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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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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

아톰의아톰의세상세상 비트의비트의세상세상

유비쿼터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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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원자&&비트의비트의연계연계



유비쿼터스 사회

유비쿼터스
(Ubiquitous)

� 도처에 널려 있다

�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 (신은) 어디에나 널리 존재한다

유비쿼터스 개념과 정의

관계 중요관계 중요
연결 중요연결 중요

네트워크 중요네트워크 중요
융합 중요융합 중요



유비쿼터스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기반기술

8대 Service

�HSDPA/W-CDMA
�Wibro
�광대역 융합서비스
�DMB/DTV서비스
U-Home서비스

9대 신성장동력

�이동통신/텔레매틱스 기기
�광대역/홈 네트워크 기기
�디지털TV/방송기기
�차세대 컴퓨팅/주변기기
�지능형 로봇
�IT SoC/융합/부품
�RFID/USN 기기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유비쿼터스 도서관
기반기술로 응용

�U-Home서비스
�RFID/USN활용서비스
�텔레매틱스/위치기반서비스
�IT 서비스

3대 인프라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소프트 인프라웨어



도서관의 변화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에서의 도서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결합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가
통합된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통합된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결합

유무선 네트워크가 통합

정보제공기관의 역할

+
사회구성원을 위한

문화기관 역할



도서관의 변화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에서의 도서관

업무환경

변화요인 예상변화

� 유비쿼터스(nomedic) 근무
� 네트워크 근무
�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무
� 멀티로케이션 근무

� 콘텐츠.네트워크.단말기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기술의 융합은

문화개념

서비스환경

� 콘텐츠.네트워크.단말기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기술의 융합은
서비스 범위의 확장 및 광대역화, 양방향화를 실현

� 개인멀티미디어기기의 확산으로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는
프로슈머(Prosumer) 등장

� 온라인 콘텐츠의 중심이 음성 및 텍스트에서
매체 풍부성이 높은 영상으로 이용

�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현으로 높은 감성수준을 가진
포스트 디지털 세대 출현 예상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
효율적인 업무 및 정보서비스 제공 가능

� 정보검색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지식집약적인 환경 제공



도서관의 변화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에서의 도서관

� 책 제공
� 물리적공간제공

� 디지털콘텐츠제공
� 메타검색 제공
� 시간 무제한

� 시간공간 제약
� 넘쳐나는 지식
제공의 한계

� 공간 제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도서관

유비쿼터스도서관

-물리적공간의도서관- -유비쿼터스공간의도서관- -디지털공간의도서관-



유비쿼터스 사회

유비쿼터스 공간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에서의 도서관

도서관의 변화



중세도서관 근대/현대
미래도서관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에서의 도서관

도서관의 변화

중세도서관
도서관 미래도서관

링크들이 모여 언제나 변화하며 너무나도 유용하며

공동으로 세워진 지식의 웹을 구성



사업배경 :
②명지대 비전 & 도서관 비전②명지대 비전 & 도서관 비전



대학의 비전과 그의 도서관 비전

•• 명지의명지의미래를미래를생각하는생각하는도서관도서관

•• 도서관과도서관과 문화의문화의 열린열린 공간공간•• 도서관과도서관과 문화의문화의 열린열린 공간공간

•• On/Off On/Off 라인의라인의학습학습 시너지시너지창출창출



대학의 비전과 그의 도서관 비전

디지털문화 선도

선진 트렌드 창출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대학의 비전과 그의 도서관 비전

열린공간 열린서비스 열린문화

개방 참여 소통



M 대학의 비전과 그의 도서관 비전

인쇄 자료

웹문서

디지털 자료



새로운 서비스로의 도전 I새로운 서비스로의 도전 I
2009. 5.  ~  2010. 3.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구축 범위

