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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차세대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2014-2018)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R&D
과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사업 수행주체로 참여하여 시작하였고, 2017년 문체
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사업 5개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사업의 지
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에 따라 본 
「차세대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방안 연구」는 그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운영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존 서비스 기능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신규 서비스 모형 연구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정보 기술 및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서비스 발전 로드맵 수립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단계: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동향 조사
-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도서관 분야 데이터 기반 차세대 정보서비

스 현황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분석, 국내외 도서관 (빅)데이터 추진 활용사례 및 시사점 도출

2단계: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현황 분석 및 서비스 모형 연구
¡ 기존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현황 분석 및 후속 서비스 모형 연구

- 도서관 수집 데이터 유형(서지, 이용자, 대출), 수집방법 분석 및 수집데이터 확대 방안
- 도서관 빅데이터 개발서비스(솔로몬, 도서관 정보나루, OpenAPI 등) 현황분석 및 개

선방안 도출
-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모형 및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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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형 및 시나리오 발굴 

3단계: 도서관 빅데이터 차세대 서비스 전략 계획 및 발전로드맵 수립
- 국가대표도서관, 빅데이터 수집·유통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빅데이터 사

업 전략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핵심관계자 심층면담을 주요 조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공
공도서관 사서, 시스템 개발자를 비롯하여 이해당사자 총 34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
은 2018년 5월 9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주로 현장방문을 통해 면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
구 과정에서 서비스 개선방안, 신규 서비스 제안, 향후 서비스 전략계획 및 발전 로드맵을 도
출하였고, 공공도서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3명의 자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5. 연구 결과

201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5개년 연구사업을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도서
관 통계를 넘어 전국 863개 도서관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분석한 시도는 
괄목할 만하다. 공공도서관 현장의 관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사업 제 1기의 목표인 안정적 
서비스 기반 구축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빅데이터 서비스의 중장기 모델을 다음과 같이 5대 전략적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서관 내의 데이터의 품질과 아카이빙 체제를 재정
비한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을 도모한다. 셋째, 현재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장과 
더불어 전문화 하고, 도서관 내부데이터의 공유와 외부 공공데이터와의 융합과 개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빅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보존을 위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확장
을 위한 기술보완을 한다. 다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빅데이터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의 효율성
을 위해 조직 내·외부의 협력 체계와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차세대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은 기존 서비스 확대, 전국도서

관 신규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신규서비스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로 단기, 중기, 장기 등 단
계별 세부 사업 개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 개발된 솔로몬, 정보나루, 오픈API, Radar 등 각 서비스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성
격을 재정립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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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태스크 중심의 경영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대시보드 
서비스 강화, 태스크 중심으로 솔로몬 플랫폼 일원화

¡ 정보나루: 대국민 책정보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격을 강화하고, 서평 공유 플랫폼 구축, 
검색 키워드 분석 시범 서비스, 북큐레이션을 위한 사서 협업 플랫폼 구축

¡ Open API: 서비스개발자를 위한 데이터 공유서비스로 정의하고, API 개발 다양화 
¡ Radar: 사서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훈련 서비스로 정의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인 양성

둘째, 빅데이터 사업 제 1기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추진
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 생애주기 데이터 서비스와 학술 연구지원 서비스: 데이터 수집 기관을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생애주기 데이터 서비스, 학술 연구지원 서비스 개발

¡ 데이터 큐레이션: 빅데이터 사업을 데이터 큐레이션 관점으로 접근하여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정비

¡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사업팀 데이터 품질인증과 데이터 관리 인증, 참여도서관 데이
터 품질 관리 지원

¡ 대시보드 서비스 고도화: 국가도서관, 지역/도서관 단위 대시보드, 관내 서가 구역 마
케팅 대시보드 등 3차원의 대시보드 서비스 개발

¡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소장기반과 활동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 국가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구축: 국가차원의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데이터 수집과 

관리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기반을 둔 신규서비스로 디지털인문학 데이터 서비스 개
발을 제안하였다. 그 추진 전략계획은 3단계로 순차적으로 전개한다. 

¡ 1단계(2019): 기존 서비스 데이터 활용성 향상(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테마컬렉션 서지 데이터셋 서비스 연차계획 수립

¡ 2단계(2020-2021): 대한민국 국가서지 데이터 서비스 구축, 테마컬렉션 서지 데이터셋 
연차별 구축 및 서비스 개시, 테마컬렉션 원문 데이터 시범 서비스(고문헌)

¡ 3단계(2022-2023): 대한민국 국가서지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KOLIS-NET 활용), 테마
컬렉션 원문 데이터 서비스 확대(현대 잡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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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개발 현황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서관 관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

고 있다. 전국 도서관이 보유하거나 생산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공공데이터

나 소셜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경영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측정보에 대

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은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 분야

에서의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R&D과제로 시작되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이하 KISTI)이 사업수행주체로 참여하였고, 201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사업이 이관되

었고, 개발과 운영은 KISTI가 계속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사회적,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도서관에서 빅데이터라는 정보

기술을 적용해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도서관 데이터를 수

집하여 구축한 분석 플랫폼을 통해 도서관, 개인, 연구자, 민간개발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

하게 되므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열린 혁신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

가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서관 분야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저장, 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전반의 요소 기술을 

확보하며 전국 공공도서관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GIS, GPS기술, 센싱 정보를 

활용한 RFID 기술 등 타 기술과의 연계적 활용을 실현할 기술을 연구하고, 도서관 맞춤형의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기술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 하에 시작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연구개발 사업의 목

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도서관이 향후 지식 확산을 이끄는 지식서비스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도서관분야 

빅데이터 및 외부 공공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기반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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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와 외부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

한다.

- 도서관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한다.

- 정책결정자, 도서관 관리자, 실무자, 도서관 이용자에게 선진화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

고 과학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사업은 <그림 1>과 같은 구체적 추진과제를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그림 1>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추진 과제: 연구 목표 및 내용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8). 2017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쪽)

첫째, 도서관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이다. 도서관 데이터, 공공데이터, 소셜데이터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서관 분야 데이터의 공유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안정화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분석 플랫폼 구축과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안정

화를 목표로 한다. 셋째, 도서관 빅데이터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수집 및 연

구를 위한 국내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세미나, 빅데이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사례 공모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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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고를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 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추진과제 달성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첫째, 도서관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측면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18년 8월 현

재 (1) 총 863개 공공도서관의 장서, 대출, 이용자 데이터 수집, (2) 대량의 분석용 색인 처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노력 지속, (3) 정확한 데이터 분석

을 위한 이상 데이터 탐지 및 동시대출빈도 분석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시스템 마련, (4) 서비

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버 이중화 구성으로 서버 장애 대응책 마련, (5)알라딘, 네이

버 등 외부 API를 통한 자료수집과 형태소 사전 구축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감소시켜 

키워드 클라우드의 가독성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도서관 현황을 보면, 

사업 1차 년도인 2014년에 37개관으로 시작하여, 282개관(2015), 494개관(2016), 660개관

(2017), 5차 년도인 2018년 8월 현재 863개관으로 그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2018년에

만 203개 도서관이 새로 가입하였다. 이용 로그인 수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6

년 3,642회, 2017년 5,397회, 2018년 6월 현재 3,500회로 연말에는 전년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축적한 데이터 규모는 소장장서 데이터 83,494,880건, 회

원데이터 22,073,494명, 대출데이터 1,102,210,790건이다.  

둘째,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측면이다. 사업 추진팀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지

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안정화시켰는데, 그 구성 요소는 (1) 도

서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

스 솔로몬, (2)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한 도서관

정보나루, (3)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R기반 통계분석 도구로 구축되어 있다. 

셋째, 사업 결과물을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한 빅데이터 연구환경조성 측면

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공공도서관 실무자 대상 빅데이터 교육,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우수 운영기관 선정 및 시상, 빅데이터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사업의 성과를 증

진하기 위한 연구로 공공도서관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 표준화,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연계 

기능 개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이제 안정적으로 도서관계에 안착한 빅데이터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결실이 더 가시적이고 이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는 한편,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서비스 전략 계획과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8). 2017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약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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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차세대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과제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서

비스 기능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신규 서비스 모형 연구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정보 기술 및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과 서비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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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제 1단계에서는 국내·외의 빅데

이터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외 도서관 빅데이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2

단계는 앞서 조사한 국·내외 현황을 기반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빅데이터 차세대 서비스 전략계획 및 발전로드맵 수립을 통해 전국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이 빅데이터 시대에 담당할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아래는 각 연구 단계에서 수행한 세부 연

구 내용이다.

¨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동향 조사

-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 도서관 분야 데이터 기반 차세대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 국내·외 도서관 (빅)데이터 추진 활용사례 및 시사점 도출

¨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현황 분석 및 서비스 모형 연구

¡ 기존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현황 분석 및 후속 서비스 모형 연구

- 도서관 수집 데이터 유형(서지, 이용자, 대출), 수집방법 분석 및 수집데이터 확대 방

안

- 도서관 빅데이터 개발 서비스(솔로몬, 도서관 정보나루, Open API 등)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모형 및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형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형 및 시나리오 발굴 

¨ 도서관 빅데이터 차세대 서비스 전략 계획 및 발전 로드맵 수립

- 국가대표도서관이며 빅데이터 수집·유통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전략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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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각 연구 내용은 <표 1>과 같은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 세부 내용 연구 방법

도서관 분야 빅데이

터 활용사례 및 동

향 조사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문헌연구, 사례조사

도서관 분야 데이터 개발 차세대 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국내·외 도서관 (빅)데이터 추진 활용사례 및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
도서관 빅데이터 사

업 현황 분석 및 서

비스 모형 연구

기존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현황 분석 및 후속 서비스 

모형 연구
문헌연구, 사례조사, 

참여도서관 및 이해

관계자 심층면담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형 연구

도서관 빅데이터 차

세대 서비스 전략 

계획 및 발전 로드

맵 수립

국가대표도서관/빅데이터 수집·유통센터로서 국

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사업 전략계획 및 중

장기 로드맵 수립

전문가 자문

<표 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핵심관계자 심층면담을 주요 조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특

히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개발된 각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도서관과 비참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개발주체인 KISTI의 사업팀, 

도서관 시스템개발회사 등 다양한 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은 2018

년 5월 9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주로 현장방문을 통해 면대면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전화

면담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면대면 심층면담은 최소 46분에서 최장 1시간 52분까지 소요되었

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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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시 기관명  구분  
1 2018.5.9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고이용 단위도서관

2 2018.5.17 서울 성북구립꿈그림도서관 이용중단 기초단위 대표도서관

3 2018.5.21 ㈜인젠트  시스템개발업체:KOLAS 

4 2018.5.28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광역단위 대표도서관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  

5 2018.5.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사업개발운영팀
6 2018.5.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사업개발운영팀
7 2018.6.27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신규참여
8 2018.6.27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국가도서관

9 2018.7.2 ㈜채움  시스템개발업체:KOLAS,  
책이음네트워크

10 2018.7.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사업개발운영팀

11 2018.7.3 서울도서관  광역단위 대표도서관

12 2018.7.4 ㈜아르고넷  시스템개발업체:빅데이터 

13 2018.7.5 서울 은평구립응암정보도서관  신규참여:기초단위개별도서관

14 2018.7.5 서울시교육청정독도서관 (전화) 교육청 도서관

15 2018.7.5 부산시교육청시민도서관 (전화) 교육청.부산지역대표도서관

16 2018.7.6 서울 강남구립역삼도서관  참여도서관 
17 2018.7.6 경기도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전화) 참여도서관 경기지역
18 2018.7.5 서울 강서구립영어도서관 비참여도서관 

19 2018.7.25. 충남대표도서관 (전화) 비참여도서관.대표도서관.충남지역

20 2018.8.3. 부산 부산시민도서관  참여도서관.대표도서관. 부산지역

21 2018.8.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실무자

<표 2> 심층 면담 참여자 소속 기관

심층면담 대상 기관과 대상자 표집은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먼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주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공공도서관 기관의 경우, 사업 참여 여

부(참여/비참여), 활용 정도(고이용/저이용), 대표도서관 여부(대표도서관/단위도서관), 지역(서

울/경기/지방) 등이 고루 반영될 수 있게  선정된 각 도서관에서는 사서직 관장 또는 관련 업

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실무 사서를 중심으로 응답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특성별로 다르게 구성하여, 각 이해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사업 참여 도서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참여 동기, 서비스 

이용 현황,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 시 애로 및 불편 사항, 희망하는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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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내용, 데이터 품질문제, 계속 사용의사, 빅데이터 도입/확산의 장애 요인, 빅데이터 

이용으로부터 얻은 혜택과 빅데이터가 끌어낸 변화(이용자 측면, 도서관직원 측면, 상급 정책

기관 측면) 등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

에는 그 이유와 향후 참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도서관 현장이 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혁신적 기술로 규정

하고, 로저스(Rogers, 2003)의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의 핵심개념이 포함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이론은 혁신이 어떤 조건하에서 확산되어 성공하지만, 어떤 조

건에서는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현재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혁신적으로 등장한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적용, 확산되고 있다. 국립

중앙도서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한국 공공도서관계에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들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

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성공요인을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요소를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로저스의 혁신확산이론에 따르면 성공한 혁신이 갖는 5가지 속성은 (1) 상대적 이점

(relative advantages: 혁신으로 대체했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 (2) 적합성

(compatibility: 기존의 가치/관행/방향성과 배치되지 않는 정도), (3) 복잡성(complexity 배

우는데 어렵지 않아야 함), (4) 실험가능성(trialability, testability 소규모로라도 도입 전에 시

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 (5)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먼저 도입한 기관의 성공/실패 사례

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다. 추가적으로 혁신확산이론 관련 선행연구들이 관심을 가진 개념은 

불확실성(uncertainty: 그 혁신에 대해 인지된 위험)도 살펴보았는데, 불확실성이 적을 때 혁

신의 성공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혁신확산이론 관련 개념들을 핵심 면접 

질문으로 구성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확산과정에서는 각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한편 시스템 개발업체의 경우, 데이터 품질 및 시스템 성능, 서비스 내용 개선 측면에서 질

문을 구성하였고, 공공도서관의 참여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이끈 사업개발운영팀인 KISTI 실무진과의 면담을 진행

하였다. 이 면담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되어 온 본 빅데이터 사업의 배경, 경과, 서비스 개

발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 사업진행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청취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을 함께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개선방안, 신규 서비스 제안, 차세대 서비스 전략계획 및 발

전 로드맵은 공공도서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였

고, 그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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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동향 조사

제1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동향 분석

빅데이터는 대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신뢰성(Veracity), 불안

정성(Volatility)의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특정 기술과 분석 방법이 요구되

며, 분석 결과를 가치 있는 의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분석방법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거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다면, 빅데이터 분석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어, 최신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

짐과  동시에 분석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 사회에서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책과 기술 동향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도서관계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데이터 정책

가. 개방에서 활용으로 정책의 변화

공공데이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2012년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마련 이후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다.

<그림 2>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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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을 보면, 활용통계의 비율

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통계는 제공되는 파일데이터, Open API, 

표준데이터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통계는 개방된 파일 및 Open API를 다운

로드 한 횟수이다(정은경 외 2017).

　
2013 2014 2015 2016

공공데이터
개방통계

공공데이터
활용통계

공공데이터
개방통계

공공데이터
활용통계

공공데이터
개방통계

공공데이터
활용통계

공공데이터
개방통계

공공데이터
활용통계

소계 5,272 13,923 13,157 153,320 15,912 783,773 21,358 1,884,250

Open API 554 9,815 1,361 33,687 1,790 73,846 2,143 182,612

파일
데이터 4,718 4,108 11,796 119,633 14,122 709,927 19,215 1,701,638

<표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 (단위: 건)

공공데이터 활용 중에서도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실적으로는 대부분 민간이 개

발한 앱 및 프로그램인데 2017년 현재 1,305건이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개발사례 42개 395개 695개 1,056개 1,305개

<표 4>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공공데이터 부문 정책에서 보다 선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

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민간데이터와 융합이 용이한 공공데이터를 개

방하고 민관데이터의 결합과 정제(사례: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공공)와 중고차시장 거래 정보

(민간) 융합 공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2018년 총 45개의 국가중점데이터(국토‧보건‧금융 등 핵심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

터’)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Open API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 정책은 단순 개방에서ﾠ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

용’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 중심의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고, 민간

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 관리 플랫폼

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 개선 노력과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역량교육을 강화시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의 수집과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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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전자신문, 2018년 7월 29일). 이 사업의 목적은 700여개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소재와 메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데이터 맵’을 제공

해 효율적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기반을 마련하며,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지원을 위해 올해부

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한다. 데이터 생산 단계에서부터 표준화하고 품질점검 후 개방하기 위

한 범정부적 첫 시도이다.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개념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개념도

이와 같이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국민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창출(주체는 공(公)이 아닌 사(私)의 영역)하여 민관 협력을 이루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빅데이터 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화

2013년 7월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은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한 범정부 공통기반(혜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가 및 산업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

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주제 내용과 형식 등에서 부처나 지역별ﾠ편차, 데이터의 

질적인 수준 차이가 있다. 

‘공공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데이터법’의 법률 개정을ﾠ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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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011077)을 제출하여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동 법률

안은 데이터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를 

도모하고,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데이터의 형식과 표준화 도모 및 데이터의 국가 인증제 등 도입과 데

이터의 활용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센터’, ‘서울시 데이터활용 분석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

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구축을 목표로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국회입법조사처, 2018b).

