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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모빌리쿠스까지

1~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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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호모데우스

<데이터이즘(Datasim)>

인류가 결혼, 투표, 수술, 경
제적 거래 등 중요한 결정
을 할 때 자신의 감정과 판
단보다 모든 정보를 분석한
인공지능의 의견을 따를 가
능성이 높다(유발 하라리)

즉,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기
술을 신과 같이 인간이 섬
기게 될 것이다



20세기 21세기19세기

과학, 기술

신,  종교

미래(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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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영향력



수명(Life)과 건강(Health)

복제인간(REX)냉동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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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Wealth)

AI Fun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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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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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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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쓰는 신문 기사, 시,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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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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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thav/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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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고용정보원

전세계7세아이들65%는지금없는직업가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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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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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14



플랫폼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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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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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도입

 인터넷사용 인구의 증가와 모바일화 => 글로벌화 가속

18억 -> 29억명 -> 70억

2010년 2015년 2020년

부유층 중산층 대중화

 2014년 N포털 PC접속<모바일접속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확산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Quickies 도서관 자동 검색(포스트잇)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단계 진입

Bigdata, Learning Analytics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확대

MOOC 플랫폼에 AI 기술을 적용한 자동채점 기능 도입



지능정보기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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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개강의



AI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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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AI 스피커)

얼굴인식



인간 그리고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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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컴퓨터=피부
(센서)

마샬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64)은 미디어는 ‘인간 능력의 확장’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 1995)의 사이보그 연구

뇌 = 인공지능

눈 = 영상
컴퓨터비전

입,귀 = 소리
음성(인식)

신경계 = 네트워크

근육 = 가상현실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

• One Year or Less
 Bring Your Own Device (BYOD) 
 Learning Analytics and Adaptive 

Learning 

• Two to Three Years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Makerspaces

• Four to Five Years
 Affective Computing 
 Robotics

Horizon Repor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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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Disruptive)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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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으로 대학이 겪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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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공 방식의 변화
(예: MOOC)

수업 경험의 변화
(예: AI Tutoring)

전공의 변화
(예: 지식의 융합)

학점의 변화
(예: Nano Degree)

※ 출처: 4 major changes our colleges should undergo right now(ecampusnews.com, 2017.5.8) 재구성



교육 분야의 가장 유망한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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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 Cycle for Education, 2016



빅데이터와 AI활용, DEAKIN 대학(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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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학습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 출처 : Equipping Every Learner for the 21st Century(CISCO, 2008)



동영상 미디어 대세

* 출처 : 머니투데이(2018.4.2)

'갓튜브'가 된 유튜브. '철의장막'
으로 불렸던 한국 인터넷 생태계
마저 위협하고 있다. 동영상 서비
스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로 토종
기업들의 아성인 검색광고 시장
마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모바
일 앱 소비 시간 조사에서도 카카
오톡, 네이버 모바일을 제친 지
오래다. 

단,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
으로 제작되는 콘텐츠가 청소년
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
적도 나온다. 



책 그리고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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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인터넷

자연어처리, 멀티미디어 검색
음성인식, 로봇활용 등

책 = 디지털정보(e-book)
멀티미디어자료



인공지능 튜터

IBM ‘질 왓슨’ : 
자연어처리,학습분석

출처:  IDG New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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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 소장수 증가

* 출처: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분석 보고서(교육부, KERIS)

* 대학도서관의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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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 대출수 감소

* 출처: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분석 보고서(KERIS)

*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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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자료(DB) 이용 증가

* 출처: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분석 보고서(KERIS)

* 최근 5년간 재학생 1인당 디지털자료 이용 건수 변화(’13년 대비 177% 증가)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전자책(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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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역할

도 서 관
圖書館

문화 교육
(평생/
창업)

복지
학술
연구

정보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대학도서관 역할 증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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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동영상 편집/UCC촬영지원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 검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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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학술정보관

자율/자동 검색 및 대출 카페 분위기 열람실

*출처 : 광운대학교 도서관



유태인 교육법 - 하브루타

*출처 : 한양대학교 하브루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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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PC 공간 학습공간 / 창업공간

*출처 : 광운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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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학술정보관

개인/그룹 미디어학습 공간

*출처 : 광운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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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학술정보관

그룹 미디어(영상)학습, 세미나 공간

*출처 : 광운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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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학술정보관

테드 학습 및 참여 공간 지역사회에 개방

*출처 : 광운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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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

학술정보서비스

미래 전략
서비스

모형 구축

대학도서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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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진흥계획(교육부)과 발전계획(대학)은 5개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관련근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함

 관련근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시 연도의 2월 말까지 수립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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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
1

학술정보
유통 및
공동활용
체제 강화

3

1. 교수학습및문화활동지원강화

2.  대학내지식정보자원의통합관리

3. 대학도서관인력및전문성강화

7. 학술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8.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9. 지역사회 연계체제 강화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법 ·제도적
기반 구축4

10. 대학도서관 관련 법 적용

11. 대학도서관정책지원체제강화

12. 대학도서관 평가 및 특성화

대학·연구자간
지식정보
격차 완화

2

4. 해외전자정보 지원 확대

5. 대학도서관학술정보자원의확충

6.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성화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4-2018) : 2014년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6-2018)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3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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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교수학습지원)

사물
인터넷
(IoT)

인문학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창의학습

공간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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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고등교육, 경제학, 경영학, 대학도서관 전문가, 대표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국립사립전문
대학도서관 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단이 계획 수립 및 방향설정에 참여 예정

인력, 법개정, 서비스 등 주요 이슈 도출 후,
관련 전문가 TF 구성하여 심층 계획 수립 예정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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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미래 전략 서비스 모형 구축

Semantic Scholar
- 인용 및 각 논문 내 관련데이터

결론 도출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엔진

Talk to Books
- 10만권 책 문장을 스캔하여
사용자 의도를 파악한 검색

결과 제공

Meta Science
- 연구자 관심 주제 설정하여
동료와 협업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 중심 문헌검색엔진

Omnity
- 작성 문서 내 핵심 키워드
추출하여 관련성 높은 데이터

제공 검색 기능

AI



47

학술정보 미래 전략 서비스 모형 구축

고등교육 분야
미래 예측

정보화 신기술
도입 방안 마련 및
미래 전략 수립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미래 모형 제시

국가별 도서관계
4차 산업혁명 전략

조사 분석

내 논문과
유사한 선행

연구는?

우리
전공 분야

최신
트렌드는?

내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는?

※ 본 연구의 결과는 차세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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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시설, 인력, 도서관자료 등을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음

 시행령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 대학도서관 평가 시 △발전계획

△경영목표 △시설 · 인력 ·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특성화 △서비스

개발·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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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

대학도서관의 필수적인 역할과 발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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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

 대학도서관 여건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

 학술 DB 대학라이선스 배분
기준 등으로 활용(본평가 이후)

- 2020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정부 지원금 비율 조정

 본 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범평가 결과의 기초자료
활용

-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9년부터 3년주기로 실시
(2016년 교육부 공문을 통한 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