미래모형 도출을 위한 IT컨설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예약관리시스템

PC통합관리시스템

엘리베이터동영상
안내시스템

멀티미디어자료
대출/ 반납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홍보동영상제작

KIOSK 시스템

웹포털서비스구축

통합관리시스템

총괄운영계획안수립

방목학술정보관미래IT모형수립

환경 / 시설 계획 및 구축 mU-Service 구축

KIOSK Pole 

안내시스템

mU-Campus Board 

mU-Language Zone

mU-아쿠아리움

mU-NewsPlay

mU-We  Media

방목Artisee 

mU-Touch Table

mU-Digital Book

각실별공간배치계획수립

집기및비품디자인구축

AV 시스템및멀티미디어장비구축



사람중심의 U-공간

기존 도서관이 갖는 책이 중심이 되는 공

간이 아닌 사람이 자유롭고 편하게 즐기

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

된 공간 확보에 주력

UBIQUITOUS SERVICE



층별 주요 시설
주요

운영서비스
인프라 환경 구축

1층
인터랙티브가든,일반열람실,

국제회의장,세미나실

mU-서비스

열람공간 제공

휴식공간 제공

① 무선통신망지원

‣1-4층전체지역무선통신망

지원(지하와옥상제외)

‣건물밖무선통신망지원2층
그룹스터디룸,방목기념전시관, 학습시설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

‣건물밖무선통신망지원

②유선랜지원

‣일부열람실,그룹스터디룸,

자료실열람공간유선랜지원

③모바일지원

‣도서관열람증발급

‣일반열람실좌석예약

‣비도서자료예약

‣U-서비스이용

2층
연암문고,대학사료실,한적실,개인문고 특화자료 제공

3층
자료실,UCC스튜디오,소극장,교육실,

정보검색

mU-서비스

자료 제공

학습시설 제공

휴식공간 제공

4층 자료실

자료 제공

열람공간 제공

휴식공간 제공

옥상 옥상정원 휴식공간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   도서관 공간구성의 6가지 기본 컨셉

교육 개방 공유 참여 휴식 체험



교육

교육지원의 차별화 : mU서비스 활용

인터넷강좌 서비스교육 인터넷강좌 서비스 – VOD 서비스 제공

학습지원 서비스 –멀티미디어매체 제작 시스템지원

취업정보서비스 –경력개발원과연계하여정보 제공

국제교류서비스 – 국제교류 커뮤니티 연계



콘텐츠 / 검색 / 서비스 / 공간 : Web2.0 정신

콘텐츠 : Open API 기반 인터페이스, 오픈랩

개방
.

공유 콘텐츠 : Open API 기반 인터페이스, 오픈랩

서비스: Widget,  RSS,  소셜네트워킹

검색 : 태그(자동태그, 일반태그), Mash-up 검색, Facet 검색

공간 : Interactive Space, Open Space, Communication Space

공유
.

참여



휴식

디지털 문화.휴식 공간 / 소통의 장

디지털 문화공간 � 감성터치휴식 디지털 문화공간 � 감성터치

소통의 장 � 이용자들끼리의 정보공유 플랫홈 형성

휴식공간 � 디지털환경과의 접근점을 갖춘 공간

유연하고 조화로운 공간� 괘적하고 편안한 공간



체험

지식의 베이스로서의 체험

첨단 IT의 경험 �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형성하고 있는체험 첨단 IT의 경험 �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형성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유비쿼터스환경에 대한 직접 경험 � 개개인의 지식
베이스로 작용

열린문화의 경험 � 기존의 도서관과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열린 문화 기대



11stst floorfloor 열람실 열람실

INTERACTIVE
GARDEN

세미나t실

국제회의장
열람실

LOBBY

사람을 위한 차별화 공간

방목기념
전시관

한적실

연암문고

그룹
스터디룸

2nd floor2nd floor

LOBBY

국제회의장
ENT.

도서관
ENT.



33rdrd floorfloor
자연과학

/예체능 서가

도서관
ENT.