<그림 4>에서 살펴보듯이 민간분야의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

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분야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 기술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활용, 유통, 기술 개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그림 4> 빅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민간 및 공공분야

  

이와 같은 정책은 2012년부터 <국가정보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국가정책

으로 시작되었으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이관 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최

근 빅데이터 정책은 주관 기관이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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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만, 다양한 부처와의 조율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합동 

빅데이터 T/F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추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빅데이터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던 행정

안전부와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빅데이터 관련 

부서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관련 상설기구 설립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5> 빅데이터 정책 추진 단계의 변화

이와 같이 공공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양한 부처

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2018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4차 산업혁명위원

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연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

설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  빅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하다. 민간 연계가 필요한데, 특히 공직의 전문화 및 대학 

연계, 데이터직류 신설,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지원 등 각 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

한 윤리적 문제와 분석 방법론 등이 필요하다. 

○  빅데이터의 제도적 정책 변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제’(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와 최근(2018.2.1. 2.2.) 4차 산업혁명위원회 논의 결과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

념 체계를 정비(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익명정보 개념은 

법에 명시하지 않으며, 가명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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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수준을 높이고, 민간 활용 정책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수준 평가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서비스는 주로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 행태(소비 시점, 위치, 업종, 소비자), 이동경로, 통화 지역 및 통화량 등을 통하여 빅데

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의 기초데이터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방대한 

양의 거래정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유데이터를 매개로 한 수익원 창출을 가

능케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정은경 외, 2017).

빅데이터 분석 기업은 정형 및 비정형 등 다양한 빅데이터(특히 소셜데이터 활용)를 수집하

고 다양한 분석 기술과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데이터 마켓’을 통해서 데이터 거래하며,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16년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현황은 <표 5>와 같다. 

사이트

DB 

거래 

및 

유통

DB 

분석서비스
설립 URL 비고

Data Store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2012 www.datastore.or.kr 데이터 오픈마켓

Data Hub

(SKT)
○ ○ 2013 www.bigdatahub.co.kr

통화량 기반 지역별 

이용현황 분석

ODPia

(LG CNS)
○ ○ 2016 www.odpia.org

오픈데이터 제공, 

분석,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 ○ 2011 www.data.go.kr 국가 공공데이터

K-ICT 빅데이터센터 ○ ○ 2014 kbig.kr
공공데이터 및 활용

사례

<표 5> 국내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현황(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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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데이터 마켓은 공공데이터 뿐 아니라 다양한 소셜데이터, 상품데이터 등을 가공

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 분야에도 산업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데이터 품질 정책

2013년 ‘공공데이터 법’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Open Data 

Strategy Council)에서 데이터 품질 관련 정책을 개발,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공되

는 데이터가 표준화된 형식에 의거해서 제공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표준화되지 못한 데이

터들은 이용의 가치가 하락되며,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질적 의미가 상실된다.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 표

준 관리체계의 시급성이 요구되자,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표준관리체계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표준화 체계를 

개발하였으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목록과 개방 표준을 최종 승인하고 자문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데이터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정은경 외, 2017).

구분 주요 역할

모든 공공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

Ÿ 등록대상 개방표준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가공하여 공

공데이터포털 등록 및 현행화

Ÿ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중앙 공통시스템 등 소관 표준 

데이터 등록·관리, 개방 표준 현행화 및 확산

Ÿ (시도 및 시군구) 자체 보유 표준 데이터 정비

Ÿ 시도는 시군구와 동일 데이터 중복 등록 금지 원칙, 단 

시도에서 시군구 표준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 가능한 

경우 행자부와 협의

행정자치부
Ÿ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책 수립

Ÿ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보급 확산 및 점검, 평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Ÿ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개발 및 관리

Ÿ 기관 표준 데이터 등록 심의 등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방표준 전문위)
Ÿ 공공데이터 목록 및 개방 표준 최종 승인, 자문 등

<표 6> 공공데이터 표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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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데이터의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

에 걸쳐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을 유지, 관리하는 일은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데이터 품질관리 모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미시적 관점을 통해 데

이터 품질 관리의 각 요소를 확인하고 요소별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둘

째,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의 성숙도 단계를 정의하고 측정하여 상위 단

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적 관점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의 비용·효과·

위험 모형을 개발하여 각 조직의 상황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데이터 인증기관인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각각 반

영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2.1판’과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모형 1.0판’을 발간하였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1.2판’을 발간하였다.

데이터 인증제란 공공·민간 등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해 한국데이터진흥원 부설 데이터인증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증 제도이다. 이를 통해 데이

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등을 심사·인증하여 범국가적 데이터의 품질을 인증하고자 한

다. 인증 종류는 첫째, 데이터의 데이터 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데이터품질 인증, 둘째, 정

보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데이터 관리수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데이터관리 인증, 셋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데이터보안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에 관

한 데이터 품질 정책은 수차례 개발 되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신용카드사 및 이동

통신사, 데이터마켓 등의 형태로 출현되고 있다.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데이터 융합은 미래 

시대의 주요 산업이 될 것이며, 데이터 품질관리에 다양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의 품

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융합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의 추진 체계는 빅데이터 민관협의체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

책 및 업무 조율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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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유형과 서비스 대상

1. 빅데이터의 유형

빅데이터의 유형은 <표 7>과 같이 내용별 종류에 따라 거래자료, 추적장치자료, 센서자료, 

온라인 활동자료 및 의견자료, 행정자료 등이 있다(이지영, 2015).

원천자료 빅데이터 원자료 활용사례

거래자료

(Transaction data)
신용카드 및 금융, 유통업체 자료

거래통계

물가통계

카드사 데이터

추적장치자료

(Tracking device data)

통신사의 모바일 위치자료

앱기반 GPS 자료

유동인구통계

서비스인구통계

통신사 데이터
센서자료

(Censor data)

위성사진, 도로/기상 등 

센서자료

전력통계

기상정보융합서비스
온라인활동자료

(Online behavior data)

온라인 가격정보

온라인 검색, 등록 정보
물가통계

의견자료

(Opinion data)
트위터 등 공개 SNS 자료 트위터, 페이스북 분석

행정자료

(Administrative data)

공공, 행정자료(납세, 복지, 보건, 

주택 등)
인구통계

<표 7> 빅데이터의 내용별 유형

 

빅데이터 유형은 생성주체,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생산과 가공되는 형식을 말하며, 정형 데

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 RDBMS 데이터 또는 엑셀 등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며, 반정형 데

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한 데이터로 

XML이나 HTML 텍스트, RSS feed 등이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

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 및 이미지, 동영상, 음성데이터와 

같은 미디어 데이터 등이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표 8>은 빅데이터의 생성주체, 데

이터의 유형 및 수집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 18 -

분류기준 빅데이터 유형 종류

생성주체

기계데이터 서버 로그데이터, 센서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사람데이터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게시판 등

관계데이터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데이터 

유형

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 시트 등

비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텍스트 문서, 

이미지/동영상 등

반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

마를 포함하는 데이터- XML, HTML 등

데이터 

수집 방식

내부데이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내부 파일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

외부데이터
웹크롤링 엔진을 통하여 인터넷 링크의 모든 페이지 복사본

을 생성함으로서 데이터를 수집

<표 8> 빅데이터의 생성주체, 데이터 유형, 수집방식의 분류

공공데이터법2)에 있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여,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기계판독

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3) 공공데이터의 관리지침은 데이터의 유형(텍스트, 수

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별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데이터 포맷)을 권고하고 있다.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는 최소요건(데이터의 유형별로 상이한데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PDF가 아니라(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수정, 변환, 추출 등

이 제한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HWP, DOC(X), PPT(X)등의 포맷을 권고하고 있다. 상

위요건으로는 JSON, XML 이 있고, 최상위 요건으로는 RDF로 단계화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

면 활용성이 높은 상위요건 이상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생성,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

간에서의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공공데

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가 요구되고,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

2)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은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
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공개의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는 반면,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의 기계판독 가능한 형
태로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실제로는 확인과 가공이 모두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PDF 포맷의 파일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읽을 수는 있으나 데이터의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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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경건, 2016).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변화를 기반으

로 다중의 저장 공간과 분석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 

다.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 스토리지 및 분석보다는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요소 기술은 <표 

9>와 같이 빅데이터 수집 기술,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 지식시각화기술, 빅데이터 공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이혜진, 김완종, 김혜선, 

2015). 

요소기술 설명 해당기술

빅데이터 

수집

조직 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

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수동 또는 자

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단순 데이

터 확보가 아닌 검색/수집/변환을 통해 정제된 데

이터를 확보하는 기술

- ETL 크롤링 엔진

- 로그 수집기, 센싱

- RSS, Open API 등

빅데이터 

저장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

석하도록 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바로 이용하는 기

술

- 병렬 DBMS

- 하둡(Hadoop), NoSQL

빅데이터 

처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저장·수집·관리·유통·분석을 

처리하는 일련의 기술

- 실시간 처리

- 분산 병렬 처리

- 인·메모리 처리

- 인·데이터베이스 처리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비즈니스 

등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 여러 영역에서 

활용해온 기술

- 통계분석

- 데이터/텍스트 마이닝

- 예측 분석, 최적화

- 평판 분석

-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기술로 빅데이터는 기

존의 단순 선형적 구조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힘들

기 때문에 개발이 필수적인 기술

- 편집 기술

- 정보 시각화 기술

- 시각화 도구
빅데이터 

공유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 멀티 테넌트 데이터 공유

- 협업 필터링

<표 9> 빅데이터 요소 기술



- 20 -

2. 도서관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가치 및 내용

도서관 빅데이터의 유용성은 근거기반 경영(Evidence-Based Management: 도서관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실용적 시각으로 근거를 활용)을 적용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연구 전략이다. 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의 가치는 업무의 효율성, 혁신, 창조, 서비스 향상이

다. 업무의 운영 효율성에서 오는 자원분배의 정책 의제 근거 및 비용 절감과 혁신과 창조를 

위한 새로운 요구의 발견 및 다양성 도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가져온다. 더불어 데이

터의 정확성과 정책적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의 신뢰성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는 의사결정 전략이 필

요하며, 목적 설정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이 전제되어야 한다(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 

도서관 빅데이터의 유형을 생성주체,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라 <표 10>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유형 데이터 내용

도서관 

데이터

정형 데이터

장서 목록,  이용자 등록 건수, 대출 건수

희망도서 목록, 수서 목록

방문자 수, 로그인 및 다운로드 건수

반정형데이터

국가도서관 통계 (공공, 대학, 학교 등)

도서관 운영 평가, 도서관 가공 데이터 (빅데이터 

서비스, 정보나루 등)
도서관 이용 결과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공공도서관 향유, 가치 등)

도서관 서비스 인력 관련 데이터

도서관 관련 타 분야 데이터(독서실태조사 등)

비정형데이터
도서관 장서 서평, 도서관 SNS 데이터, 검색어 

건수 및 검색어 텍스트

공공 데이터
국가통계(KOSIS), 인구통계, 교육통계, 지역사회 

통계 등

기타 데이터 온라인 서점 데이터, 다양한 SNS 데이터 등

<표 10> 도서관 데이터의 종류 및 내용

<출처>최희윤, 이재윤, 김완종(2016). 빅데이터 기반 국가도서관 대시보드 구축전략(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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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요소 및 대상

빅데이터 처리과정은 데이터 수집과 통합, 데이터 저장과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의 

가시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요소 기술은 <표 11>과 같다(기술과 가치, 2014).

구분 내용

데이터 수집/통합

새로운 데이터 생성, 네트워크에 산재해 있는 외부 데이터의 수집. 

내외부 이종 데이터 통합 등 데이터의 형태와 소재에 무관하게 데

이터를 확보하는 기술

데이터 저장/관리
대용량의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분

산컴퓨팅 기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에 내재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규모 통계처

리, 데이터 마이닝, 그래프 마이닝 등의 분석방법임.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층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의 가시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축적으로 표시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인

포그래믹 기술로 구성

<표 11>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과정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도서관 정책관련자(도서관 내외부 전문

가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도서관 사서, 도서관 이용자(일반 시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도서관 정책 관련 의사결정자 및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 사서 도서관 업무 수행 담당자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서비스 이용 수혜자

<표 12> 빅데이터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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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도서관 빅데이터 추진활용사례 및 시사점 도출

1. 경기도 성남시 빅데이터 분석 사례

경기도 성남시의 도서관 빅데이터ﾠ분석은 성남시 총 3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실시되었다. 빅데이터 분석 목적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정책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 데이터

는 도서관 증축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도서관 방문객 활성화 방안과 정보열람 

이용 현황 도서관의 장서보유 분석을 통해 향후의 장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32개 개별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정보, 장서 대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

람실의 예약 현황과 시간대별 사용 현황, 도서관자동화시스템(LAS)에서 장서의 서지현황과 이

용자의 대출현황 등을 근거로 장서대출 현황 및 제반 환경을 각 도서관별로 조사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은 <표 13>과 같다.

 

데이터 

수집 대상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수집 기간

· 열람실별 시간대별 

사용 현황 데이터

· 열람실 예약 현황 

분석(웹 예약)

크롤링으로 수집

- 열람식 예약 현황

- 열람자 예약 현황

웹 로그분석

SW ebrother web 

Nibbler이용

2014.10.1-

11.30 (2개월)

· 장서대출 현황

- 대출서지 정보

 (도서명, 분류, 키워드)

- 대출자 정보

 (연령, 성별, 소속)

LAS DB 장서대출 및 이

용자 현황 수집 2014. 7.1-

10.19 (4개월)

· 환경 분석
검색 포털의 비정형 및 

정형데이터 수집

분석데이터와 고교별 학

교 순위, 포털 검색결과 

등 상호관계 분석

<표 1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주요 분석 문항은 다음과 같다.

Ÿ 열람실 이용정보 분석ﾠ
 - 열람실의 주 이용 시간대는 언제인가?ﾠ
 - 대기자 수는 몇 명인가?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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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많은 대기자 수가 기록된 일자의 외부 특별 요인은 무엇인가?ﾠ
 - 각 도서관의 열람실 별 최대/최소 대기자 수는 몇 명인가?ﾠ

 
Ÿ 장서 대여현황 분석ﾠ

- 어떤 분야의 장서가 가장 많이 대출되는가?ﾠ
- 가장 많이 대여된 장서의 보유 키워드는 무엇인가?ﾠ
- 장서대여 현황과 외부 요인 (시험 기간, 아시안게임 등)과의 관계는?ﾠ
- 연령대별 가장 많이 대출된 장서의 분야는?ﾠ
- 동기간 가장 많이 대출된 장서의 분야 및 키워드와 포털에서의 검색키워드와 관계는?ﾠ

성남시 도서관 32개관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운영 방안

성남시 중에서 열람실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판교와 분당이다. 주요 시간(평일 15시-21시, 

주말 9시-21시)에 대부분 100% 초과하고 있는 반면 운중도서관의 경우는 43.8%이므로 운

중도서관에 대한 이용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성남 중앙도서관의 경우에 10월 9일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이 기간이 인근 고교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지역도서관이 관내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수능 날에는 열람실 이용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열람실 대기자 정보 분석에 의하면 평균 12%의 부족률을 보임에 따라, 열람실 좌

석 이용 주기를 줄이거나 좌석 증축 등의 의사결정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노트북전

용실이 가장 먼저 소진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언

하였다.

  (2) 장서보유 및 구입 방향

대출 횟수 순위 1위는 ‘오만과 편견’ 등 상위권 장서는 대부분 세계명작도서이다. ‘메이

플스토리’ 등은 대출 횟수가 매우 높지만 각 권이 분리되어 집계된 결과이다. 도서관의 외

부요인(아시안 게임, 중고교 시험)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트렌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

하였으나 (체육이나 운동 등) 장서의 트렌드 영향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영화 

출시, 노벨문학상 등의 외부 요인에 도서와 관련된 이슈들에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린이도서와 어린이교육도서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대의 자기개발서도 선호도가 

높음이 밝혀졌다. 성남 관내에서는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다(분당, 판교-세계문학, 어린이, 

구미, 운중, 수정-성인도서 등). 이러한 원인으로는 도서관 주변 인구통계를 살펴본 결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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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판교도서관 주변이 30세 미만 비율이 타 도서관에 비하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 방문객에 맞게 32개관의 개별적인 장서 구입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장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데이터는 도서관 운영의 의사결정에도 활용됨과 동시에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위하

여,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DB화하여 Open API 제공 및 파일 형태로 데

이터를 제공하여 도서관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열람이용현황, 장서 현

황) 공개하였다.

¡ 소결

성남시의 도서관 상위권 장서는 대부분 세계명작도서임을 알 수 있었고, 노벨문학상, 베

스트셀러, 영화 출시 등의 도서와 관련된 이슈들이 대두될 때는 장서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테마별로 장서추천이 이루어진다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서관의 주제별 대출 유형이 다름이 나타났다. 따라서 주변 

인구통계나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 장서개발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열람

실 이용에 있어서는 분당, 판교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비하여 열람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

났으며, 열람실의 노트북실의 대기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열람실 증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남시의 장서, 대출, 지역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장서의 이용과 열람실의 이용데이터로 도서관의 의사결정 및 

장서개발 정책에 근거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사례

서울시 성북문화재단은 도서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2015년도에 성북구의 전체 9개 도서

관의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배경에는 도서관이 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

은 '지역 공공 문화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현황 분석이 부

족한 실정이므로 데이터를 근거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도서관의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

터를 통합 분석하여 지역 문화시설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북구의 지역을 세분화 시켜 공간정보 gCRM

(지리정보기반 고객관계관리)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성북구의 9개 도서관은 <그림 6>과 같다.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 정보도서관, 

해오름 도서관, 종암동 새날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달빚마루도서

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이다. 성북구의 지역 위치에 따른 도서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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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북구 분석대상 9개 공공도서관

가. 분석 데이터 범위

도서관 내부와 외부(인구, 가구, 주택 등)데이터를 통합하여 약 1,20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행정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였다. 민간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던 gCRM(지리정보기반 고객관

계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소지역별 도서관 이용률, 이용패턴, 서비스 취약지역을 판별하였다. 

