은 논리 소자를

구성해 놓은 집적 회로(IC)이다.

컴포넌트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그 기계에서만 동작하도록

제작된 것부터 범용의 기계요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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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터치리스

Touchless는 ‘비접촉식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

며, 보편적으로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작할 수 있

는 기기나 기술을 지칭한다.

텔레프레즌스

참가자들이 실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

는 가상 화상회의 시스템이다. 실제로 상대방과 마주하

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가상현실(디지

털 디스플레이)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영상회의

시스템이다.

툴(Tool)
개발이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범용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티어(Tier) 단계라는 의미로 시스템 작동 단계를 의미한다.

프로토콜
프로토콜(Protocol)은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칙이다

프로토타입
개발 중인 기기, 프로그램, 시스템 등의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위하여 상품화에 앞서 제작하는 시제품이다.

해킹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

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

다.
핸드모션

(Hand motion)
Hand motion은 손의 움직임을 말한다.

햅틱(Haptic)
햅틱 기술은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 촉각과 힘, 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홀로그램

홀로그램(Hologram)은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물

체의 모든 3차원 정보를 기록한 사진필름 또는 영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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