교육실UCC

소극장

연속간행물

green 
spot

사람을 위한 차별화 공간

44thth floorfloor

멀티미디어

연속간행물

캐럴

진입데크

인문과학 서가

사회과학
서가

지정도서실

계단식 열람코너

green 
spot



3층 열람코너 ▼

3층 그린 스팟 ▶▶

3-4층 연결계단 ▶



3층 정보검색실 ◀ ▼



3,4층 열람공간◀▲



최첨단 U-도서관

특화된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방목학술정보관은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캠퍼

스 커뮤니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

UBIQUITOUS SERVICE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mU –Service 9가지

mU Campus Board mU Touch Table Bangmok Artisee

mU We Media mU Language Zone

mU Digital BookmU New PlaymU Aquarium

Kiosk Pole



아이템 선정기준

서비스 활용도
콘텐츠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차별성/독창성

예상이용률 mU-Campus
Board

mU-Language
Zone

방목 Artisee

명지대만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 mU –Service  아이템 선정 기준

구축업체 U-Service 도출
기법(u-프레임워크)

명지대
특화 항목 분석

미래 유비쿼터스
도서관 분석

유사 도서관
적용 U-서비스 분석

평가
항목

이용 편의성

개인화 서비스

시각적 효과

KIOSK Pole

mU-Aquarium

mU-Touch
Table

mU-Digital
Book

mU-We Media

방목 Artisee

mU-NewsPlay



◐ mU –Service  구성안

대형안내게시판

문화 복합 서비스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 참여 서비스

▶ KIOSK Pole

▶ 방목 Artisee

▶ mU-아쿠아리움

▶ mU - Campus Board

▶ mU - NewsPlay

mU - Language Zone

▶ mU - Touch Table

▶ mU - We Media
디지털 전자신문

LED 미디어아트

문화전시시스템

멀티미디어 재생 테이블

디지털 메모보드

▶ mU-아쿠아리움
▶ mU - Language Zone

▶ mU - Digital Book

▶ 엘리베이터 동영상 시스템

E-Book코너

글로벌 어학 학습 코너디지털 수족관

신규 서비스

통
합
관
리

통
합
관
리

장비관리 스케쥴링컨텐츠통합관리

• 장비 등록관리
• 장비별 서비스 셋팅
• 디스플레이 및 장비 제어

• 스케쥴링을 통한 장비/컨텐츠
매핑 및 제어

• 장비 원격 On/Off 제어

• 컨텐츠 등록관리
• 스케쥴링을 통한 컨텐츠

플레이 제어

모니터링

• 컨텐츠 실행 Log 관리
• 디스플레이 상태 모니터링

명지대학교에 특화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 방목학술정보관 mU Service 구현 (1F)

mU - We Media  /  방목 Artisee

mU - Campus Board

mU - Touch Table

mU - NewsPlay

KIOSK pole



◐ 방목학술정보관 mU Service 구현 (3F)

mU – Aquarium    
mU - Campus Board

mU – Digital Book mU – Language Zone



Ubiquitous

Web 2.0

참여형 Service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방형 콘텐츠



새로운 서비스로의 도전 II새로운 서비스로의 도전 II
2010. 4.    ~    ing 



RFID & Mobile Share & Linking

3I Design Rich Metadata



RFID & Mobile

스마트폰 적용(APP 적용)

검색/시설예약 / e-Book 이용

학교서비스와의 결합

RFID 시스템= Tag & Reader

계획 : 도서(비도서)로의확대

완료 : 신분증 카드 구축



Share & Linking

Social Networking 확산

강력한 연결의 세계

개방을통한‘소통’문화정착

Open API 적용



Innovative Design (혁신적인 디자인) 

Interactive Design (쌍방향적인 디자인)

Instinctive Design (직관적인 디자인)

3I Design
물리적공간

디지털공간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동영상자료

음악자료

사진자료

Rich Metadata



mU DREAMmU DREAM



mU DREAM



3,018         7,156
2009. 3.1 ~7.31 2010. 3.1 ~7.31 

하루평균
출입자수



1.5         6.3
2009. 3.1 ~7.31 2010. 3.1 ~7.31 

하루평균
게시판글수

2009. 3.1 ~7.31 2010. 3.1 ~7.31 



4.2         63.4
불만족 만족

1학기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만족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도서관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비전을 품지 않는 도서관입니다.감사합니다.비전을 품지 않는 도서관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