외부데이터의 분석 활용 자료로는 15년치의 (1995년-2014년)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도서관의 데이터는 서지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에 등록한 회원 225,409명, 보유 장서 

521,918권,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열람실 이용 데이터 286,898건, 2006년부터의 문화프로

그램 63,607건, 2012년부터의 책드림서비스 357,132건, 2014년부터 무인대출기 84,310건이

다. 이용자 및 서지 데이터의 정제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등록회원 총 225,409명 

중에서 도서관 등록 이용자 주소 정제 및 도서 대출 이력과 대출자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 정

제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서 대출 1회 이상인 회원을 대출 이용자 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총 

134,156명이 그 대상이 되었다. 도서 대출이력 10,032,028건 중에서 대출자 정보와 도서 정

보가 정확하게 대출된 9,345,298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7> 참조).



- 26 -

<그림 7> 도서관 분석 데이터 (서지, 이용자, 대출데이터)

나. 성북구 인구 추이 변화 분석

전국의 인구는 1995~2014년 사이에 성장세였으며, 서울인구는 안정세였으나, 반면 성북구 

인구는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성북구의 인구 중 '60~7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

하였으며, '10세 미만' 인구는 1995년 6만 명에서 2014년 4만 명으로 약 36% 감소하였고, 

'20대' 인구는 1995년 11만 명에서 2014년 6만 명으로 약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대비 2014년 성북구의 연령대별 인구 증감률은 '30대 이하' 인구에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

이는데, 이는 전국과 서울시의 감소추세와 유사하다. '10세 미만' 인구는 1995~2010년 사이에 

서울시의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2014년 사이 서울시(-8%) 보다 더 큰 감소율

(-14%)을 기록했는데 이는 취학 전후 어린이를 양육하는 30대 인구의 감소와 상관성이 높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20년 동안, 성북구의 인구구조는 '10세 미만' -4.0%p, '10대' 

-4.9%p, '20대' -9.3%p, '30대' - 2.0%p, '40대' 4.7%p, '50대' 4.9%p, '60대' 4.8%p, '70

세 이상' 5.8%p의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성북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

은 지역', '20~30대가 거주하고 싶은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2010년과 2014년 연령대별 도서대출 비중을 비교해 보면, 40대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성북구 전체 도서관의 정책은 이와 같은 인구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

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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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대별 도서대출 비교

다. 도서관 증가의 효용성 평가

성북구는 도서관 정책을 제1기(2002-2009년)와 제2기(2010-2014)로 구분한다, 정량적 변화

를 살펴보면, 제1기에는 3개의 도서관 40만 장서와 9천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했고, 제2기에

는 도서관 수가 2배, 보유장서 46%, 시설 면적 31%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제1기 동안 연

평균 대출이용자는 2만 1882명, 도서대출 49만권이며, 연평균 이용자별 대출권수는 22.4권이

었으나 제2기에는 연평균 대출자는 88%, 대출권수는 101%, 대출회원 1인당 평균 이용권수는 

7.2%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도서관의 증가가 이용자의 대출증가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라. 지역별 도서 이용률 분석

성북구 도서대출 분포를 지리정보를 통해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아파트 단지 분포 밀집도의 패턴에 따라서 도서대출 분포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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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성북구 지역별 도서대출 분포도

행정동별 연평균 도서대출을 보면, 종암동, 길음1동, 돈암 2동은 높은 편이고 보문동, 안암

동, 장위동은 낮은 편이다. 인구 100명당 연평균 도서대출은 돈암 2동이 98.7권으로 가장 높

고 보문동이 6.8건으로 가장 낮다.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위동, 보문동의 

경우에 도서관 확충이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 현재 성북구가 장위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이다. 

<그림 10> 성북구 행정동별 연평균 도서대출 건수  

마. 도서관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의 의미

도서관 내·외부 빅데이터의 통합 분석은 객관적 정책실행의 근거를 제공한다. 도서관 내부 

데이터만을 분석할 때는 도서관 외부의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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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실태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인구, 가구, 주택, 소비, 유동인구 등)과 통합적으로 분석할 

때 과학적인 진단과 객관적 처방에 효과적이다. <그림 11>의 (가)는 인구데이터(외부 데이터)

를 근거로 인구밀도를 시각화한 것이고 (나)는 도서대출(내부 데이터)를 위치별 분포도로 표현

한 것인데 인구밀도에 비해 A,B,C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 비중이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가)와 (나)의 공간별 교차 분석을 통해서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

터’와 ‘분석’을 통합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성북구 인구밀도 대비 도서대출 분포도

이와 같이 성북구는 데이터를 근거로 성북구 내의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세부 구역으로 나누어 각 세부 지역에 맞는 특성을 추출하여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과 

동시에 도서관 이용이 취약한 부분의 이유와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지리분석을 근거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가시적 분석이 가능함과 동시에 지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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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과 빅데이터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림 12>와 같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통

합정보시스템(KOLIS),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 공유 및 자료관리시스템,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DCMS), 작은도서

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 책이음서비스, 상호대차시스템(책바다)가 대표적이

다.  

<그림 12>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KOLIS-NET)과 책이음서비스가 있으며, 201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KISTI의 연구개발을 

거쳐 201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서비스가 있다. 

KOLIS—NET과 책이음서비스는 개별 도서관의 LAS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KOLIS-NET과 

책이음으로 직접 수집되어 통합되고 있으며, KISTI가 개발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별도의 회원

도서관을 모집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DB를 통합하여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통합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통합이 이원화되어 운용된

다. 

2017년도에 빅데이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데이터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통

합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7)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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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내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그룹별 FGI를 진행하여 최종 

이슈도출과 실행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업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통합수

집체계의 역할 정의 및 사업운영 체계 마련, 사업간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다

양한 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마련,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및 통합수집 모듈 

마련,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의 10가지 실행아

이템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통합수집체계의 역할과 향후 사업방향 수립 ②통합수

집 방안 마련 ③장애처리 프로세스 효율화 ④통합수집 시 참여도서관 참여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⑤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개선 ⑥이기종 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마련 ⑦자료

관리시스템 표준화 등 개발정책 수립 ⑧통합수집모듈 개발 ⑨메타데이터 표준화 ⑩장기적인 

안목의 데이터 수집 방안 수립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합수집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인데, 

특정한 서비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이라기보다는 시

스템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다. 특히 통합 수집 방안을 <그림 

14>와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LAS와 빅데이터 데이터를 통합 수집한 후 사업별로 

전달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사업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 데이터베이스에 재저장하

고 신규 사업들은 통합수집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셋째, 현재의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2)안과 (3)안은 단기간에 많은 비용과 

노력 없이 시행할 수는 있으나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 효용성이 다소 떨어

진다. 반면 (1)안은 기술적 구현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빅데이터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가

장 합리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림 13>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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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빅데이터 통합수집방안

 

이 연구에서 빅데이터의 시스템적 통합 구축 제안한 방안이 있지만 그 통합수집체계를 도입

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내부관계자의 합의 도출이다. 각 사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업현황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참여도

서관의 경우에 통합 수집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어야 정보제공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

문에 참여도서관을 의사결정 부분에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셋째, 통합수집체계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사업 뿐 아니라 타 기관의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의 경우에 참여도서관에서는 중복적인 일을 빅데이터 사업에서 처리되어주길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요구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

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통합과 수집 방안을 기술적으로 해

결하기 이전에 빅데이터 사업과 서비스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 내외 성과의 목표가 상이한 경우에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부서간의 데이터의 내용과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체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통합을 위해서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의

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경우에 공공도서관이 

중복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통계, 도서관운영평가 등의 단위도서관에

서 수행하는 동일 업무에 대한 일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관사업기

관은 외부 사업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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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도의 성남시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서 도서관의 운영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분석 

시도는 도서관 통계 분석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도서관 정책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전환시키면

서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이 분석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인 데이

터 수집, 분석에 대한 계획(Who, Why, When, What, 협력체계 등),ﾠ산출되는 데이터의 품

질, 데이터 표준화, 수집 과정의 시스템 안정성 등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분석 데이터는 외

부의 유관 데이터와 연계하여 정책, 산업,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서 이용 및 지역사회 분석 데이터는 도서관 유관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산업 창출인 서지, 

이용 데이터 활용하여 출판 동향, 장서 개발, 장서 추천, 문화프로그램 분석 등이 가능하다. 

외부자원 중에서 도서관 내부 정보와 연계하여 분석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서울

시에서 웹으로 제공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들 수 있다(https://data.seoul.go.kr/). 인구, 

가구, 산업, 경제 및 교육환경 정보 등 서울시의 자치구 혹은 동별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데 도서관 내부 데이터 뿐 아니라 외부적인 지역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세부적인 지역별 특성 

추출과 더불어 이용자를 그룹별로 세그먼트로 구분하여 지역과 이용자의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동은 도서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향 분석을 통해, 도서관 운영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대표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 국가도서관별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배경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기초, 광역, 국가 단위)의 도

서관의 정책 결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며, 도서관 운영 방향 개선 및 서비스 개발에 기

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빅데이터 회원기관을 모집

하여 솔로몬, 도서관 정보나루, Open API서비스, 통계지원서비스인 Radar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수집과 분석을 논

의하기 이전에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협의가 요구되며, 공공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야 하는 국가도서관통계, 도서관 운영평가 등의 단위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동일 업무에 대한 

중복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업무 조직 및 정책적 토

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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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외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사례 연구

도서관 빅데이터의 해외 사례 연구는 최근에 빅데이터 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다(기술과 

가치, 2014; 정은경, 이정연, 최형욱, 김나연, 2017; 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 송민, 

2014).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 싱가포르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노

스캐롤라이나의 대시보드 서비스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가. 미국

(1)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통합 서비스(DPLA)

- 미국 내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의 디지털 자료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 40개의 디지털 도서관 및 일부 지역 역사 협회, 박물관, 도서관 등의 자료가 이미 통

합, 파일럿 서비스 허브와 함께 대규모 컨텐츠 허브가 국립 도서관에 메타 데이터를 공

급할 예정

(2) CommunityConnect 

- 도서관 분야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도서관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함(Civic Technology 회사에서 개발)

- 도서관 운영자가 지역의 요구와 효과적인 조직의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웹 소프트웨어 솔루션

- 제공서비스 (<표 14>)

서비스 종류 내용

Discover와 Insight
Discover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이용 데이터와 지역의 시장 세분
화, 인구 통계, 소비자 지출 및 기타 지역 사회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서관 서비스 개발 지원

Insight
세분화된 영역별로 인구, 고객, 비이용고객, 주이용고객, 
최근 대출 건수, 잠재적 성장 가능성 등을 제시

Dashboard
결과 추적, 주요 성과 지표(KPI), 표준 및 맞춤형의 풍
부한 보고서와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표 14> 커뮤니티 커넥트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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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oLib Project,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미국 내의 공공도서관의 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개별 공공도서관 시스템

과 지역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4) 국가 공공데이터 Data.gov

- 목표: 미국 연방 정부 데이터를 보관하고 데이터 세트에 대한 공용 접근을 개선하는 것

- 주요과제: 지형 데이터 및 서비스의 대규모 저장소인 지형 공간 원 스톱, 건강, 에너지 

및 비즈니스 등의 핵심 주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데이터의 배포, 도전 과제 

- 데이터 분류: 주제, 사용자태그, 데이터 세트 유형, 기관 유형

- 데이터 메타데이터: 제목, 데이터 설명, 주제, 발행자, 고유 식별자, 날짜, 접근 및 이용

정보, 다운로드 및 출처, 메타데이터 출처, 기타 부가적인 메타데이터

(5) LibraryThing

- 인터넷 상의 서적애호가 및 수집가들이 개인 장서 목록을 작성

- 유사한 취향의 이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목록 기반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 개인 장서를 목록화, reading lists, wish lists 등을 등록

- 자신과 취향이 같은 이용자들과 책장 정보를 공유

-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주제/저자/서명 등을 통하여 검색 가능. MARC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자신의 소장목록을 계속 유지 확장

- LC, Canadian National Catalogue, Yale University library, 40개 이상 연구도서관 

및 Amazon 등의 데이터 활용

(6) OCLC 도서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 도서관 분야에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의 도입을 시도한 대표적 기관으로서 중앙

센터에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를 통해서 생산된 결과물을 회원도서관에 제공

- OCLC는 소규모 도서관을 위해 “OCLC WSSL(Website for Small Libraries)”클라우

드 서비스 공개

- Amazon, Google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도서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새로운 도서관시스템 구현으로 웹 기반의 정보의 유통, 출판, 

전자자원의 수서, 라이선스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도서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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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1) 영국 국립 도서관(The British Library) 

- 구글과 협약을 맺고 도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영국 국립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중 25만 권의 책을 디지털 도서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됨

- 1700년 ~ 1870년 발간된 25만권의 중세 고문서를 공통으로 디지털화

- Google Books 웹사이트에서 주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도서 열람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매처도 연동돼 원하는 도서를 손쉽게 구매 가능

(2) 영국 Library Impact Data Project

- 영국 JISC 지원하에 영국 Huddersfield 대학이 6개월에 걸쳐서 프로젝트 수행

- 목적: 도서관 이용과 학생의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

- 영국 8개 대학 33,074명을 대상으로 전자자원 이용률, 도서대출율, 도서관 방문 통계 

분석을 통해 도서관 이용과 대학생 학력과의 관계를 조사

- 정보자원의 이용과 학위와의 관계에 의미 있는 결과 도출

(3) 영국 vizLib 프로젝트(도서관 이용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

- 영국 레스터셔 주에 있는 54개 도서관 45만 건의 대출기록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용자 

거주 지역, 도서관 규모, 지리조건 등이 도서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데이터는 시각화,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색이나 크기 변경, 이용자 이동거리 알 수 있는 

지도 소개

(4) Knowledge Quarter

-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연구, 고등 교육, 과학, 에술, 문화 및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모든 지식을 수집, 관리, 서비스하는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 목표: 21세기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과 비즈니스 허브로 기능하는 것

- Advocacy and communications: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 개

발 향상

- Knowledge exchange: 지식 교환을 촉진하고 개방성, 협업, 네트워킹 및 효율성 제고

를 위한 기회 제공

- Community engagement: 자원 및 컬렉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참여 

기회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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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내용

Knowledge Bank

Ÿ 온라인 플랫폼

Ÿ Knowledge Quater 직원이 공유된 기술과 관

심 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 포함

Cross Sector Collaboration work-

shop

Ÿ 목적 : 다른 경험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방식을 

탐구하여 정교화 하는 것

Ÿ 참가자에게 협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도와줌

<표 15> 영국 Knowledge Quarter의 주요 서비스 

다. 유럽

(1) 유럽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Europeana)

- 유럽 연합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로써 현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추진

- 도서를 스캔 버전인 전자도서로 공급하는 구글 북스와 달리 대영 박물관, 루브르 박물

관, 프랑스 국립 도서관 등 유럽 연합 내 1,000여개의 도서관과 전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음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

- 이용자 분류: 일반 사용자, 학교 학생, 학계 학자, 전문 연구원, 전문 사용자

- 데이터 분류: Collection을 주제, 데이터 유형, 사용권한, 제공국가, 언어, 수집기관, 소

장기관으로 나누어 분류

- 유로피아나 메타데이터: 제목, 설명, 제작자, 분류, 속성, 시간, 출처, 참고 민 연계, 지

역, 유사 아이템, 이용, SNS 공유, 다운로드, 색상 검색 등

- 기타 서비스: 분류별 데이터의 브라우징 및 검색, 색상별 분류 브라우징 등

- 유로피아나에서는 로그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턴 파악

- 유로피아나에서는 모바일과 PC의 이용자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턴 파악

- 도서관의 이용형태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분석함으로서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관 

이용행태를 정확하게 파악 가능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http://www.oba.nl/)

- 자료 검색에 정보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관련된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

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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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Board(NLB))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NLB에서는 싱가포르의 모든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결정한다. 

NLB는 공공도서관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도서관 운영과 정책에 반영한다.

○ Descriptive Analytics: Knowing your customers

: NLB는 인구와 인구증가 지역이 바뀌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증축을 고려하기 위해서  

현 상황의 파악을 위해 현재의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분석

- 2012년도 후반에 NLB는 전문 지리 공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SLA(Singapore 

Land Authority)와 협력하여 사용자들에 관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

○ Predictive Analytics: Supporting Procurement Decisions

: 예측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Demand Analysis(DA)를 사용해서 기술 분석에서 더 나

아가 과거 데이터, 규칙, 알고리즘과 다른 데이터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미래 결

과를 예측

○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백만 개가 넘는 장서 타이틀과 3천만 건 넘는 대출기

록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대출 추적과 책의 서지기록을 분석하고 서명에 연결하여 

2009년에 추천서비스를 구축

○ 비정형화된 데이터 분석 추천서비스

: NLB에 있는 전자백과사전 및 전자원문 장서를 기반으로 사서 추천과 자동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개발

2. 대시보드 서비스

대시보드 서비스는 데이터의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집약해 놓은 화면으로, 운영 현

황 및 서비스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별 도서관 뿐 아니라, 지방 자

치 구역별로 도서관에서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

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사례 제시 및 North Carolina 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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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lsborough County Public Library

- 도서관의 현황(input), 서비스(process), 산출(output) 데이터를 모두 대시보드로 제

시

- 도서관의 결과(outcome)도 제시하고 있으며 가치(value)를 산출할 수 있는 value 

calculator를 같은 공간에 제공하여 도서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Traverse지역 공공도서관 (https://www.tadl.org/stats/)

-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통합 결과 및 도서관 개별 데이터를 각각 볼 수 있음

- 도서관 운영현황을 대시보드화 함

○ Ball State 대학도서관(http://www.bsu.edu/libraries/dashboard/public.php)

- 도서관 현황 데이터가 제공됨

-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및 추가적인 상세 데이터가 제시됨

○ Regent 대학도서관(http://www.regent.edu/lib/dashboard/home.cfm)

- 도서관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 제시된 통계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 전년도 대비 수치가 상승되었을 경우와 하락할 경우 표시되는 이미지가 다름

○ Grand Valley 주립대학도서관

- 도서관의 현재 현황을 알려주는 단순한 대시보드

- 복잡한 차트나 그림 없이 색상으로 제시

- 정상적인 서비스, 잠시 중단된 서비스 등을 한 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직관적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함

○ Europeana

- Europeana는 각종 이용 통계를 대시보드로 제시

- 첫 페이지: 총 데이터 페이지 뷰 건 수, 상위 25위의 이용 컬렉션, 상위 10위의 이용 

국가 게시

- 첫 화면에 총 이용량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여줌

- 총 이용량: 뷰 건 수와 클릭 건 수 구별

- 전년 대비 이용량 증가 시 및 하락 시 색상을 구별해서 제시

- 매년, 매월, 국가별, 기관별, 컬렉션 별로 이용량을 대시보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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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LS

- Explore Library Systems: 통합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 수준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에 관한 정보

- Explore Library Outlets: 중앙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이 포함된 개별 도서관에 관

한 정보

- Look up FSCS IDs: 연방 및 주 협력시스템 ID 및 도서관 지원금과 같은 프로그램

을 얻기 위한 정보

- Explore State Profiles: 인구, 도서관과 사서 수, 예산, 장서량 등과 같은 핵심 지표

를 주 단위로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함

○ PLA metrics

- PLDS를 통해 수집된 통계 데이터 포털 서비스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북미 공공

도서관 데이터, 2000년에서 2012년까지 IMLS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

- 공공도서관의 경영 및 정책 결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치 및 기술, 도서관 정보, 

재정 정보 등을 제공한다.

