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NIS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수상 교수  

sslee@pusan.ac.kr 

2017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발표자료,   
2017. 6. 23.(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2 

                                                                              

NIS 

I. 스마트 사회 

1. 산업혁명 

2. 인공지능사회 

3. 스마트 사회의 현장 

목 차  

III. 스마트 도서관 

1. 정의 

2. 참조사례 분석 

3. 스마트 콘텐츠의 도서관 

4. 인공지능형 정보서비스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1. 도서관의 변화 

2. 사서의 역할 탐색 

II. 스마트 기술 

1. 스마트 기술의 정의 

2. 스마트 기술과 도서관 

3. 빅데이터 분석 

4. 인공지능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3 

                                                                              

NIS 

용어의 탐색 

 혁명(revolution): 패러다임의 변화 = 혁신? 

 산업(industry):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토인비(A. J. Toynbee) 처음 사용한 용어 

 보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급
격한 산업생산력의 증대를 의미   현재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
의 시작  

 기계기술, 에너지, 운송/통신수단, 공장생산, 노동분업 등 변화 동반  

 사회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정치 구조도 큰 변화를 야기 

I. 스마트 사회 

1.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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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의 분류 /*클라우스 슈밥  

1차 2차 3차 4차  

사회 산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OO사회 

시점 18C 말 20C 초 1970년대 현재 

개인 이동 소비 정보접근 판단(의사결정) 

에너지 증기 전기 정보 지능 

기술 기계기술 생산기술 정보기술(IT) 스마트기술(ST) 

키워드 기계화 대량생산 자동화/정보화 지능화(지능제어) 

사회변화 공장화 도시화 세계화 위험사회? 

I. 스마트 사회 

리프킨 
분류 

1차 산업혁명 
(석탄, 증기) 

2차 산업혁명 
(석유, 전기) 

3차 산업혁명 
(재생에너지, 인터넷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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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 사회 

4차산업혁명의 사회 

 인공지능사회?, 지능사회?, 지능정보사회?, 스마트사회?  

 사회적 특성 

 일자리(고용)의 축소, 사회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현
상 발생 등  산업 자본주의의 몰락? 

 사회시스템의 재난, 기계/인간의 갈등,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위험
사회 발생 

 논평 

 인간에게 유익한 변화는 무엇? 생활의 편리성, 효과/효율성 등 

 비판: 실체가 없다는 주장(원광연 교수), 일자리 축소로 인해 사회불
평등이 야기되는 나쁜 혁명? 

 비판에 대한 재비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김태유 교수) 
 정부 주도 산업 지원은 시대착오, 4차 혁명 대량 실업 우려는 기
우, 부작용으로 4차 혁명 늦추면 망해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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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 사회 

4차산업혁명 논의에 대한 단상 

 개인에 대한 요구: 혁명의 동참과 선도 

 동참/선도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동참(선도)에 필요한 개인의 역량? 

 거부하면 낙오자인지? 무직자? 저소득자? 

 노동/소득 문제의 해결방안: 근무시간 단축(3~4일/주), 기본소득제, 
사회적 임금제 

 사회에 대한 요구: 스마트한 사회시스템으로 개선 

 스마트제품, 스마트공정,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기업, 
스마트시티, 스마트국가 등 

 거부하면 고리타분한지? 편리성,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가? 스마트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영역은 무엇인지?  인간 중심의 사회, 공동
체 사회 등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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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의 세상 

 똑똑한 컴퓨터/기계가 중심인 사회 

 사람이 하는 일을 S/W로 구현(로봇, 기계학습 등) 

 이슈 

 기계(인공)지능의 역할 증가  

 인공지능의 역량? 인간지능보다 얼마나 우수해질까?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일까? 

 두려운 존재인가? 활용해야 할 도구인가?(적인가 친구인가?) 

 인간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인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인가?  