○ ACRLmetrics

- 목적: 대학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통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

으로 전략적인 계획, 지원, 예산, 벤치마킹, 추이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것

- 7개 영역의 58개의 조사 질문에 기반 하여 수집된 광범위한 데이터로 캐나다 지역 

및 소규모 기관을 제외하고 2009년 1448개 기관의 데이터가 수록

○ 인포그래픽

- LibQual+의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재 디자인해서 보여준 경우

- Joan Weill Adirondack Library. Paul Smith's College

<https://librariandesignshare.org/2013/03/15/libqual-inforgraphic-data-reimag

ines/>

○ North Carolnina 공공도서관 대시보드 

- NC 도서관의 데이터 서비스는 NC 도서관 및 NC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단일하게 혹은 매쉬업하여 제공함

- Data, Reports, Advocacy, Tools 네 영역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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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Data

North Carolina 대시보드
Ÿ PLDS 기반으로 수집된 도서관 데이터

Ÿ Census 데이터에 기초한 사회경제 데이터

North Carolina 도서관

도서관 운영 일반, 장서, 참고서비스, 대출, 프

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인터넷, 지역주민의 경

제 상황, 1km 당 서비스, 이용, 예산, 예산 대

비 성과 및 운영

North Carolina 지역사회

군 복무 인구, 학력 별 인구, 언어 별 인구, 인

종 별 인구, 경제 상황 별 인구, 연령 별 인구, 

어린이 인구, 빈곤 어린이, 일반 인구 수

Reports

Ÿ 주 차원 혹은 연방 차원의 도서관 관련 프

로젝트로 생산된 주요 보고서들을 수집

Ÿ 주로 일상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통해 생산하

기 어려운 평가, 영향력, 가치 측정 관련한 

프로젝트와 이에 생산된 보고서

Advocacy

Ÿ NC 도서관 홍보 안내자료, Snapshot 등

Ÿ 타 도서관 자료 수록하여 참고 활용

Ÿ ALA, PLA 등에서 제공하는 과련 툴 수록

tools
데이터 가공, 처리, 시각화에 필요한 유료 및 

무료 소프트웨어, 대행사 사이트 등 정보 제공

<표 16> North Carolina 대시보드

- North Carolina 대시보드는 경제적, 교육적, 언어, 인종 등으로 지역사회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의 데이터 항목을 상세히 제시한다. 

- 정보전달과 도서관 마케팅을 위하여 인포그래픽스로 지역사회 각종지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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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North Carolina 도서관 대시보드

  

노스 캐롤라이나의 데이터와 통계는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도서관 데이터, 지역사

회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대시보드의 메뉴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16> 도서관 및 지역 커뮤니티 데이터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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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노스캐롤라이나 공공도서관 대시보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대시보드에 나타나 있다. 단위 도서

관별로 공공도서관의 관할 인구 및 연간 개관시간, 장서 수(인쇄, 음성, 비디오, 연속간행물), 

참고장서 수, 인구대비 전문 전문사서 등이 주요 지표이다.

<그림 18>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공공도서관 이용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 노스캐롤라이나 공공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보고서 및 공공도서관 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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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도서관을 알리는 마케팅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 개별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아 도서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4-2015년도의 PLS(공공도

서관서비스) 데이터를 근거로 도서관이 어린이 리터러시, 컴퓨터 기술 및 커뮤니티 및 지역사

회의 인적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인포그래픽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9> 도서관 마케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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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서관분야 빅데이터 사업현황 분석 및 서비스 모형연구

제1절 기존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현황 분석 및 후속 서비스 모형 연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전체 구조를 요약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도는 <그림 

20>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그림 20>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도

구성도에 구현되어 있는 작업의 내용과 흐름도를 보면, 데이터는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

서관의 데이터, 서점판매데이터, 공공데이터가 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전처리 시스템(형태소 분석기, 중복처리기, 이상데이터 감지 알고리즘 등)에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친 후, 저장 인프라(Hadoop, RDBMS 등)에 저장되며, 통계분석(R),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등의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된다. 분석된 결과와 데이터는 최종이용자

의 이용목적에 따라 설계된 각종 활용 플랫폼, 즉 솔로몬, 도서관정보나루, Radar 등을 통해 

공개, 제공된다. 한편 사업주관팀인 KISTI는 데이터 수집현황 확인,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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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인, 접속현황 통계 축적 등의 역할을 한다. 

1. 데이터 수집 현황 분석 및 확대 방안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서관은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서지, 이용자, 대출

데이터를 원격접속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과 KISTI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도서관 선정은 과

거데이터 제공기간, 데이터 제공주기, 유사시 DB접근 권한, 데이터 공개 여부, 과거데이터 제

공 여부 등 정량 지표로 개발선정기준을 삼아 참여신청 도서관을 선정한다. 2018년 8월 현재 

광역시도별 회원도서관 현황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빅데이터 사업 참여 회원 기관 현황 

2017년 현재 전국 총 1,042개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빅데이터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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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참여도서관 수 전국 공공도서관 수 참여비율(%)

서울 117 160 73.1
부산 21 40 52.5
대구 28 36 77.8
인천 14 48 29.2
광주 10 23 43.5
대전 24 24 100.0
울산 12 18 66.7
세종 2 5 40.0
경기 176 250 70.4
강원 23 56 41.1
충남 19 59 32.2
충북 36 45 80.0
경남 27 67 40.3
경북 16 65 24.6
전남 35 67 52.2
전북 22 58 37.9
제주 15 21 71.4
합계 597 1,042 57.3

<표 17> 전국 공공도서관 참여 현황

가. 수집 데이터 유형 분석

<표 18>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과 내용, 그리고 현

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의 수집여부를 보여준다(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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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데이터 내   용 수집여부

도
서
관 
데
이
터

정형 데이터
장서목록,  이용자 등록 건수, 대출 건수 O
희망도서 목록, 수서 목록 X 
방문자 수, 로그인 및 다운로드 건수 X 

반정형데이터

국가도서관 통계 (공공, 대학, 학교 등) X 
도서관운영평가  X 
도서관 가공 데이터(빅데이터서비스, 정보나루 등) O
도서관이용결과데이터(이용자만족도,공공도서관향유,가
치,서비스품질평가등):도서관관련 연구데이터 X 

도서관 서비스 인력 관련 데이터 X 
도서관 관련 타 분야 데이터(독서실태조사 등) X 

비정형데이터 서평, 도서관 SNS 데이터, 검색어 건수 및 검색어 로그 X 

공공 데이터 국가통계(KOSIS), 인구통계, 교육통계, 지역사회 통계 등 X 
기타 데이터 온라인 서점 데이터, 다양한 SNS 데이터 등 X 

<표 18>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가능 데이터 유형 및 수집 여부

(출처: 최희윤, 이재윤, 김완종(2016). p.16의 도표를 수정함)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현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유

형은 도서관 내부 정형데이터 중, 장서, 이용자, 대출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다. 사업팀은 회원

도서관으로부터 이 세 유형의 데이터를 <표 19>에 나타난 항목을 수집하고 있다.  

유 형 수집 항목
서지 데이터 도서관 소장 중인 단행본 전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암호화된 이용자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직장) 우편번호, 대출기록

대출 데이터 장서별 대출기록, 이용자별 대출기록 등

<표 19> 수집 데이터 유형별 수집 항목

(1) 서지데이터

<표 20>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소장 서지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 준다. 각 도서관에서 수

집한 서지데이터들을 같은 종의 도서끼리 통합할 때 사용하는 기본키는 ISBN값이다. 서지

데이터 중 ISBN이 없는 경우, 제목, 저자, 권, 출판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일치하면 

ISBN을 보정하게 된다.  

- 49 -

가. 단행본 종 정보

컬럼 명 자료유형 길이 설명
레코드 KEY NUMBER [PK][Unique]레코드KEY
KDC VARCHAR2 44
KDC VARCHAR2 30
입력일자 DATE
수정일자 DATE
MARC LONG

나. 단행본 책 정보

컬럼명 자료유형 길이 설명
레코드 KEY NUMBER [PK][Unique]레코드KEY
종정보 KEY NUMBER
대표책 여부 CHAR 1
등록번호 CHAR 12
수입구분 CHAR 1
관리구분 CHAR 2
매체구분 CHAR 2
이용제한구분 CHAR 2
이용대상구분 CHAR 2
저작자 VARCHAR2 4000 저자정보(AUTHOR)
편/권차 VARCHAR2 150 권 정보(VOL)
발행년 VARCHAR2 100 PUBLISH_YEAR
딸림자료 VARCHAR2 100
낱권ISBN VARCHAR2 50 EA_ISBN
낱권ISBN부가기호 VARCHAR2 60
분류기호구분 CHAR 1
분류기호 VARCHAR2 22
도서기호 VARCHAR2 22 별치기호 없을시 추가수집
권책기호 VARCHAR2 100
복본기호 VARCHAR2 22
본표제 VARCHAR2 4000 제목(TITLE)
등록일자 DATE
수정일자 DATE

<표 20> 서지데이터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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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데이터

컬럼 명 자료유형 길이 설명
사용자 Key (자동생성 번호) VARCHAR2 44 암호화 대상 (PK, Rec_Key)
가족 아이디 VARCHAR2 44 암호화 대상
생년 DATE
우편번호(집) VARCHAR2 24
우편번호(근무지) VARCHAR2 24
성별 CHAR 1
회원 가입일 DATE
정보 수정일 DATE
가입 도서관 VARCHAR2 30
회원 등급 VARCHAR2 30

<표 21> 회원데이터 수집 항목

<표 21>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 준다. 공공도서관에서 수집

하는 회원데이터, 즉 이용자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한다. 개인정

보보호법에서 정한 바대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KISTI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이용자 데이터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법

률 자문, 행정안전부 확인을 완료한 상태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데이터 암호

화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은 사용자 key를 암호화하고, 그 외의 정보는 생년, 성별, 거주지

(직장) 우편번호, 대출기록만을 수집하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데이터에서 이

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회원ID나 대출증 바코드 등은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다. 회원 RecKey는 임의의 코드 값으로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되어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DBMS에 저장된다. 

(3) 대출데이터

<표 22>는 현재 수집하는 대출데이터의 구조를 보여 준다. 대출데이터를 통해 소장 장서

별 대출기록과 이용자별 대출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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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View 테이블을 통한 회원 데이터 수집

컬럼 명 자료유형 길이 설명
레코드 KEY NUMBER [PK][Unique]레코드KEY
대출책의 NUMBER
대출자의 NUMBER 암호화 대상, 사용자 아이디
대출형태 CHAR 1
반납형태 CHAR 1
대출일 DATE
반납예정일 DATE
예약일 DATE
예약만료일 DATE
반납일 DATE
대출상태 CHAR 1
관리구분 CHAR 2 도서관코드
대출장소 (관리구분) CHAR 2 도서관코드
반납장소 (관리구분) CHAR 2 도서관코드
대출한곳 VARCHAR2 50
반납한곳 VARCHAR2 50

<표 22> 대출데이터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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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 유형 종합 분석: 유형 확대, 데이터 품질

빅데이터 사업의 데이터 수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도

서관의 소장, 회원, 대출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어 수집 유형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

어 데이터 품질 문제 역시 사업 추진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본 사

업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각 데이터 유형별로 각기 다른 

데이터 품질 문제를 갖고 있었다. 먼저, 소장 서지데이터의 품질문제는 수집과정에서 데이

터 보정작업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하며,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입력된 서지데이터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

보다 키값이 되는 ISBN번호 누락 및 불일치, 청구기호의 일관성 결여, 일관적이지 않은 전

집류 처리방식 등 다양한 문제는 지난한 데이터 전처리작업을 발생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서지데이터 품질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MARC 데이터 입력 업체와 목록사서를 위한 서지데이터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것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 작업은 현재 사업주관팀에서 

2018년 말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회원데이터의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 등 입력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잘못 입력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각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시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부정확한 

이용자 데이터는 도서관 이용자나 대출자의 지역 분포를 파악하는데 부정확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원인이 된다. 도서관 현장에서 업무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가 아님에도 회원ID를 

발급하여 회원으로 취급하는 이상 데이터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출데이터의 품질문제는 도서관에서 수집한 대출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실제 발생한 대출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몇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이

상데이터”로 분류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었

다. 

품질문제로 인해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소장데이터와 대출데이터가 정제되면서 예상치 못

한 문제도 발생한다. 회원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이하 LAS)과 빅데이터 사업의 솔로몬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플랫폼에서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정제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서들이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분석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

는 것이다. 또한 타관의 데이터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도서관들의 경우도 도서관 정보나

루의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을 종종 보였다. 이 역시 솔로몬의 네트워크 라

이브러리와 정보나루에서 분석된 데이터들은 이상데이터를 걸러내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확한 인

식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도서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맞춤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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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지데이터 품질향상은 유용하고 풍부한 부가정보로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개별 도서에 주제 키워드와 대상독자 데이터를 보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현실화 시킬 전략으로는 주제키워드나 이용자대상 등 부가적 서지정보 입력

에 기여한 도서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수집 데이터 확대와 관련

된 방안은 뒤에서 더 상술하였다. 

나. 수집방법 분석

회원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회원도서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데이터 수집 절차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8b), 129쪽 슬라이드 6)

데이터 수집방식은 사업 착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현재 도서관 LAS에서 

Table View방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설계함으로써 참여도서관 모집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었다.  

API 방식은 속도도 느리고 추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재작
년부터 저희는 그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나 교육청 쪽 같은 
경우에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는 하고 싶은데 전산 쪽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KISTI 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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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서 수집된 원데이터는 그 품질향상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제

된다. 예컨대 서지데이터의 경우, 매일 업데이트되는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이하 KOLIS- 

NET)에서 한 번에 가져 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종합목록 구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다. 먼저 개별 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LAS)에서 서지데이터를 

수집한 후, 미비되거나 상충된 서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MARC 데이터를 파

싱한 서지데이터와 온라인서점 알라딘의 도서정보로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수집과 보정 작업은 현재 개별도서관의 서지데이터 품질 문제는 물론 국가서지

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며, 우리나라 도서관 목록업무의 본질적인 문

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 호환문제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도서관리시스

템은 KOLAS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이 KOLAS 이외의 자료관리시스템과 연계될 때 종종 호환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기종간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역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조사

되었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무엇보다 핵심과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의 사서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사업에 시시때때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충

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빅데이터 사업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국가적으로 하는 여러 사업에서 사업마다 매번 새로 데이터를 수집해가므로, 일선도서관

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사업에 중복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참여 도서관 입장에서는 동일 

기관에서 동일 데이터를 별개 시스템으로 중복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발생한다. 보다 양

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타 기관에 유사데이터를 중복 입력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중복업무는 개별도서관의 업무량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킴은 물론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사실 중복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각 
사업 별로 80은 중복되더라도 나머지 20 때문에 또 다…어차피 그럼 따로 따로 또 
수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굳이 이걸 통합하는 게 과연 정말 효율적이냐 ... 
(KISTI 연구원)

사실은 지금 국가도서관통계에도 가장 많이 사서들이 요청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데이터를 연동해서 문체부에서 그 통계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왜 자꾸 
저희한테 수치를 항상 입력하라고 하시고 잘못 입력했다고 하시고(웃음). 그게 
사서들이 되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통계기간에...(OO도서관 사서)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는 서지데이터하고 거의 다 대출, 이용자 정보인데, 그게 국
립중앙도서관에서도 KOLIS-NET이나 종합목록 시스템 운영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돌아가고 이건 이거대로 또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의 중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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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기술적인 어려움들
이 있으니까 그러긴 할 것 같기는 한데...(OO도서관 사서)

이에 KISTI에서 데이터 통합 수집 및 관리 방안 모색함으로써, 참여도서관의 반복적 데이터 

입력수고를 줄이고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였다(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2017).  

실제로 <그림 24>은 전국적 규모에서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전국적 규모의 공공도서관 데이터 수집 사업과 그 사업추진체계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사업을 보면, (1) 국가서지과 주관 사업으로 전국 1,042개 

공공도서관의 소장 장서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국가종합목록 KOLIS-NET, (2) 정보시스

템운영과(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를 운영) 주관 사업으로 전국 943개 도서관에서 하나의 대

출카드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와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책이음”서비스, (3) 디지

털기획과의 주관 사업으로 전국 670여개의 공공도서관의 소장서지데이터, 이용자데이터, 대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한편, 대통령 소속 도서

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책기획단이 주관하여 (4) 전국도서관의 기본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사업과 (5) 도서관 운영 통계(도서관정보, 예산, 

인력, 장서, 이용, 서비스 등)를 수집하는 전국도서관운영평가사업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도 데이터는 통합되어 수집·관리되지 않고 있다. 각 회원 도서관은 

LAS를 통해 데이터를 KOLIS—NET과 책이음 서비스로 각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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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회원도서관에서 LAS에서 필요한 일부 데이터를 가져와 별도의 DB를 만들어 처리하

고 있다. 향후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사업 역시 데이터 수집을 별도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여러 기관과 문체부 등 분산된 여러 기관이 

주관하는 각 사업에 참여 공공도서관들은 자관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도서

관 측에서는 반복적 업무로 인한 비효율이, 수집기관 측면에서 불필요한 수집과 관리노력이 

발생하므로 효율적 수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KISTI에서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참여도서관

의 반복적 데이터 입력수고를 줄이고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였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그림 25> 통합수집방법 현황과 세 가지 대안

KISTI가 분석한 공공도서관 데이터 수집 현황(AS-IS)은 현재 신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참

여도서관으로부터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별도의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여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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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을 모집/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업운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인력과 시간 소요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통합수집과 관련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특성, 장·단점, 선

결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각 방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제 1안에서는 LAS를 

통한 통합수집과 함께 KOLIS-NET 국가도서관통계를 빅데이터 사업의 수집데이터로 고려하

고 LAS를 통해 수집절차를 효율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집 설계상 가장 이상

적인 방안은 제 1안이라 생각되는데, 그 만큼 장기적 준비 하에 체계적으로 선결과제를 풀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방안이다. 개발비용과 시간, 도서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안이다. 

의사결정 시 고려 요소로, 내부이해관계자 의사결정, 기술적 구현가능성, 시스템 안정성 및 관

리용이성, 소요비용 및 인력, 소요시간 등을 의사결정시 고려요소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통합은 타당하며 또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으

로 풀어야 하는 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주관조직을 구축하여 여러 조직과 그 하부 조직

에서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것이다. 기관 및 부서간 조정과 합의가 빅데이터 자

료 수집과 관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전국 도서관

의 기초 통계데이터)”과 “전국도서관운영평가시스템(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도서관운

영실적 데이터와의 연계)”은 통합 수집할 데이터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데이터이지

만, 그 사업의 주관부처가 국립중앙도서관 외부 기관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정책기획

단이므로 기관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추진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는 국가 차원의 합의와 조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와 통합하여 수집할 경우, 사서의 입력부담을 경감하고 데이터 입력  오류를 

최소화 위해 LAS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특히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상당한 입력정보(도서관정보, 소장정보, 시설설비정보, 인력, 예산, 이용자통계, 대출통계,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등)는 LAS와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집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시 데이터 중복 수집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므로 일선 도서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

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빅데이터 사업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국립중앙도서관의 KOLIS-NET 및 책이음과 연계

하여 수집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서지데이터를 KOLIS-NET을 통해 

수집하는 방안은 현재 CIP나 납본 등 기본적인 국가서지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에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KOLIS-NET과의 연계는 데이터품질 및 

KOLIS-NET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극 문제, 인쇄 단행본으로 국한된 소장자료 유형, 

국립중앙도서관 내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조직체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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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분간은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서 마련한 3단계 데이터 보정작업(단위도서관 수집 

→ 온라인서점의 도서데이터를 활용한 보정 → KOLIS-NET을 활용한 보정) 체제가 유지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카드로 전국 도서관의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통합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책이음서비스에서는 대출기록의 업데이트가 전국적으

로 실시간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그 유지보수비용과 부하가 많이 소요되는 서비스이다. 반면 

빅데이터 사업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책이음과 같이 실시간 초

단위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다량의 데이터 분석으로 현상에 대한 전체

적인 추이파악과 예측으로 통찰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비용효과 측면에서 고

비용이 소요되는 책이음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한 지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적으로 도서관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할 조직이 구축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안은 제 1

안(통합수집 후 사업별 전달)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통합 수집, 저장하여 각 사업

으로 전달하는 형태이며, 무엇보다 통합의 효과가 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

하도록 각 LAS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안의 장

점은 수집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신규 사업 발생 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점이다. 반면,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도서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안이다. 따라서 이 안을 추진

할 경우 선결과제로 (1)장·단기적 운영방향 계획, (2)기술적 실행가능성 분석, (3)참여도서관의 

긴밀한 협조, (4)도서관들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에 대한 방

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데이터 수집 확대 방안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창출되는 의미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수집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 확대는 (1) 기관 유형과 (2) 데이터 유형 두 방향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집기관 유형 확대

현재 수집되는 데이터는 공공도서관에 국한된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수집기

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독서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간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

다. 공공도서관의 대출기록에서 쉽게 누락되는 연령층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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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 집단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의 데

이터가 누락되어 국민의 전주기적 삶에서 이 연령층의 독서활동을 그 이전과 이후 생애주

기와 연계시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는 빅데이터 

사업을 학교와 대학으로 확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국민독서진

흥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수집은 서지데이터의 

품질 제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각 분야 학문 연구자의 대출 경향 분석을 통해 연구정보지

원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획기적인 기초자료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수집데이터 유형 확대

현재 빅데이터 사업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은 소장, 이용자, 대출 등 일부 정형데이

터에 국한되어 있다. 앞의 <표 18>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 빅데이터로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 반정형데이터(국가도서관통계, 도서관운영평가통계, 각종 이용자조사  및 독서실태 설문

조사 결과) 

- 비정형데이터(서평자료, 검색어 키워드, SNS데이터)  

- 공공데이터(KOSIS의 인구, 산업, 교육, 보건 등 각종 국가, 지역별 통계지표) 

- 기타데이터(신용카드, SNS데이터 등)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수집 데이터 유형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수집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효과적인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집을 고려해야 할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 서평데이터, 국내 지역 공공데

이터, 검색어 로그로 아래에 상술하였다.  

○ 국가도서관 통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에서 핵심적인 데이터는 도서관통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통계를 구축해 놓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빅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대상이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구축된 국가도서관통

계시스템은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도서관통계”의 작성과 결과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은 국내 도서관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도서관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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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운영·제공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도서관퉁계시스템은 통계조사시스템과 평가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통계조사시

스템은 관종별 통계자료 정량적 항목을 포함하며, 평가시스템은 정량적 항목과 함께 

정성적 항목(예: 발전계획 수립여부 등 정책에 따라 추가되는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자료수집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을 활용하며, 8개 영역의 도서관 

현황(도서관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현황, 이용 및 이용자, 

장애인 및 어린이서비스, 전자서비스)을 조사하고 있다.  단위 도서관에서 입력하는 통

계자료는 운영기관의 데이터 검증을 거쳐 통계조사 및 평가시스템에 구축된다. 통계데

이터 검색은 관종별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별 주요 통계지표와 통계항목을 주제별, 

연도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원자료를 연도별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현재 빅데이터 사업에서 수집하고 있는 각 도서관의 장서, 회원, 대출데이터는 독서

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도서관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인 솔로몬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각종 

도서관 운영 및 이용통계와 연계하여 분석될 때, 더 의미있는 분석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얘기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도서관에서 올리는 
것은 빅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자꾸 빅데이터를 그 통계처리나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OO시는 자치구 단위에서의 도서관 이용행태나 인
구, 장서,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동되는 지를 좀 상관관계나 이런 
거가 좀 필요한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직원들도 국가통계하고 뭔가 계속 
이제 견주어봐야지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필요할 때마다 
가공이 좀 이렇게 쉽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OO대표도서관 관
장)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도서관이 구축한 노스캐롤라이나 공공도서관 대시보드

를 보면, 국가도서관 통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의사결정지원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9>참조).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우

선적으로 확대할 데이터 유형은 이 국가도서관통계로 KISTI 역시 그 구체적인 수집방

안을 제안한 바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그러나 국가도서관통계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사업주체이므로 기관 간 협조가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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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그림 2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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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분석정보

<그림 29> 노스캐롤라이나 도서관 빅데이터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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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데이터 

두 번째로 추가할 데이터 유형은 서평데이터로,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대한 서평데이터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심이 높

은 북큐레이션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

비스이다. 테마를 정해 일련의 도서를 소개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이 서비

스는 도서관 뿐 아니라 서점에서도 활발히 적용하는 마케팅 활동이기도 하다. 도서관 

사서들이 북 큐레이션을 준비하는데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책에 대한 정보이므

로, 좋은 서평은 북큐레이팅에서 무엇보다 유용한 데이터가 된다. 몇몇 서평지가 출판

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테마별 검색은 어려운 상황이고, 온라인 서점의 책 정보 역

시 그 내용이나 공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전적으로 사서들이 의지할 정보는 되지 못한

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 상

황과는 달리 국내에는 서평지 출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서들이 사용할 

도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부족한 서지 정보로 책에 대한 정보가 부실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생산해 내는 서평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은 도서관의 독자상담서비스와 정보서비스의 수월성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테마 기획을 통해 큐레이팅되었던 도서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

로 수집하는 것 역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데이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KISTI와 빅데이터 개발팀도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서평데이터 수집

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수집을 검토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건, 서평(입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네이버나 출판사들 
서평 모으는데 하나하나만 하면 별 거 없지만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다 모으면 
의미있는 서평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서들도 여기에 서평이나 독후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서평을 모으자 그리고 API로 해서 모든 공공도서관에게 위젯처럼 
책 상세에... 이게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면 큰 서비스고 이제 저는 역으로 
이거를 위젯을 뿌릴 때, 어떤 도서관 어떤 IP에서 이 책의 상세 페이지를 봤다 이런 
이력도 역으로 우리가 API를 주면서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상세 페이지는 기술적으로 사실 가능하거든요. 전국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상세페이지에서 ISBN으로 조회가 되었는지도 쌓을 수 있다, 쌓아보자는 거 하고 
서평을 한 번 모아보자. 그래서 모으고 아까 그 위젯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판단할 땐. 거기서 쓰면 어느 도서관의 누가 쓴 게 대전에서도 모이는 거고 거기서 
또 누가 쓰면 여기서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 서점이나 네이버 이런데 보다 훨씬 더 
많은 서평이 모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시스템개발자 C) 

  

○ 국내 지역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public dat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이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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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도 포함한다. 국내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통계청의 통계포털인 KOSIS에 인구, 산업, 교육, 보건 등 각종 국가, 지역별 

통계지표가 공개되어 있고, 특히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그림 31>)가 제공하

는 다양한 지역정보는 도서관 빅데이터와 연계될 때 매우 유용한 분석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봉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

한 데이터이다. 

도서관과 외부 공공데이터 연계하여 분석한 모범 사례로 성북구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성북문화재단, 2015)가 있다. 이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생성된 사회경제

지표를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 분석에서

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는 물론 신용카드 데이터까지 연계하여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계청과 성북구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성북구내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현황,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의료인력, 주요질환통계), 성북구민 

병원이용 현황, 성북구 사회지표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 서울시 고

령자 현황, 구별 독거노인 현황, 관내 교통노선도 및 출퇴근 이동현황 등의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수집된 통계 데이터는 모두 지오코딩을 통

해 GIS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일차적으로 수집을 고려할 공공데이터는 통

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는 현재 시도군은 물론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되고 있다. 읍

면동 단위의 통계지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다. 

데이터 연계는 일차적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통계를 빅데이터 솔

로몬 플랫폼에 링크하여, 사서들이 쉽게 지역의 각종 공공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계청의 Open API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솔로몬에서 볼 수 있는 “대출회원의 지역 인구대비 분포”처럼 시각화된 GIS 방

식으로 각종 지역데이터를 지역도서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보편적 특징은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한

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벽한 데이터를 찾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일단은 수집에 착

수하고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 지역통계정보의 경우도 지역

에 따라 그 제공여부와 상세성에서 큰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하지 않아

도 통계가 제공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른 지역의 요구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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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0>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view/index)

<그림 31>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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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정보공개

<그림 33> 서울시 공공데이터 : 자치구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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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통계지리정보시스템 형태로 제공되는 부산지역 기본 통계

<그림 35> 전남 구례군 통계지리정보 : 읍단위 지역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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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노인복지시설 지도

<그림 37> 인천광역시 통계: 주거지 분석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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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키워드 

검색어 로그데이터는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는 자료 검색을 비롯한 시스

템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어 이용자의 현재의 니즈와 관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

로, 도서관의 수서나 프로그램 기획에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현재 개별 도서관

에서 이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되는 검색어 로그데이터는 대부분 서버 

용량문제로 각 도서관 시스템에 축적되지 못하고 휘발해 버리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검색어 추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우리 도서관의 검색률이 어느 기간에 늘어나는지를 저는 좀 가끔씩 보거든요? 다
른 유사한 비슷한 도서관과의 약간 경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00도서관? 한
다고 하면 00도서관은 3월 달에 이정도 인데 우리는 그거 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 그러
면 왜 늘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네이버가 검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될지는 잘 모
르겠지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분들에 대한 검색 값들이 지금 DB에는 누적은 안되
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또다른 DB에 대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OO도서관 사서)

데이터 수집이 현재는 주로 정형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다. 수집데이터 유형을 비정형 

데이터로 확장해 나갈 때 검색 키워드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할 데이터 유형이

다.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장서데이터나 대출데이터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이용자 검색로그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거나 미처 반영되지 못한 요구

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위 검색어를 통해 현재 이용자의 관

심을 파악하여 바로 수서에 반영할 수 있다. 이용자 로그 수집과 관련한 해외 사례로

는 유럽의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장서로 구축된 유로피아나가 있다. 

수집된 로그기록은 이용자의 HCI 정보이용행동에 기반한 니즈 파악을 넘어 다른 유

용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컨대 도서관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화된 정제

된 키워드와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검색 키워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도서관의 분류표에 사용되는 학술적, 공식화된 용어와 서점식 분류표에 

사용되는 일상적 용어간의 간극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이 간극은 큰데, 도서관에

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자와 소통이 더 용이한 용어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검색어 

로그 기록은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검색 키워드 로그 수집 방법은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다. 단위 도서관에

서 검색어 생성되는 검색어 로그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크롤링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개별도서관의 LAS에서 API로 제공하여 빅데이터 사업팀이 가져갈 수 있

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도서관에서 검색어를 축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는 

서버 용량의 제한이란 비용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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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인기검색어를 계속 도서관이 축적을 시키거든요. 축적을 
하는데 이거를 빅데이터 쪽에 같이 올려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었거든요. 빅데이터에도 뭐 그 서지에 대한 인기검색어, 키워드 등 제공을 하고 있잖
아요. 근데 이용자가 어떤 시기 별로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의
미가 있을 거 같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올리는 API를 제공해준다면 저희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스템개발자B)

저희 자체 솔루션은 계속 보관을 하고 있구요. 기간별 인기검색어를 도출할 수가 있
어요. 그 이외 시스템, KOLAS 같은 경우는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인기검색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빅데이터에서 취합을 한다
고 했을 때, 일부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시스템개발자B)

검색어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가 KOLAS처럼 통일되지 않고 다 엄청 많은 회사들이 
각자각자 만들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든가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는 
로그를 저장한 도서관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도서관쯤 되는데는 좀 서버나 전산실에 
규모가 있고 투자해서 그런데, 그냥 구립도서관 정도는 그냥 아주 영세한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가 구축하고 그냥 이렇게 API만 하지, 뭐 로그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시스템개발자C)

○ 멀티미디어 자료 유형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을 비롯한 멀티미디어의 대출 및 열람 데이터 수집 역시 그 

이용량 증가를 고려할 때, 수집의 필요성이 크다. 이들 데이터를 인쇄매체와 함께 분

석했을 때 이용자들의 독서행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참고서비스 

등 도서관 전반의 서비스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도서관별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

자책 메타데이터는 MODS인 반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MARC를 쓴다. 보다 심각

한 것은 전자책은 서점에서 구독하는 형태를 띠므로 도서관에서는 장서 집계는 물론 

이용도 집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메타데이터 수집에 난관이 더 크다. 장기적인 계

획을 세운 후 멀티미디어 자료 유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희)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단행본 대출은 떨어지는데 전자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자책 같은 경우도 KOLAS에서는 안돼요. 전자책은 시스템인지 외부에서 물려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한 거를 받을려면 업체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지 돼... 분류도 다
르고(OO대표도서관 관장)

전자책은 더 할 수는 있는데, 전자책은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더 참담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소위 LAS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공공도서관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스24, 교보, 또 전자책 업체 큰 회사들 해서 이렇게 서너 군데 소위 
전자책 LAS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주는 프로그램을 그냥 쓰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 것도 아니구요, 데이터를 국중이나 이런 데 줘 말어 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시스템개발자C)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ISBN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올 해 OO도서관에서도 
제가 봤는데, 똑같은 책인데 이 책을 올 해는 교보에서 샀는데 하나당 5000원이었어요. ... 
가격은 다르고.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되는데 OO도서관 사서 선생님도 통합할 방법이 없
대요. 이거는 E-Book에서 ISBN이 필수도 아니고 이 회사가 자기네 번호 체계를 따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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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기내 번호 체계를 따는데 우리가 딴 데서 다른 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
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딱 해보시면 똑같은 책인데 두 개가 딱 나와서 ... 이 현실을 도서
관도 극복을 못해요 (시스템개발자C)

전자책 쪽에 대해서 그냥 전자책 서지 통제에 대한 정책을 국중이 세우고 진행해나가야 
또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 전자책 관련 이용자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얘
기를 해야겠네요. 직접적인 단기간의 대책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개발자C)

2. 도서관 빅데이터 기 개발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현재까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총 네 개의 분석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다. 사서의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인 “솔로몬”(2014), 전국의 회원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도록 지원하

는 “도서관 정보나루”(2015), R기반 빅데이터 분석 툴 “Radar”(2016), 이용자도서추천 서비

스 “책콕콕”(2016) 등이 순차적으로 개발되었고, 이 중 책콕콕을 제외한 서비스가 현재 운영

되고 있다. 