2. 인공지능사회  

I. 스마트 사회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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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와 결합된 용어(구글 검색)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TV, 스마트빔, 스마트카 

 스마트 공동체: 스마트빌딩, 스마트홈,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 활동: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교육, 스마트행정, 스마트검색 

 스마트 콘텐츠: 스마트소설, 스마트기사 

관련용어  

 정보사회, 디지털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 

 스마트기술 사회 

 초연결사회 

 스마트 위험사회 

I. 스마트 사회 

3. 스마트 사회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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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의 유형 

II. 스마트 기술 

전통 도서관 

2016 정보기술 
분야 핵심키워드
(Top 10)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
바일 플랫폼(라인, 다음카카오 등), 핀테크,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가상현실, 빅데이터, 공유경제, 스
마트홈(커넥티드 홈)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융복합  
기술 

모든 사람을 위한 스토리지, 로봇 서비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에 의한 결정, 
커넥티드 홈, 인공지능의 화이트칼라 작업대체, 공유
경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국내 핫 ICT 사례 액션 캠, 갤럭시 노트, LG V20, 아이폰7, 중저가폰, 화
웨이 메이트북, 한국카카오뱅크, 포켓몬고, 인스타그
램, 구글지도반출, 샵윈도, 시럽, 스냅쳇, 샤오미밴드, 
고속충전 밧데리, 에어비앤비, 페이코, 고프로 

제4차 산업혁명
을 준비하다/국립
세종도서관 

3D 프린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뇌과학, 드론,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1. 스마트 기술의 정의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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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마트 기술의 선정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플랫폼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머신러닝, 딥러닝) 

 가상현실(증강현실) 

 로보틱스(지능형 로봇) 

 3D프린팅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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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과 도서관의 연관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가상현실(증강현실)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높음                                  연관성                                    낮음 

낮
음 

 

 

 

중
요
도 

 

 

높
음 

3D프린팅 

II. 스마트 기술 

2. 스마트 기술과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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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는 의미이며, 분석의 대상 

 데이터의 대상은 주로 사람들에 관한 것이거나, 사람이 생산한 것(자연현
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가능)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사람/사물 데이터 모두 포함 

빅데이터에서 빅(big)? 

 크기(size)를 강조한 용어에서 스몰(small)/대용량 데이터와 비교 가능  

 ‘어려운’ 또는 ‘이제껏 살펴보지 못한 ’데이터로도 해석 가능  

빅데이터에는 크기를 넘어서는 다른 특성들이 있기에,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II. 스마트 기술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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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정도에 따른 빅데이터의 분류 

유형 설명 

정형 
(Structured) 

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데이터베이스 및 스
프레드시트 등에 축적된 고객신상 데이터, 매출 데
이터 등)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데이터 레코드에 대한 처리
기술이 요구 

반정형 
(Semi-Structured) 

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
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XML이나 HTML 
텍스트 등) 

-검색포털에 입력된 검색어, 핸드폰의 통화기록 등
도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 

비정형 
  (Unstructured) 

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문서, 소셜미디어 메
시지), 이미지/동영상/음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 

II. 스마트 기술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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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에너지(social 
energy)인 통찰(insights)을 얻는 행위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보다 기존의 것이 특정 환경에서 재조명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기술 

 지능형 맞춤정보 추출 기술 

빅데이터 분석의 역할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
하느냐가 더 중요   Big data = Big insights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력 

 위험/위기에 대한 대응력 

 스마트사회에서의 경쟁력 

 융합을 통한 창조력 

II. 스마트 기술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성공적인 빅데
이터 활용을 위한 3대요소: 자원, 기술, 
인력,” IT & Future Strategy(2012. 4.)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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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방법 

구성요소 주요 내용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분류/군집화, 회귀, 연관성/연속성, 예측 

등), 데이터의 기계학습 등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의 내용분석(감성분석, 어조분석 등), 텍스트의 

기계학습, 텍스트의 메타데이터 분석(데이터 마이닝) 

계량정보 분석 
계량서지학 , 계량정보학 , 과학계량학 , 웹계량학 , 

Altmetrics 

네트워크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 지식 네트워크 분석, 언어 네트워

크 분석 

복잡계 분석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 행위자 기반 모형, 시스템 다이

나믹스 

II. 스마트 기술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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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똑똑한 컴퓨터/기계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
(S/W)을 이용하여 구현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성장엔진으로 부각 

 컴퓨팅 파워 증대 

 학습능력 강화: 빅데이터, 기계학습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 

 인지능력 강화: 센서/IoT 

 산업적 활용 영역 확장: 제조, 서비스업 등 

인공지능 3가지 유형 

 약한 인공지능: 사람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  자율주행자동차, 구글번역, 
페이스북 추천 기능 등. 주어진 역할만 수행 

 강한 인공지능: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인간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  
현재 가시적인 성과 없으며, 30년 이상 소요 예상 

 초지능 인공지능: 감각과 감정을 지니며,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훨씬  뛰
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 

4. 인공지능  

II. 스마트 기술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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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의 비교 

II. 스마트 기술 

인간이 더 나은 부분 (약한) 인공지능이 더 나은 부분 

• 상식이 있다. 

• 딜레마의 해결이 가능하다. 

• 윤리를 갖추고 있다. 

• 공감 능력이 있다. 

• 상상력이 있다. 

• 꿈을 꿀 수 있다. 

• 추상화 능력이 있다. 

• 일반화 능력이 있다. 

• 자연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기계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 편견이 없다. 

• 기억력(저장공간)이 무한대다. 

[출처]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1) 제2의 기계시대와 의

료 인공지능. http://www.yoonsupchoi.com/2017/05/07/ai-medicine-1/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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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주요기술 

 학습 기술: 빅데이터의 기계학습(딥러닝, 강화학습) 

 추론(판단) 기술: 학습된 지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론 

 인지(인식) 기술: 자연어 처리, 영상(패턴) 인식 등 부가적인 기술 

출처: ECOsight, ETRI, 2015  

규칙기반 인공지능 

학습기반 인공지능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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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학습 

 

 

 

 

 

 -일반 AI(General AI): 이전 논의 

-좁은 AI(Narrow AI): 최근 논의 

 차세대 핵심기술은 기계학습 

 “5년 내에 모든 기업이 기계학습을 사용할 것이다”(구글, Eric Schmidt, 2016)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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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기계에 의한 학습과 판단! 

 어떤 로직(Logic,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기계가 대규모 데
이터에서, 중요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판단(의사결정, 예
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학습을 통한 판단능력 강화 /* 학습이 많으면 판단능력도 강화됨 

 학습대상 데이터는? 학술문헌, 법령/판례, 인문자원(문학, 예술 등), 교육

학습자원, 바둑판의 상황과 착수, (기업/기관의) 거래 데이터 등 

 데이터의 구조화 형태는? 구조적 데이터, 비구조적 데이터 

 학습방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기계학습 모델: 전통적 기계학습, 딥러닝 

 문제 영역: 분류(Classification), 회귀(Regression), 군집화(Clustering) 등 

 [참조]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데이터로부터 각 탑승자의 생존 여부를 예
측하는 기계 학습 모델(www.kaggle.com/c/titanic)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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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델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
을 수행하는 분석방법 

 나이브 베이지안(Naïve Bayesian) 모델  

 간단한 확률 기반 알고리즘이지만, 복잡한 분류문제에 잘 적응 

 kNN 모델 

 K개의 최근접 이웃들이 가지는 특성으로 활용하는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모델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 것인지 판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분류 모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모델  

 인간의 뇌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을 모사하여, 인간의 뇌와 같은 
학습 능력을 갖게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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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Deep Learning, DL, 심화학습)  

 기계학습의 한 종류 

 전통적 기계학습: 지도학습 기반의 단층적 사고(single layer perceptron)

방식으로 문제해결  다양한 조건의 반응하는 문제해결 어려움 

 답러닝: 지도학습/비지도학습 기반의 다층적인 사고(multi layer 
perceptron)방식으로 문제해결  많은 데이터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화된 문제해결 가능  빅데이터 기반의 심화된 기계학습 

 딥러닝 방식 

 지도학습/비지도학습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한 사전학습(Pre-

training)  필요시 강화학습을 통한 지능 강화 

 주요 문제해결 영역 /*활용 분야 

 분류: 이미지, 음성 등의 인식과 분류 

 탐색: 특정 상황에 최적화된 의사결정 탐색(게임, 자율주행, 문답 등) 

 제작: 통번역, 요약, 소설/기사/음악 창작 등 

 기타: 모니터링/리스크 예측 등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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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의 주요 학습 알고리즘 /*위키백과 참조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초창기 개념과 방법  과
적합 문제, 처리시간(학습, 판단) 문제 등 발생 

 ANN 이후의 새로운 알고리즘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 2006년 G. Hinton 교수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최소한의 전처

리(preprocess, 사전학습)를 사용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시계열 데이터 반영 

 제한 볼츠만 머신(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 

 심층 신뢰 신경망(Deep Belief Network, DBN) 

 심층 Q-네트워크(Deep Q-Networks) 등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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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례-1: 알파고(AlphaGo)  

 구글 딥마인드 개발,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Demis Hassabis)  