서비스 개발
년도 특성 서비스대상

솔로몬 2014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 도서관 내부(장서, 이용자,  
대출데이터)와 외부(서점,지리, 공공데이터 등)데이터를 
수집, 분석, 연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서

도서관 
정보
나루

2015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공개하여, 사서,  
민간기업, 연구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서  

연구자  
일반 시민  
민간개발자2016

오픈
API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API로 공개하여 누구나 해당 데이터로 앱을 구
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LAS업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음.

Radar 2014
이용자가 PC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는 
R기반  통계분석 도구로 비전문가도 대량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무료 통계분석프로그램 

사서 
연구자

책콕콕 2016
이용자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현재는 중단된 서비스임

일반 시민

<표 23> 빅데이터 사업 기 개발 서비스 개요

각 분석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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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솔로몬: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1) 개요

○ 서비스 정의 

사서업무지원서비스 솔로몬은 도서관 내부의 장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

이터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도서관 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

서관 경영을 위한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이다. 공공도

서관 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매일 수집, 연계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도서관 운영

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서비스이다. 활용되는 데이터는 2018년 8월 31일 현재, 829개 

회원도서관이 제공하는 장서, 이용자, 대출데이터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데이터와 서

점, 지도, 기상, 도서판매량, 행정구역, 인구통계 등을 포함한 도서관 외부데이터이다.  

 

○ 주요기능

솔로몬은 회원도서관들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회원도서관의 담당

자/관리자만 접근 권한을 갖고 이용할 수 있다. 계정별 권한을 보면, 통합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시스템의 경우, 개별 도서관 뿐 아니라 그 권역 도서관들의 데이터도 접

근할 수 있는 “센터관리자”권한을 갖게 된다. 

솔로몬은 싱글 라이브러리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개별 회

원도서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며, 후자는 타도서관 및 도서관 외부데이터와 자관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표 24>와 <표 25>는 각 모듈의 구성 내

용이다.

구
분

중구분 분석 내용 검색조건 

Ho
me

도서관 종
합현황
(<그림 38>) 

Ÿ 회원수(통합회원), 장서수(종수), 책수, 대출수, 
Ÿ 신규: 회원/장서/대출 수(년,월,주,일별)
Ÿ 최다대출회원, 최다대출장서, 연령별 최다대출 

장서 

회
원

회원 현황
(<그림 39>) 

§ 성별분포: 연도별 회원수 / 신규 회원수의 성
별 분포 

§ 연령 분포: 연도별 회원수/신규 회원수의 연령
별 분포

검색조건식: 적용하
여 검색결과 필터링: 
연령별(9개 구간), 자
관회원여부, 회원구

<표 24> 솔로몬 싱글 라이브러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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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분포: 행정동별 인구대비 회원수 및 신규
회원수, 연도별 추이 

분

대 출 회 원
분석 
(<그림 40>) 

Ÿ 성별분포: 성별 대출/미대출 회원 수, 1인당 
평균 대출건수, 자관과 전국비교 

Ÿ 연령분포: 연령별 대출/미대출회원수, 1인당 
평균 대출건수, 자관과 전국비교

Ÿ 지역분포: 행정동별 대출/미대출 회원수, 인구
대비 대출회원수, 동별 대출량, 1인당 평균 대
출건수, 대출회원대비 동별 대출량

 
대출기간, 성별, 연
령별,  10개 주류별, 
9개 ISBN부가기호
별, 회원여부, 기간
을 지정하여 검색 가
능 

Ÿ 회원대출: 대출1위~n위까지 이용자의 성별, 나
이, 최초대출일, 최근대출일, 대출회수 제시

Ÿ 연체 회원: 1위~n위까지 이용자의 성별, 나이, 
최초대출일, 최근대출일, 대출회수 제시

자관/타관 
회원분석
(<그림 41>) 

Ÿ 자관/타관 회원대출
Ÿ 자관 회원의 타관 대출  

성별, 연령, 연도별

회원검색
(<그림 42,43>)

Ÿ 도서관회원을 다양한 조건으로 집계
가입기간, 가입시점, 
대출기간, 연령,지역

장
서

장서 현황

Ÿ 연도별 장서분포: 연도별 신규/누적 장서 수를 
주제(KDC) 기준으로 조회. 조회 된 숫자를 클
릭하면 해당 조건의 목록으로 이동

Ÿ 기간별 주제분포: 신규 장서 수와 누적 장서 
수를 KDC 주제분류의 주류, 강목, 오목 차원
까지 비교. 

Ÿ 기간선택가능

 

대 출 장 서 
분석
(<그림 44>)

Ÿ 대출장서 순위목록:대출이 많이 된 장서를 다
양한 조건으로 조회

Ÿ 대출주제 순위목록: KDC 요목별 대출순위, 빈
도, 대출비율 조회

Ÿ 주제별 대출/반납: 주제별 대출/반납/연체 현
황 조회 

Ÿ 날짜/시간별 대출/반납

대출기간, 성별, 연
령별,  10개 주류별, 
9개 ISBN부가기호별
 

미대출
장서분석
(<그림 45>)

Ÿ 주제별로 미대출장서 건수 및 비율 조회 

장서평가
(<그림 46>)

Ÿ 장서별 대출반감기
Ÿ 주제별 평균 대출반감기
Ÿ 연도별 장서회전율
Ÿ 주제별 장서회전율

장서 검색
(<그림 47)

Ÿ 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그 도서에 대한 서지, 대출, 소장 정보 
및, 연관 주요 키워드, 관련 추천도서, 함께 대
출된 도서를 패스파인더로 제시 



- 74 -

구분 분석 내용 검색조건 

도서추천
(<그림 48>)

Ÿ 수서추천: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베
스트셀러 순위, 전국도서관의 베스트 대출도서순
위, 알라딘서점 신간도서, 신간도서  

Ÿ 대출장서순위목록: 사업참여도서관 전체의 대출 
건수 순위

외부데이터 연
계
(<그림 49>)

Ÿ 기상데이터 연계: 기간별 자관대출분석, 자관대
출장서순위, 전국대출장서순위

관내 도서관
간 비교분석
(<그림 50>)

Ÿ 회원, 대출회원, 장서, 대출장서 비교: 지역내 도
서관들의 회원 현황,  출회원현황, 장서현황, 대
출장서 현황 비교

대출기간, 성별, 연
령, ISBN부가기호, 
대주제 등 다양한 조
건으로 검색 

관내 도서관 
통합분석

Ÿ 통합회원 대출회원순위,  연체순위

타도서관과 자
관 비교분석
(<그림 51>)

Ÿ 장서대출건수, 주제별 장서수, 장서회전율 비교: 
자관과 비슷한 장서규모를 가진 도서관들과의 비
교분석

주제분야별 검색

전국단위 도서
관 분석

Ÿ 전국 대출 분석, 연도별, 주제별: 전국 시군구별 
대출현황 

정책입안자 대상 

광역단위 도서
관 분석

Ÿ 회원현황: 지역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분포
시군구별 대출현황
전국 단위 대출 분석
수집된 데이터 제공

Ÿ 대출회원분석: 지역별, 연도별, 연도별 연체, 연
령분포

Ÿ 대출장서분석: 지역별, 연도별, 연도별연체, 주제
별 대출

<표 25> 솔로몬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구성

솔로몬이 제공하는 분석정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회원분석: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회원 통계, 대출 및 연체 회원 분석

- 장서분석: 연도별/주제별 분포, 대출/미대출 장서 파악, 상호대차, 장서회전율 분석

- 대출분석: 대출장서/주제 순위, 기상/요일/시간대별 대출, 관내/전국 도서관 비교

- 수서추천: 서점 베스트셀러, 베스트 대출 장서, 신간도서

사
서
지
원 

공지사항 Ÿ 사업팀이 포스팅한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Ÿ 회원도서관의 질문

사서커뮤니티 Ÿ 질의응답 서비스   

자료다운로드 Ÿ 도서관이 요청한 자료를 다운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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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싱글라이브러리 메인화면   

<그림 39> 싱글라이브러리 > 회원 > 회원현황 >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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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싱글라이브러리 > 회원 > 대출회원분석 > 지역분포 

<그림 41> 싱글라이브러리 > 회원 > 자관/타관 회원 분석 > 자관회원의 타관 대출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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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싱글라이브러리 > 회원 검색화면, 1

* 검색된 회원의 암호화된 회원번호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보이면서 그 이

용자의 대출 이력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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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싱글라이브러리 > 회원 > 회원 검색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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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싱글라이브러리 > 장서 > 대출장서분석 > 대출장서순위 목록 

<그림 45> 싱글라이브러리 > 장서 > 미대출장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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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싱글라이브러리 > 장서 > 주제별장서회전율 

<그림 47> 싱글라이브러리 > 장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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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네트워크라이브러리 > 도서추천 > 대출장서순위 목록  

<그림 49> 네트워크라이브러리 > 외부데이터 연계 > 기상데이터연계 > 기간별 자관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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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네트워크라이브러리 > 관내 도서관 간 비교분석 > 대출회원 비교분석 > 자관/타관 대출 분석 

<그림 51> 네트워크라이브러리 > 타도서관과 자관 비교분석 > 장서회전율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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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로몬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2014년에 개발된 솔로몬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는 도서관이용

자와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다. 2018년 7월 현재 가입도서관 총 676개관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솔로몬 이용 통계를 살펴본 결과, 가입만 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이 57%

로 과반 이상이었다. 한번 이상 사용한 도서관은 전체의 43%이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

관으로 구분하여 보면, 공공도서관은 가입도서관 총 459관중 256개관으로 56%인 반면, 작

은도서관은 가입도서관 총 217개관 중 36개관으로 17%에 그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서 상

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10회 이상 사용한 도서관은 676개관 중 

180개관에 그쳐, 전체적으로 그 활용도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입도서관 수 한번 이상 사용한 도서관 비율 
공공도서관 459 256 56%
작은도서관 217 36 17%

　전체 676 292 43%

<표 26> 솔로몬 이용 현황 

○ 로저스(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을 적용한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성 분석

앞서 통계에서 파악된 바, 현재 현장도서관에서의 솔로몬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보

인다. 그 이유를 로저스의 혁신확산이론의 혁신의 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

다.

먼저 혁신의 5대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인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s)을 

중심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참여로 얻게 되는 상대적 이점이 무엇인지를 현장사서

로부터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서들은 무엇보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타도서관이나 서점데이터를 자관데이터와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빅데이터 시스

템의 가장 중요한 상대적 이점으로 들고 있었다.

수서추천 이거 나오는 거는 수서 담당자는 매우 만족해 했어요. (교육이 있던) 그 날 그 
당시에도 이거 듣고 나서 ‘메뉴가 되게 좋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장권수가 미리 나와서 
좋다.’ 왜냐면은 보통 사서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서점을 뒤져가면서 가격조사랑 ISBN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LAS로 다시 데이터를 보고서 이게 복
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은 그거를 업체에다가 일
괄 다 넘긴 다음에 '니네가 복본조사를 해라.’라고 한다던가. 어쨌든 간에 복본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 큐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ISBN이랑 소장권수가 확인되니까 없는 책
을 찾는 게 수월하다는 거죠. (OO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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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LAS보다 이게 조금 더 손에 익었어요 이걸 하도 봐 버릇해가지고 근데 
LAS가 좀 더, 우리 자관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거는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데이
터의 신뢰성도 조금 더 높고 이거 가끔 데이터 오류 있거든 근데 LAS는 없잖아요 데이
터 오류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대출 도서 봤을 때 뭐 주제
분류로도 봐야되고 어느 주제가 뭔지도 세분화적으로 다른 데이터 연계해서 봐야된다는
거죠. 대상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걸 연계해서 봤을 때 하나의 데이터만으로는 뭐
를 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여러 데이터 같이 비교해서 봐야되고 대조해서 봐야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편한거고 좀 더 정확도
와 구체성을 보려면 LAS를 봐야되는거고 그런거 같아요(OO도서관 사서)

외부데이터를 전혀 볼 수 없고 수서 추천 같은거 그런거 전혀 볼 수 없으니까 LAS 
같은. 솔직히 저희가 지금 개관하고 나서 수서의 추천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OO도서관 사서)

솔로몬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사서는 분석 가공된 데이터의 이점을 잘 이

해하고 있었다.

LAS는 그 자체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그걸 데이터로 가공해서 보여주진 않잖
아요 근데 여기 솔로몬에서는 데이터 가공까지 해서 그래프라던가 그런게 한 눈에 보
이니까 오히려 저희는 편하더라고요 그게(OO도서관 사서)

근데 이걸 하다보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에요, 어떤 시간대, 어떤 연령대가 어
떤 책을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용자 분들을 훨씬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 분명히 많이 오겠구나. 이게 딱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실패율이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그 업무를 하는데도 이게 진, 빨
리빨리 이게 기획을 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그 이용자 분들이 그 실제로 이렇게 맞춰
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줬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훨씬 저는 또 진행함에 있어
서 뿌듯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용자 분들을 훨씬 더 잘, 내면까지 좀 파악이 
가능한, 결국에는 (자산으로 쌓이게) 되더라구요. KOLAS는 진짜 그야말로 데이터 나
열 정도 밖에는 안되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OO도서관 관장) 

타관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도서관 LAS와 비교했을 때 솔로몬의 큰 상대적 

이점이 된다. 

KOLAS 쓰시는 분들이 우리 도서관에서만 봐도 KOLAS에선 문제 없는데 여길 굳이 갈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 울타리는 우리 도서관 것만 늘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 환경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여길 벗어날 수 있고 여기가서 활용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시스템개발자B) 

시스템 개발자나 고이용자군을 제외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참여자들은 상대적 이점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KOLAS로 다 되는데, 굳이 써야 하는지 모르겠

어요” 또는 “빅데이터라기보다는 (Excel로 하고 있는) 그냥 통계 아닌가…”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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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을 많이 했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정보나루에 있는 데이터를 얕잡아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 
통계 아니냐. 그거 우리 도서관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어떤 뭔가 차별성에 
대한 게 분명히 검토가 되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 봤을 때 도서관에서 가장 원하는 빅
데이터는 사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니까 빅데이터를 
가져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도서관이 지
금처럼 운영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차후에는 빅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
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운영하고 결과, 실적을 내고 이런 어떤 관점은 초기의 
정보가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신거 같아요 (시스템개발자B)

이는 바쁜 업무 속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두 시스템이라면 익숙한 시스템을 쓰게 

되지, 뭔가 익숙치 않은 시스템을 새로 배우거나 번갈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실제로 사서들의 인식과 달리 솔로몬은 도서관 LAS시스템이나 Excel이 제공하지 

못하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솔로몬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타 도

서관이나 서점 등 외부데이터와 연계한 자관데이터 분석기능은 솔로몬을 차별화시키는 

기능이다. 그럼에도 사서들이 이러한 상대적 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솔로몬을 “가

지고 놀아” 볼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업무가 바빠서 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저는 그 
이것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대출 1
순위가 뭐냐, 이용자가 몇 명 왔냐 이거는 그냥 보고자료를 기술할 때 필요한 거고. 저
희가 이걸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펼쳐 놓고 패턴을 좀 본다던가 사서가 좀 사유하면
서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거 좀 특이하네?’ 저의 표현을 좀 써도 되나,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서들이.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OO도서관 사서)

솔로몬 회원 및 대출통계가 지리정보와 연계되어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지역분포”

도 사서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상대적 이점이 큰 요소였다 (“회원데이터에서 지역분포

가 제일 도움 돼요”). 

빅데이터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런 단계를 다 간소화할 때, 내가 굳이 환경분
석을 안해도 되고 수요분석을 안해도 이 데이터만 보면 하는 거, 그니깐 훨씬 기획의 
절차가 단조로워지는 거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
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관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
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어느 연령대가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것을 그, 이전 
도서관에는 KOLAS나 그런 걸로만 그냥 표면적인 데이터로만. 그냥 아, 뭐 이 정도겠
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 정도까지 밖에 안됐었거든요(OO도서관 관장)

지역분포가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되지만, 도서관에 따라 서버나 컴퓨터 성능 문제로 

로딩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스템 개발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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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로딩으로 인한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화면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서비스의 적극적 도입을 방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이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면 서비스가 함께 종료되므

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적으로 습득해 

온 사서들은 이 빅데이터 사업 역시 한시적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경향을 보였다. 그 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에 드는 비용부터 배우는데 소요되는 학습 시간까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예컨

대 빅데이터 관련한 사양을 홈페이지에 설계했다가 빅데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또 홈페

이지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빅데이터 사업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발하려다 포기한 도서관도 있었다. 

(사업이 종료되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사업이니, 도서관홈페이지 개편 때 정보나
루의  Open API를 활용 서비스를 넣지 않았어요(OO도서관 사서).

이제 또 이것도 올해 5개년 사업은 끝나잖아요. 저는 그 뒤로도 과연 유지보수가 어떻
게 될지... 사업성으로 정말...그걸로 해서 끝날 건지 저는 그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정
책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거 유행을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OO
도서관 관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현장의 불신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향후 빅데이터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요인이 된다. 