 딥러닝 방식 /*바둑 기보의 심화학습 

 사전학습: 16만 건 전문가 기보의 착수를 순서대로 기록한 데이터를 통
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 기반 정책 신경망(policy 
network) 구축과 갱신 

 딥강화학습(Deep Q-Networks): 3,000만 건 자체경기(착수 게임) 

 강화학습 기반 정책 신경망(policy network) 구축과 갱신 

 사용한 딥러닝 알고리즘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의 개량 

 판단(결정) 알고리즘 /*착수 판단(결정)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Monte-Carlo tree search, MCTS) 

 ‘정책’의 판단: 승률이 높은 착수 예측 /* 정책 네트워크 

 ‘가치’의 판단: 전체 판세(승률) 추정 /* 가치 네트워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1422.html, 
http://www.itworld.co.kr/print/98391, http://tmmse.xyz/2016/03/04/alphago/, 
http://neuromancer.kr/t/deep-mind-hassabis/192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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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례-2: IBM의 왓슨(Watson) 

 인공지능(딥러닝)형 의사결정, 인간의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인 인지
컴퓨팅 적용   특정 분야(의료 등)에 특화되어 운용 

  인지컴퓨팅: 인간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처리하는 사고능력을 구현
하는 컴퓨팅 방식  인공지능 구현 

 왓슨(Watson)의 주요 활용 사례 

 Watson for Oncology: 60만 건 이상의 의학 사례와 2백만 페이지의 의
학 저널 학습,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 암 전문의들이 5000시간 동안 
의학 지식을 숙지시킴. <입력> 암환자 진료 기록, <출력> 치료법 제안  

     왓슨 기반 진료(AI의사): 조력자 역할 

 Chef Watson: 미국(35,000건 레시피와 화학향료 화합물, 프랑스(9,000건 
레시피) 숙지, 계속 학습 중. 이용자가 입력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요
리법(레시피) 도출 

 Jill Watson: 미국 죠지아텍 Ashok Goel 교수의 온라인 교과과정 조교
(97% 이상 정확도의 답변 제공)  

 Watson for Teacher Advisor: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들에 맞는 다양한 내
용과 자료를 제공받아, 학생들의 수준에 최적화된 수업을 진행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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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례-3: 한국의 인공지능 솔루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AI 플랫폼 '엑소브레인(Exobrain)‘ 

 한글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자연어의 어휘, 문장의 의미 분석에 특화) 

 지식학습(기계학습, 딥러닝) 기술 적용 

 Q&A: 복수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정답 추론 

 세계적 성능수준에서 상담과 법률, 특허 등 전문지식의 질의응답(Q&A) 
솔루션으로 응용기술 개발로 확장 예정 

 총 개발기간 : ’13년~‘23년(4년+3년+3년) 

 참여기관:  ETRI, (주)솔트룩스, KAIST, 포항공대 등 

 한국형 왓슨(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연세의료원, 한국MS, 아임클라우드 등 참여하여 개발 중 

 용도: 성인병 발생 예측, 센서 기반 척추질환 진단, 수술 환자 회복 개선 
진단 등 

II.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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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례-4: 기타 

 AI비서/음성비서형 

 AI 스피커: 아마존 에코, 구글 홈, SKT 누구, KT 기가지니, SK C&C 위드 

 AI 비서앱: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MS 코타나, 네이버 라온 등 

 음성인식 AI 탑재 스마트폰: 갤럭시S8 - AI음성인식 비서 빅스비(Bixby) 

 [참조]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플랫폼 ‘알렉사(Alexa)’ 등 

 번역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번역기 ’구글 신경 기계 번역'(GNMT) 시스템 

 네이버의 한중일 번역기 ‘파파고’ 

 챗봇(ChatBot) 

  채팅하는 로봇  정해진 응답 규칙에 따라 사용자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일종의 AI비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 

 사례: MS의 ‘조(Zo)’ – 정보검색/쇼핑주문/여행지추천/일정관리 등, 네이
버 ‘라온(LAON)’, 페이스북 ‘판초(Poncho)’, 이베이 ‘샵봇(Shopbot)’ 등 

II. 스마트 기술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28 

                                                                              

NIS 

스마트 도서관, Smart Library  

 스마트 기술(Smart Technology)를 이용하는 도서관 

 스마트 환경(Smart Initiative)을 지원하는 도서관 

 스마트 공동체(Smart Community)의 구성요소 

※ <출처> Peter Griffiths, “Smart Libraries - Smart Librarians”, SlideShare. 

참조 사례  

 스마트 시티(Smart City) 

 미래 도시(future city),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디지털 도시
(digital city) 등의 용어를 아우르거나 대체 

 도시의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쓰레기 등을 스마트한 관리(효율 추구)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Learning) /*스마트스쿨, 스마트교실 

 ICT(컴퓨터 기반) 교육의 최신 개념  핵심: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등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 체제: 소셜 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접목한 학습형태 

1. 정의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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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서관의 재정의  

 정보자원의 스마트화  스마트 콘텐츠 

 정보서비스의 스마트화  스마트 정보서비스 

 인공지능형 정보서비스: 스마트 검색, 스마트 문답(Q&A)  인공지능 검

색엔진 적용 

 인공지능형 정보활용: 스마트독서, 스마트 정보 리터러시(학습, 작문 등) 

제공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스마트 콘텐츠의 플랫폼으로서 도서관 

 도서관 운영의 스마트화  스마트한 공간과 설비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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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변천 

전통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자원/ 
콘텐츠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콘텐츠 
(전자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이용자 방문 이용자 디지털 이용자 스마트 이용자 

서비스 열람서비스 도서관포털 스마트 서비스 

기술 - 정보기술(IT) 스마트 기술(ST) 

자료조직 분류, 목록 메타데이터(목록, 
자동색인 등) 

텍스트/데이터 마이
닝(분석데이터, 지능

데이터) 

- 정보화(디지털화) 분석화, 지능화 

탐색도구 접근점(카드목록) 정보검색 
(전문, 메타데이터) 

지식탐색(정보분석,  
질의/응답) 

참조 - DBPIA, KCI, 구글, 
네이버 

NDSL, 국회도서관, 
빅카인즈, 왓슨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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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국립중앙도서관, KISTI) 

 2016년 12월 기준 494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제공 

 주요 서비스: 솔로몬(사서업무지원서비스), 도서관 정보나루(데이터 공
개), Radar(R 기반 빅데이터 분석 툴) 등 

참조2-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로 150년 동안의 영국 역사를 분석 

 150년간 발행된 영국 지역 신문의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분석 

 간단한 내용분석 방법(텍스트 마이닝)과 AI 기술의 사용 

 http://wl.nl.go.kr/user/0039/nd66685.do?View&boardNo=00005252 

참조3- 인공지능에 의한 콘텐츠 제작 

 소설, 영화, 뉴스 등 콘텐츠의 창작과 보조기능  로봇소설가(스토리헬
퍼), 로봇기자 등 출현 가능 

III. 스마트 도서관 

2. 참조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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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4- 인공지능에 의한 콘텐츠 추천 

 애플의 아이북스 서비스: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책을 분석하
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 

참조5- 인공지능에 의한 참고서비스 

 챗봇(chatbot)의 활용: (DigitalCommons@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참조6- 왓슨 기반의 분석 플랫폼 ICA(IBM Content Analytics)  

 ‘왓슨’의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업의 문서, 외부 사이트, 소비자 보고서, 콜센터, 소셜 네트워크 상의 
댓글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 탐색, 분석하
는 플랫폼 

 방대한 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마이닝/구조화 과정을 거쳐 데이
터간 상관관계, 트렌드 등 기업의 보유한 정보 가치를 극대화  

 참조: http://www-
03.ibm.com/press/kr/ko/pressrelease/42861.wss?ca=newsletter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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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7- 인공지능 검색엔진  

 구글의 랭크브레인(RankBrain)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색인어/검색어 의미를 분석 

 사용자의 검색의도를 파악하여 원하는 검색결과를 찾아줌 

 예: 재규어(자동차), 재규어(동물) 구분 

 솔트룩스의 시맨틱 검색엔진 S/W ‘인투(IN2) 4.0’ 

 인공지능 검색포털 사례 

 Omnity, Inc.의 시맨틱 지식엔진(검색포털) ‘Omnity’ 

 무료 인공지능 기반의 학술정보 검색포털 ‘Semantic Scholar’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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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8- 도서관의 코딩교육 