한편, 성공적 혁신의 또 다른 요소인 복잡성과 관찰가능성은 현재까지 진행된 빅데

이터 사업에서는 그리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성

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팀에서 꾸준히 활용모범사례를 교육을 통해 알리고 

활용사례집을 발간하며 타 도서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솔로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렵지는 않으나 무엇을 실제 어떻

게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다소 막막한 느낌을 갖고 있는 듯 보였

다.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도대체 뭘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아이디어가 없
어요(OO도서관 사서 - 참여도서관) 

「도서관 빅데이터 기반의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솔로몬 활용 가이드」에 소개된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서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

서 솔로몬 플랫폼의 각 분석 화면에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KISTI가 제공하는 교육설명회 및 분석활용 교육이 참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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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있으므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월에 오픈을 하고 5월에 그 KISTI에 있는 연구원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는 작은 도
서관까지도 다 지금 통합돼서 한 번에 이 사업에 들어갔는데 특히나 작은 도서관에 
있는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가 되게 낮은 상태다. 그래서 KISTI에서 직접 교육
을 한 번 OO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KISTI에서도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서 5월에 000 연구원이 직접 OO에 와서 저희 OO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관장님, 작은 도서관 관장님, 구립도서관 담당자들, 중앙도서관 직원들까
지 해가지고 전체 교육을 한 번 해주셨어요.... 솔로몬 실습까지 다 해주셨어요, 장장 
3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도가 조금 5월 달부터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
래서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 (OO도서관 사서)

솔로몬 도입은 실험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는 않다. 무료

로 제공되므로 투자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며, 가입 후 사용하지 않고 탈퇴해도 

아무런 패널티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 공개는 사업 초창기 진입

장벽을 높인 요소로 작용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회원가입 조

건을 수용한 도서관들은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으며, 솔로몬에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

도 정보나루를 통해 빅데이터 사업의 혜택을 대략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과부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사서들에게는 충분히 실험을 해 볼 시간적 여유

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솔로몬의 실습까지 다 해주셨어요, 장장 3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도가 조
금 5월 달부터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였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기대만큼 막 활용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할 일이 
많으니 뭔가 꼭 해야 하는게 아니라면 새로 시도해 볼 시간이 없어요(OO도서관 사
서) 

빅데이터를 업무에 잘 활용하지 않는 도서관은 솔로몬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런 맥락에서 신생 도서관으로 개관과 함께 빅데이터를 사용한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이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도입으로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이므로, 빅데이터

를 활발히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도 빅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실제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물어 보았다.

처음에 배우는 단계에선 (업무가) 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거 같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내
가 데이터라는 걸 분석을 처음 해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아 이 데이터도 보고 저 데이터도 보고 어 이건 이러네 이건 안그러네 그 데이터에 뭔
가 값을 찾아내는 의미 있는 그런걸 찾아내는거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에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게 사실인거 같아요 ... 개인차는 있는거 같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게 
좀 자리잡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최소 6개월은 되야되지 않을까. 그 정도?...제가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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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달만에 시켜보니까 똑같은 데이터 분석에서 한계가 나오더라구요(데이터를 보
는) 안목이 다르더라구요 그랬을 때, 아, 한달은 안되는구나 느꼈고...지금 졸업해서 들
어온 친구들까지도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DB까지만 배웠지 전공을 했어도 이거에 대해
서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획을 하라니까 더 그렇
고...(OO도서관 사서) 

적합성(기존의 가치/관행/방향성과 배치되지 않는 정도)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는 현 사회의 빅 트렌드로 정보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서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므로 기존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

업이다. 반면, 데이터 공개와 공유는 사실 기존의 가치와 관행에 부합하기 보다는 배

치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빅데이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노출 등 

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도서관이 많았으나(“방화벽을 열 수가 없

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한편 데이터 수집방식을 고도화함에 따라 더 많은 도

서관이 가입하여 회원도서관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큰 문제는 되지 않게 된다. 단지 

여러 이유로 자관의 데이터 노출에 대한 불편함을 가진 도서관들은 데이터 공개를 꺼

려 여전히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API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DB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
가는 거에 대한 전산직의 반감? 거부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정말 처음하는 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르고 또 전산직분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하나라는 게 있
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DB에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고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
지고 오는 방식을 사용했고 재작년부터는 무조건 DB에 저희가 접속해서 수집하는 데이
터만 복사할 수 있는 뷰테이블이란 거를 DB에 만들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매일 데이터 수집을 해 오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
었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여서 설명드릴 때는 최대한 안심시
켜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죠 (KISTI 연구원)

솔로몬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수월성 높은 도서관 의

사결정지원서비스로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은 분명 새로운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솔

로몬을 도입한 도서관은 총 863개관이며, 그중 공공도서관은 현재 597개관이다. 2017

년말 집계된 전국 총 1,042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57%가 도입한 것이다. 개발 원년인 

2014년 37개관에서 시작하여 2015년 282개관 2016년 494개관, 2017년 660개관, 

2018년 6월 676개관으로, 꾸준히 회원수가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 꾸준한 확산과 달리 실제 이용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 서비스

가 안정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용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내용 측면에서 이 서비스가 가진 상대적 이점은 매우 많음에도, 그 장점이 분명히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4) 참고로, 전국 6,995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217개관이 가입하여 도입율은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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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시스템과의 차별성과 상대적 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상대

적 이점은 (1) 자관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별다른 가공이나 분석

없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2) 자관의 데이터를 타 도서관이나 서점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3) 지역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시각적으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기존 솔로몬 서비스를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우선적 영역은 외부 공공데이터와 연계된 시각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시

각적 대시보드 형태의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연계할 외부데이

터로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확보하여 광

역, 기초, 단위 도서관 등 각 차원에 맞는 경영, 정책지원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

다. 

나. 도서관 정보나루 서비스

(1) 개요

○ 서비스 정의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을 위해 다양한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 주요 기능 

수집 데이터 통계, 기간별/지역별/성별/연령별 베스트 대출 장서 등 전국 공공 도

서관 주요 현황을 제공하고 전국의 서지 데이터, 대출 데이터, 대출도서 순위 등 다양

한 유형의 도서관 빅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도서관 정보나루 역시 지속적

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다. 최근 추가된 내용으로, 인기대출도서 분석기능 강

화되어 KDC 100번대 분류로 확대해 볼 수 있고, 이용자 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례 공

유 기능이 추가되었다.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분석되는 도서관 데이터는 결국 솔로몬의 네트워크 라이브러

리에서 분석되는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이다. 도서관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분석서비스

를 활용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50대 이상 인기도서리스트를 제공받아 대활자본 출판 

도서를 선정하는데 활용한 바 있다. 최근 10개월간 영유아/유아, 초등학생의 인기 대

출도서 5천권, 청소년 이상의 인기 대출도서 1만건 등의 분석을 통해 신규 도서관 수

서 지원을 위한 도서목록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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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미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한 전제 조

건은 클린 데이터, 즉 데이터의 품질이며,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를 잘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이다. <표 27>과 <표 28>은 정보나루 서비스 구성을 보여 준다.

 * Text, Excel, API로 제공

  

메뉴 기능 서비스대상

메인 페이지 

( 스마트대시

보드)

(<그림 52>)

Ÿ 빅데이터 최신 분석 결과를 시각화된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

Ÿ 데이터 수집통계(참여도서관, 장서, 회원, 대출/일별, 누적)

Ÿ 최신 테마데이터

Ÿ 참여도서관 인기대출 도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분석

Ÿ 대출 급상승 도서

Ÿ 데이터 활용현황 : 파일 다운로드 수, API호출건수

사서, 

이용자, 

개발자

공개 데이터*

(<그림 53>)

Ÿ 도서관 개요: 참여도서관 주소 디렉토리

Ÿ 장서/대출데이터: 참여도서관 장서목록과 대출데이터 공개

Ÿ 인기대출도서(성별, 연령, 지역, 주제 등 선택)

Ÿ 도서별 이용분석: 도서를 검색하여 대출량과 대출순위 추이 

제시(싱글라이브러리의 장서 검색과 같은 기능)

개발자

테마 데이터

(<그림 54>)

Ÿ 대중이 관심가질 테마를 발굴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시각화된 이미지로 제공하며, 분석 결

과 데이터를 엑셀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제공. 현재까지 총 

17개 테마 개발   

사서, 

이용자

데이터 활용

(<그림 55>)

Ÿ Open API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제공

Ÿ 텍스트 파일 활용방법 (CVS, Excel, API로 제공)

Ÿ 공개 데이터: 정보공개도서관정보, 도서관별 장서/대출데이

터, 인기대출도서, 추천도서목록, 도서정보(서지,대출정보), 

도서키워드정보, 도서별 이용정보

개발자

정보 나루 소개

(<그림 56>)

Ÿ 도서관 정보나루 소개

Ÿ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소개

Ÿ 빅데이터 활용 사례

고객 지원 공지사항, 질의응답
사서, 

개발자

<표 27> 정보나루 플랫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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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형 내용 활용

데이터 공개도서

관 정보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휴관

일, 위도, 경도, 도서관코드 

데이터 공개 도서관 파악

도서관 맵, 지도개발에 활

용
도서관별 장서/대

출데이터
참여도서관 장서목록, 도서대출빈도 도서관별 장서목록 파악

인기대출도서

인기대출 도서 상위 5,000위 제공

대출기간, 성별, 연령, 지역, ISBN 부가기

호, KDC대주제별 등 복합조건 검색 가능

시계열적 인기대출도서 

분석, 특정기간, 지역, 주

제와 연령별 인기도서 분

석, 수서대상 도서 발굴

추천도서목록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수집된 대출데

이터를 기반으로 추천도서 정보 제공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

ISBN을 통해 해당 도서와 

동시에 대출된 도서를 추

천목록으로 제공

도서정보

(서지,대출정보)

도서명, 저자명, ISBN으로 검색

서지정보, 대출추이, 다대출 이용자그룹, 

키워드 클라우드, 함께 대출된 도서 제공

개별도서 대출추이 변화 

파악, 스테디 대출도서, 

급상승 대출 도서 파악

도서키워드정보

수집된 서지정보를 통해 특정 도서의 핵심 

키워드 목록과 각 단어들 간 유의미한 가

중치 정보 제공

키워드 클라우드

도서별 이용정보
서지정보와 대출정보를 토대로 도서 이용

정보 분석.

도서별 서지정보, 대출데

이터, 키워드, 함께 대출

된 도서 정보제공

<표 28> API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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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정보나루 메인 페이지

<그림 53> 공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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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테마 데이터

<그림 55>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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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데이터명 분석 내용
분석 

데이터 건수
등록일자

1
남자들이 좋아하는 책, 
여자들이 좋아하는 책
(2015년 11월 기준)

최근 3년간 (2012.12.01. ~ 
2015.11.30) 남녀의 대출 경
향

-- 2015-12-13

2
5월 가정의 달, 서가에서 
빛나는 가족 이야기

최근 10년간(2006.1.1 ~ 
2015.12.31) 5월에 가장 많이 
대출된 '가족' 관련 도서와 
동시 다대출 도서 리스트 제
공

-- 2016-05-20

3
2015년 세대별 대출현황 
분석

2015. 1. 1 ~ 2015. 12. 31
까지 대출 데이터  

26,000,000 2016-05-25

4
신록의 계절에 읽기 좋은 
책

최근 10년간 (2007.1.1. ~ 
2016.5.31.) 5월에 도서관에
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 2016-06-07 

5
맨부커상 수상작 대출 현
황분석

2014. 1. 1 ~ 2016. 6. 30까
지 맨부커상 수상 관련 작품
의 대출현황 분석

118,455,090 2016-07-12 

6
40대 여성의 스테디 대
출 도서

2011. 1. 1 ~ 2016. 6. 30까
지 대출데이터 중에서 40대 
여성이 많이 읽은 도서 분석

236,557,489 2016-10-04 

7 책과 함께 하는 연말연시

최근 10년간 (2006년 ~ 2015
년) 연말 연시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500위 중
에서 인생, 자기계발을 다룬 
책 15권 소개

-- 2016-11-18

8 2016년 대출현황 분석
2016. 1. 1 ~ 2016. 12. 31
까지 대출데이터 분석

42,107,998 2017-02-23 

9
2017 세대별 선호 사회
과학 도서

2017. 1. 1 ~ 2017. 2. 28까
지 20세 이상의 대출데이터 
분석

8,849,304 2017-04-07 

10
호모폴리티쿠스, 세간의 
이목을 끈 정치학 도서

2016. 5. 1 ~ 2017. 5. 24까
지 대출데이터 20세 이상의 
정치학 분야 대출 분석

51,856,018 2017-06-14

11
데이터로 보는 4차 산업
혁명

2016. 1. 1 ~ 2017. 6. 30까
지 대출데이터 분석

75,701,224 2017-09-06 

12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도서 대출 분석

2010. 1. 1 ~ 2017. 11. 12
까지 대출데이터 분석

482,123,360 2017-12-18 

13 2017 대출현황 분석
2017. 1. 1 ~ 2017. 12. 31
까지 대출데이터 분석

57,549,348 2018-02-09 

14
우리 국민이 애독하는 부
모교육 관련 책

2015. 1. 1 ~ 2018. 2. 11까
지 대출데이터 분석

200,458,282 2018-03-23 

<표 29> 정보나루 테마데이터 기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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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도서관 정보나루 소개

정보나루에서는 각종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현재 Open API형태로 7개  데

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API는 도서관 서비스 개발 업체 등에서 도서관 관리자 및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예컨대 추천도서 API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15
책장을 넘기며 찾아보는 
과학 법칙

2015. 1. 1 ~ 2018. 2. 11까
지 대출데이터 분석

210,489,848 2018-04-10 

16
북한/통일 관련 인기 대
출 도서(사회과학분야)

2013. 1. 1 ~ 2018. 4. 30까
지 대출데이터 분석

360,277,985 2018-06-12 

17
여름휴가 때 직장상사에
게 추천해 주고 싶은 도
서

2015. 1. 1 ~ 2018. 5. 31까
지 20세 이상의 분석

205,621,282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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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나루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2015년에 개발된 도서관 정보나루는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 개발

자, 도서관직원 등 누구든 다양한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

랫폼이다. 주요 기능은 수집 데이터 통계, 기간별/지역별/성별/연령별 베스트 대출 장서 

등 전국 공공 도서관 주요 현황을 제공하고 전국의 서지 데이터, 대출 데이터, 대출도서 

순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빅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나루는 공개 웹사이트로 제공되므로 솔로몬과 달리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

라도 별도의 로그인 없이 활용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개방된 서비스이다. 연구자 등에게 

도서관데이터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내용은 더 다양하다.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자원은 크게 두 

종류이나 혼재되어 제공된다: (1) 솔로몬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 있는 분석가공

된 도서정보와 대출정보, (2)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개별 도서관의 장서 및 대출데이터

와 빅데이터 사업팀이 서지 및 대출정보로 분석한 데이터이다. 전자는 “메인페이지”에 스

마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도서 정보와 “테마데이터”로 분석 가공되어 제공되

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나 사서, 서점, 출판사 종사자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후자는 Open API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데이터를 반출해 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개 데이터”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시스템개

발자를 통해 이 공개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서나 미가입도서관의 사서

도 정보나루에 들어가 업무에 도움이 될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보나루에 있는) 도서관 인기대출도서 리스트를 포스터로 만
들어 붙이면 대출이 많이 늘어요 (OO도서관 사서)

정보나루에서 사서들이 무엇보다 가장 호평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관심가질 주제를 발

굴해 분석·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 “테마 데이터”이다. 이 “떠먹여 주는” 분석정보는 업

무 부하가 많은 일선 사서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바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인

식되고 있었다.

최근에 테마데이터가 많아져 (정보나루가) 도서 큐레이팅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됐어
요 ... 좀 더 자주,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OO도서관 사서)

테마 데이터 기획은 빅데이터 사업팀인 KISTI가 기획하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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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부터 분석, 제공까지 많은 전문적 안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무엇보다 사

회적이고 대중적 관심을 잘 담아내는 주제를 발굴하는 기획력이 중요한 이 작업이 현장 

사서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더 활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

다. 온·오프라인 사서커뮤니티 구축해 도서 큐레이팅을 담당하는 현장 사서들을 참여시키

는 노력도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결국, 도서관 정보나루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해 기획되었지만, 전국 676개 도

서관으로부터 구축한 장서, 대출데이터를 통해 도서관이 제공하는 책정보 서비스 사이트

로서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8월 19일 현재, 빅데이터 사

업이 수집한 데이터 수집상황을 보면, 전국 828개 도서관으로부터 수집한 8,300만 장서, 

2,200만 이용자. 11억 건의 대출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

서행태정보는 막대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당장의 트렌드만을 보여주거나 또 알라

딘이나 교보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판매 데이터와 같이 상업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와는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중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

는 공공도서관의 대출 및 장서정보는 이런 측면에서 전국도서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책정

보 포털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이 특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사업의 새로운 핵심서비스로 

사업영역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나루를 대시민 서비스로 규정했을 때,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장

점을 갖지만, 시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도서추천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 한계도 있다. 

이는 빅데이터 사업에서 회원정보를 수집할 때 특정 개인의 독서 이력은 확인할 수 있으

나, 그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암호화하기 때문이다. 2016년 개

발했던 독자추천서비스 책콕콕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듯이, 정보

나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인해 어떤 구체적 개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에 그 

개인을 위한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렵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출이력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책정보 분석 서비스로 고도화할 수있을 것이다.  

현재 도서관 정보나루에서는 특정 도서를 검색할 수는 있으나, 도서검색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제공하는 도서정보는 간단한 서지 정보와 그 도서의 대출기록추이, 함께 대출

된 도서 리스트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책정보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고 사서와 일반 국

민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서평정보를 확대 제공할 것

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요구나 기대는 공통적으로 높았다.

도서관 사서나 이용자가 쓴 서평을 모아 볼 수 있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OO대표도서관 사서)  

실제로 서평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내용으로, 당시 우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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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뒤로 밀렸던 서비스로 보인다.