 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읽기•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역량까
지 범위가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코딩교육 

 http://wl.nl.go.kr/user/0039/nd24524.do?View&boardNo=00005307  

 구글, 26개 뉴욕 도서관에서 무료 코딩 클럽 실시 

 구글CS퍼스트(Google CS First) 프로그램: 전산학(computer science, 
CS) 교육에 대한 접근과 노출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퀸즈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26개 공공도서관 중 첫 번
째 도서관 

 http://wl.nl.go.kr/user/0039/nd94650.do?View&boardNo=00004986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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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의 구성요소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도서관 

정보자원이 기계학습된 인공
지능형 도서관(AI Library) 

스마트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인공지능형 정보서비스 

스마트한 공간과 설비 

스마트 콘텐츠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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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콘텐츠(smart content)의 정의  

 앱으로서의 콘텐츠: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삼성앱스 등 콘텐츠 플랫폼에
서 스마트 기기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장 광범위한 정의(스마트 기기로 유통/활용되는 모든 것)  정보
자원으로서의 콘텐츠 범위를 넘어섬 

 2가지 유형 

① 전자책, 사전, 영상, 날씨, 지도 등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앱 

   이용자에게 정보적 가치를 제공  스마트 정보콘텐츠 

   대체로 아이템 콘텐츠(item content)이기보다 장서 콘텐츠
(collection content) 형식임  

   관련된 서비스나 플랫폼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음 

② SNS, 게임, 내비게이터, 거래(구매, 결제 등) 등과 같은 서비스기능
을 제공   스마트 기능콘텐츠 

3. 스마트 콘텐츠의 도서관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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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보콘텐츠의 유형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콘텐츠  콘텐츠 + IoT  

현재: RFID 부착 등 

미래: 다양한 센서정보 부착 

 인터랙티브 콘텐츠 /* 재미있고 학습효과 높임 

5대 기술(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홀로그램, 오감 인터랙션, 유통기
술) 적용  멀티북, 오디오북, VR/AR 콘텐츠 등 

개방/연결된 웹 콘텐츠: LOD(Linked of Data)  시맨틱 콘텐츠 

 스마트 분석데이터를 내장한 콘텐츠 

기본적인 서지 메타데이터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 기본적인 관리정보 메타데이터 

콘텐츠 본문의 의미적 개체들의 분석데이터 

다양한 이용데이터의 분석데이터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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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1): 스마트소설 콘텐츠의 개발 

 디지털 소설 코퍼스 구축 /*원천 콘텐츠 

 소설 콘텐츠 재구성(내용 해체와 재구성) /*변형 콘텐츠 

 스마트 분석데이터 구축(분석화)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등 객체 분석 

 스마트 인터페이스 개발 

개별 스마트 소설의 스마트 독서환경 지원 

분석데이터 기반한 전체 소설의 스마트 검색 지원 

제안(2): 스마트 학술논문 콘텐츠의 개발 

 학술논문 코퍼스(지식 코퍼스) 구축 

 학술논문 콘텐츠의 재구성, 분석데이터 구축(연구자, 개념, 표/그림 등) 

 스마트 인터페이스 개발 

III.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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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장서의 기계학습화(지능화) /*전문분야별 접근 가능 

 스마트한 판단에 근거한 정보서비스 제공: 문답(QA)형 지식탐색 제
공  도서관 챗봇, 인공지능 사서 등 

국내사례 - 국회도서관, 법률분야 지능형 서비스 개발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엑소브레인(Exobrain) 활용 

 ETRI가 주관하는 법률 등 전문분야 대상 자연어 질의응답 핵심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2단계 사업(2017년~2019년)에 참여하여 입법부에 
맞는 지능형 입법지원서비스 개발 예정 

 특허정보원(특허청), KAIST, 5개 중소기업 등 공동참여 

 국회도서관의 역할 

 법률분야 QA 서비스 발굴 및 적용 

 법률분야 QA 서비스 실증 테스트 

 참조: 국회도서관 보도자료(2017. 3. 22.) 

III. 스마트 도서관 

4. 인공지능형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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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변화의 두 갈래  

 사회변인에 의한 변화: 저출산, 고령화, 교육환경, 경제환경 등 

 스마트사회(지능사회)에 의한 변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암울한 변화 예상 

스마트사회(지능사회)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전망 

많은 업무가 소멸 또는 변화 예상(특히,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영역) 

정보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도서관 존립의 위험 예상 

 긍정적 전망 

정보화/디지털화에 기조에 대한 무난한 대응 경험 

도서관 자체가 빅데이터(개별도서관, 도서관연합)이므로, 도서관만
의 특화된 영역 개발 가능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인서비스 역할 증대(예: 길위의 인문학, 사람
책 서비스 등)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1. 도서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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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사회(지능사회)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전략 

 기술수용 거부: 러다이트(Luddite) 운동 수행? 

 적정기술 도입: 적정기술의 범위와 역할? 

 적극적인 수용: 도서관의 역량상 어느 정도 가능할까? 

 도서관의 포기: 구글, 네이버 등의 거대한 정보플랫폼에 흡수? 

역사의 교훈 

 디지털도서관의 등장으로 아날로그 도서관은 쇠퇴? 성장? 

 유사 도서관(구글, 네이버 등)의 출현으로 도서관의 역할 변화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종이책 출판과 도서관 대출은 증가? 감소? 

 전자저널의 등장으로 종이저널의 구입은 증가? 감소?  

 정보검색의 등장으로 카드목록은 소멸? 

역사상, 도서관은 사라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진화하였으며,  

진화의 방향은 언제나 도서관 사서가 결정!  소멸, 양립, 대체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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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탐색도구의 패러다임, 과거와 현재 

 [과거] 자료조직의 시대 /*숙련된 사서에 의한 수작업 

분류, 목록, 색인 업무 강조 

카드목록에 의한 탐색 

경쟁하는 사회적 실체가 없었음 

 [현재] 정보검색의 시대 /*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동화 

메타데이터에 의한 서지정보 표현(목록/색인)과 검색 

메타데이터 없는 전문 기반의 검색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서비스 

• 검색요구의 적합성 매칭(matching)과 순위 평가 

• 분산환경의 통합검색 결과의 제공 [통합검색엔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콘텐츠 내용분석, 검색결과의 분석(필터링, 
계량분석), 이용도 분석(altmetrics), 개인맞춤형 결과 제공 [분석엔진] 

유사 정보시스템(구글, 네이버 등)과 경쟁하는 구도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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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탐색도구, 미래의 패러다임 예상 

 QA 기반의 지식탐색(Knowledge Discovery) [지식탐색/지식QA 엔진] 

도서관 장서(bigdata, corpus)를 대상으로, 심층 자연어처리(Deep 
NLP)한 다음,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 NLP(자연어처리):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영역 

  ** Deep NLP: 자연어처리를 위한 딥러닝(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어 텍스트의 문장과 구문을 분석)  참조: word2vector 

질문(Q)이 주어지면, 질문의 파싱을 통해 질문의 주요 특성을 추출 

지식베이스에서 응답(A)이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구문들을 탐색 

추론 알고리즘을 통해 질문(Q)과 응답(A)을 비교(deep comparison), 
응답가능성의 점수 추론 

질문(Q)에 가장 강력한 응답(A) 후보 결정, 응답(A)를 이용자에게 제
공, 필요 시 bigdata(corpus)의 해당 구문들을 근거로 제시 

QA 기반의 지식탐색(Knowledge Discovery)의 도서관 활용: 챗봇
(Chatbot) 서비스, 도서관 지식QA, 이슈리뷰 서비스 등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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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사서의 역할 변화 

 사라지는 업무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업무 

 변화하지 않을 업무는? 

정보자원의 관리자 역할 

정보서비스의 제공자 역할 

정보 리터러시의 교육자 역할 

 새로운 업무는? 

기계학습(딥러닝) 대상 콘텐츠의 선별 기능  콘텐츠 큐레이터 

주제별/맞춤형 리뷰 서비스  방대한 정보자원의 자동요약과 제공 

도서관에 특화된 도서관플랫폼(Library Platform)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2. 사서의 역할 탐색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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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조응하는 대학도서관의 추가적인 역할 제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한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 

 스마트한 인문(역사, 지리 등)학습 콘텐츠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데이터 사서(data librarian)의 역할 

대학 IR 서비스  

연구데이터의 관리 

연구성과의 분석(text/data mining) 서비스 

데이터 기반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연구자지원(Authorship) 프로그램 제공 

학술논문 투고 지원 업무(특정 학회의 투고 프로세스에 참여) 

학술논문 작성 지원(도서관 논문코퍼스 기반한 논문작성도구 지원) 
 선행연구 분석과 요약, (영문)초록 작성 지원 등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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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Thank You 

gracias 

Merci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谢谢 

спасибо 

http://www.k-tower.co.kr/home/index.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