저희가 착수보고나 중간에 분석회의 단계에서 아마 한 두세 페이지로 기술적인, 저희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했는데 위젯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데이터를 넘기면 이렇게 
해서 모을 수 있다, 기술적 수준에서 뭐 (시스템개발자C)

정보나루를 책정보서비스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빅데이터 사업의 열매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고 홍보함으로써 선진적이고 세련된 도서관 이미지를 전달하는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가

져올 것이다.

한편, 정보나루에서 도서정보 외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Open API로 대표되는 

공공데이터 공개 및 활용서비스이다. 2016년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 “책콕콕”이 개

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개인정보수집이 어려워 중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서비스이

다. 민간개발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정보나루에서 Open API로 제공하는 데이

터를 활용하여 연구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서점, 출판사에서는 민간

시스템개발자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낼 수 있다. 

Open API 이용량은 10,636건(2016), 2,381,480건(2017), 3,466,164건(2018.6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도서관시스템회사에서 웹사이트

와 앱개발에 활용되며, 학생들의 연구논문이나 실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7

월 현재, Open API 호출건수는 <표 30>과 같다.5) 

정보공개 
도서관

도서관별 
장서/대출

데이터

인기
대출도서

도서상세
정보조회

추천도서
도서 

키워드
도서별 

이용분석
도서 

소장여부*
합계

14,822 127,431 1,381,573 3,807,996 252,445 230,031 43,827 155 5,858,280

0.30% 2.20% 23.60% 65.00% 4.30% 3.90% 0.70% 0.00% 100.00%

<표 30> 정보나루 제공 Open API 유형별 호출건수 

현재 정보나루를 통해 제공되는 Open API 호출건수는 유형별로 차이가 많은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도서상세정보조회와 인기대출도서이다. 시스템개발회사가 도서관 웹

사이트와 모바일앱을 개발할 때 주로 활용하는 정보이다. 

도서관 정보나루 API에 히트수를 가장 높였던 게 저희였거든요. 저희가 저희 메인 페

5) 2018년 8월 19일 현재 7,047,672건.  도서소장여부는 정보나루에서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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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인기도서라든지 이런 어떤 도서 이용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볼 수 
있게 구축해놔서(시스템개발자B)

현재 제공되는 API는 총 8개로, 시스템개발회사에서는 좀 더 많은 API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PI를 더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
들을, 도서관 정보나루로 빼달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해서 
접근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거는 API라는 
형태로.... (시스템개발자A)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API를 시스템 개발회사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속도 문제가 현실

적인 제약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 시설, 설비 투자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에다 쌓아두는게 아니고 이용자가 메인페이지 들어
갈 때마다 저희가 (빅데이터쪽에) 요청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속도 부분이 조금, 네.
요즘 이용자들은 이제 급하잖아요. 빠르게 발전되고 보급이 잘되다보니까 눌렀을 때 
하단에 나오게 돼있는데, 미처 넘어오기 전에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는거죠. 빠를 땐 
빠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용량에 따라 그런건지 어떤건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있다 나오다보니까. 로딩 시간이 조금 있어요....  
API에 비해서 속도가 아마 제일 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정보를 뿌리는데, 그 
빅데이터 데이터를 뿌리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거죠. 홈페이지가 개발이 되서 검
수받을 때는 성능 요구 사항이 3초 이내에요.... (빅데이터 개발하시는 쪽에서) 내부적
으로 하셔가지고 속도를 좀 향상시켜줘야 사용하는 입장에서 빨리 나오니까 (시스템
개발자B)

개발업체에서는 속도문제 개선요청에 따라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API도 좀 더 늘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건데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니까 조건이 많이 늘어나는거죠. 근데 조건이 늘어날수록 API는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데이터도 늘어나야 되지만, 비교해야 될 항목들이 늘어나니까 이
게 자꾸 느려지게 되면 저희가 다시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은, 회사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하나의 API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
면 또 느려집니다. 얘도 찾아야 되고 얘도 찾아야 되니까 1초, 1초 해서 2초 걸리는데. 
단순하게 많이 달라고 하면서 1초 안에 날라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키스티에다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쪼갠다.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이 문제가 되면 2개의 정보를 모아서 
주던 거를 쪼개주겠다. 그러면 각자 2개 다 쓰는 사람들은 2초 쓸 것이고, 하나 밖에 
안 쓰는 사람들은 1초 밖에 안 걸릴거니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많이 쪼갰고, 올 초
에 그 아까 API 느린 거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성능 개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마 올 해부터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스템개발자C)

또한 현재의 API서비스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도서관에 제공하는 일방향이지만, 개별 

도서관이 LAS에 검색키워드 로그데이터 등을 축적해 빅데이터 플랫폼이 API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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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 제안되기도 했다. 즉, 현재 Open API가 일방적으로 정

보나루에서 개별도서관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공되는데, 쌍방향으로 설계하여 도서관 데

이터를 더 많이 수집,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빅데이
터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인기검색어를 계속 도서관이 축적을 시키거
든요. 축적을 하는데 이거를 빅데이터 쪽에 같이 올려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라는 생
각이 들었거든요. 빅데이터에도 뭐 그 서지에 대한 인기검색어, 키워드 등 제공을 하고 있
잖아요. 근데 이용자가 어떤 시기 별로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거 같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올리는 API를 제공해준다면 저희는 올릴 수 있을 것 같
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더 많은 정보, 도서관에 책 정보, 이용자 정보, 대출 정보 외
에 여러가지 힌트들을 갖고 구조를 딱 만들어놓고 빈 방 만들어놓고, 여기에 1차 이렇게 
있으니까 도서관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달라, 거꾸로. 이러면은 초기에 데이터들은 굉
장히 이렇게 점점점이 생기겠지만 나중에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의미있는 어떤 비정형 데
이터로써의 가치도 있지 않을까 (시스템개발자B)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한적이기는 한데 진짜 만약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확대를 하려면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가 어떤 건 지를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이용자의 성향이나 취향, 좋아하는 분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도서를 대출했
는지,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그리고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도서관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그 정보를 LAS에서 추가해서 이용자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가 올라가야지 원활한, 원하는 서비
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스템개발자A)

그 밖에 현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이 도서관계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보다 많이 노출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나루 홍보를 

강화하여 도서관 외부(예: 서점, 출판사, 앱개발자, 해외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도서

관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활용성을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법일 것

이다. 도서관 정보나루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도서

관” 또는 “도서”로 검색했을 때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이상 도서관 정보나루 이용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정보나루 플랫폼 

구조를 사용자 태스크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즉, 사이트의 성격을 더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가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현재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현재는 전국의 도서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책정보 서비스 포털 기능과 시스템개발이나 교육목적의 데이터공유 기능이 혼재

되어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의 태스크 관점에서 두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플랫폼을 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 정보나루의 확실한 성격과 방향성을 정하여 리포지셔닝

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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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기반 통계분석 도구 (Radar)

(1) 개요

○ 서비스 정의 

R 기반 빅데이터 분석도구 Radar는 이용자가 개인 PC에 무료로 직접 다운받아 활

용할 수 있는 GUI 기반 R 통계분석 도구이다.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

이터 분석 지원 통계프로그램으로, 현재 베타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 주요 기능  

기술통계, 단순회귀분석, 교차분석, ANOVA, t-test등 핵심적인 통계기능과 함께 위

계적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차원 척도법 등 고급 통계 중심의 분석기능도 

제공한다. GUI기반에서 데이터 편집과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솔로몬의 반출데이터를 

별다른 가공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통계분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누

구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Radar 이용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

용할 수 있다.

<그림 57> Radar 화면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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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Radar 화면 예시, 2

<그림 59> Radar 화면 예시, 3

(2) Radar 이용현황 분석

Radar는 이용자가 PC에 무료로 직접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GUI 기반 R 통계분석 

도구로,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지원 통계프로그램으로, 현재 베

타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Radar 이용은 도서관 현장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고, 예비사서를 위한 대학 교

육현장에서는 간혹 활용되고 있다. 통계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는 쉽게 개발된 도구이지

만, 통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현장사서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을 수 있다. 데이

터 분석능력이 사서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전문 역량(이종창, 권나현, 2017)이며, 사서가 

데이터과학자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Radar 활용은 사서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계속교육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 보인다. 무엇보다 고가로 구입해

야 하는 상용 통계분석프로그램과 달리 Radar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프

로그램이라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Radar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지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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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 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기존 서비스 현황 종합  

향후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방향은 지금까지 개발된 각 서비스의 목표를 더 분명히 

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참여도서관 확대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

대 도서관 정보나루의 경우, 서비스를 (1) 일반 국민과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도서에 대한 

양질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2) 민간 개발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적인 온라인서점에서 제공받는 정보와 차별성을 갖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공

신력 있는 책 정보 공공포털”로 성격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독서행태분석과 양질의 서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후자는 Open API로 대

표되는 정보공개 서비스로, 정보공유와 데이터를 통한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활용성 확대

와 관계된다. 솔로몬과 Radar 역시 사용자 측면에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솔로몬에서 정보나루로 가는 링크는 존재하지만, 정보나루에서 

솔로몬으로 가는 링크가 부재하다. 이는 두 서비스 플랫폼이 분리되어 설계되고 있다는 의미

한다. 각 빅데이터 플랫폼이 서로 단절된 채 단독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종합적인 틀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

다.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 서비스의 보완, 확장 및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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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서비스 모형과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을 위한 정보화 전략

빅데이터 사업의 제 1기 5년이 서비스의 안정화였다면, 제 2기는 서비스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현재의 서비스 개선과 

향후 제공할 신규 서비스 개발 시나리오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을 <표 31>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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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부

확대
/강화 신규

전
국
 
도
서
관

기

존

서

비

스  

확

대

솔로몬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확대 ◉
국가도서관통계 연계 ◉
타관 비교 준거기능 정교화 ◉
태스크 중심 플랫폼 일원화 ◉

정보나루 
책정보 서비스 기능 강화 ◉
서평 공유 플랫폼 구축 ◉
북큐레이션 지원 사서협업 플랫폼 구축 ◉

OpenAPI 개별 도서관의 API 수집기능 추가 ◉
RADAR 사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기획 ◉

신

규

서  

비

스

데이터 수집 
기관 확대

생애주기 데이터 서비스 ◉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

데이터 
큐레이션

국가 도서관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 구축 ◉
데이터 유형 정비 ◉
데이터 아카이빙 서비스 기획 ◉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정비 ◉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사업팀 데이터 품질인증 ◉
사업팀 데이터 관리 인증 ◉
참여도서관 데이터 품질 관리 지원 ◉

대시보드서비
스  개발  

국가도서관 대시보드 ◉
지역/도서관 단위 대시보드 ◉
관내 서가 구역 마케팅 대시보드 ◉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소장기반 분석 ◉
활동기반 분석 ◉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센터 구축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신

규

서  

비

스 

1단계: 
기존 서비스 
데이터 활용성 
향상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시스템 ◉

2단계: 
기존 디지털 
자료의 데이터 
서비스

대한민국 국가서지 데이터 서비스 ◉
테마컬렉션 서지 데이터셋 서비스 ◉

3단계: 
기존 장서의 
데이터셋 
전환과 서비스

테마컬렉션 원문 데이터 서비스 ◉
고문헌 원문 데이터 서비스 ◉

<표 31> 차세대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 방향: 기존 서비스 확대와 신규 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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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솔로몬의 의사결정지원 기능 확장

의사결정지원서비스로서 솔로몬의 기능을 몇 가지 측면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재 빅데이터 플

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솔로몬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1)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한 운영지원 대시보드 고도화

KOLAS와 비교한 솔로몬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데이터 분석가공, 타관과의 비교데

이터 제공, 지역정보와 연계한 시각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

는 방향으로 솔로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장 잘 구현하도록 돕

는 것은 통계지리정보를 활용한 연계정보의 시각화 서비스일 것이다.    현재 GIS 연계기

능은 싱글 라이브러리 모듈의 회원 및 대출자 분포의 지역분포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더 

확장하고 시각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LAS에서 제공되는 단순 통계기능과의 차별성을 분

명히 하여 그 상대적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지

리정보서비스(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인 SGIS플러스는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가구·주택·사업체 등 공간통계정보와 각종 외부자료를 융·복합하여 소지역 공

간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간통계정보 플랫폼으로 공유, 소통, 참여가 가능하다.

<그림 60>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의 구조

이 서비스는 전국 읍면동단위까지 통계가 제공되는데, 2015년부터는 SGIS 오픈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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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비스가 실시되어 사용자에게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고 있다. 포털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대화형 통계지도, 통계주제도, 우리동네 생활업종 서비스 개시, 위치기반

데이터관리시스템 서비스, 정책통계지도, 기술업종 통계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장서, 대출, 회원데이터를 그 지역의  통계지리정

보서비스(SGIS)의 각종 통계주제도(인구와 가구, 주거와 교통, 복지와 문화, 노동과 경제, 

환경과 안전), 지도API, 데이터API 등과 연계한다. 모범 사례로 성북구의 빅데이터 분석

(성북문화재단, 2015)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

○ 활용 서비스

- 특정 도서관의 회원데이터 또는 대출데이터와 그 지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연계

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 활용 방안  

- 개별도서관이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할 때, 지역내 고령인구 분포도와 고령층 

대출회원 거주지 분포도 연계

- 서울시 다문화인구 분포도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다문화 장서 수서 및 다문화 리터러

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한 지역의 도서관 파악 

- 소상공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기획을 할 때, 시 자치구 단위에

서 도소매업 종별 사업체 수 및 분포도를 통해 잠재적 참가 대상자의 소재지와 규모 

파악

 
 기존에 사서들이 도서관을 개관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지역사회분석, 환경분석 등
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사회통계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사회통계 데이터가 
빅데이터 분석 시 바로 연계되어 동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업무에 큰 효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북구의 사례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분석에 필요한 여러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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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SGIS의 “우리동네 생활업종”에서 서울 서대문구 지역 편의점 운영 사업체 수 조회한 결과 

<그림 62> SGIS에서 검색한 서대문구 소재 도·소매업 분포도 

 

(2) 국가도서관통계

문체부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전국도서관운영평가 데이터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

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데이터이다. 도서관 예산, 인력, 이용, 서비스 내용 등

을 집계한 이 통계 데이터가 빅데이터 사업에서 수집한 서지, 이용자, 대출데이터와 함께 

분석될 때, 그 활용성과 가치는 증폭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도서관 등 해외 도서관의 

빅데이터사업에서 국가도서관통계는 핵심데이터이다. 우리의 경우, 수집기관에서는 집계

만 할 뿐이며 실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서의 활용성은 지극히 낮은 현실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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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도서관 통계에 대한 분석요구가 도서관 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표도서

관들이 지역 도서관 정책을 수립기능이 강화되면서, 이 도서관의 기본 운영데이터는 핵심 

기반데이터가 되므로 수집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바람직하기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서 신규 수집 데이터 유형으로 국가도서관통계를 확대 수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직적 

업무협조와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집이 어렵다면 공개 공공데이터인 국가도서관통

계시스템에서 API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준거집단과의 비교 기능 정교화

현재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가능한 타관과의 비교분석은 관내 도서관 간 비교분석, 

관내 도서관 통합분석, 타도서관과 자관 비교분석 등이다. 먼저 관내 도서관간 비교분석

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의 회원, 대출, 장서 데이터가 비교표

로 제시된다. 둘째, 관내 도서관 통합분석에서는 관내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수와 연체수

가 가장 많은 회원이 조회된다. 셋째, 타도서관과 자관 비교분석에서는 자관과 전국 및 

장서수가 비슷한 도서관들의 대출건수, 장서수, 장서회전율의 평균이 제시된다. 현재 제공

되는 도서관간 비교 기능을 좀 더 유의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교되는 준거

집단과의 비교가 전국 평균과 함께 “우리 도서관과 장서 수가 비슷한 도서관”과 비교된다

고만 되어 있고, 비교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업무보고시 명확한 준거를 제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 기능을 보다 정교화하고 투명하게 하

거나, 이를 위한 공식도 개발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희망하는 변인에 따라 비교할 준

거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비교대상이 된 복수의 도서관명을 명시한다. 준거집단

은 몇 개의 층위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도서관유형, 예산규모, 인구수, 

장서규모, 지역경제수준 등의 변인으로 준거 집단 비교 또는 이들 변인들을 모두 적용한 

회귀방정식으로 준거집단을 구성한다.  

(4) 플랫폼 일원화

현재 솔로몬 플랫폼은 싱글/네트워크 라이브러리로 분리되어 있다. 싱글 라이브러리 에

서는 개별도서관 데이터만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는 도서관 외부 데이터와 

함께 분석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분리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이원

화된 모듈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데이터의 보정 여부이다. 데이터 보정 

여부에 따라 싱글 라이브러리는 미보정 상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보정 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서로 다른 분석 결과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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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도서관의 데이터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데이터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수집데이터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하며, 싱글 라이브러리 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모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보정된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한다. 솔로몬의 진정한 가치는 타도

서관 데이터와의 비교 또는 외부데이터와의 연계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

원, 장서, 대출 분석은 싱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지만, 수서추천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에서 제공되어 이용자 입장에서 다소 혼동스럽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이용자의 태스크보다

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원화된 싱글과 네트워크 구분을 향후에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로 

일원화하고, 태스크 중심으로 모듈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 정보나루, Radar의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은 사용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서
비스에 접근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됩니
다. 그러나 접근의 수월성을 위해서는 플랫폼 일원화의 과정을 중장기로 계획하기보다
는 빠른 시일 내에 단기적 해결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데이터 시스템의 기능 개발 시 사서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메뉴를 데이터 중
심이 아니라 task중심, 업무중심으로 나열하면 더욱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수서업무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숨어 있고, 기존 메뉴도 이용자, 장서, 대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빅
데이터를 사서 업무용 도서관 경영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면 1)지역사회분석, 2)이용자 특성분석 3)대출행대, 4)이용자 요구, 5) 장서평가, 6)수서, 
7)이용자 특성별 도서추천 등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자문위원)

나. 정보나루의 성격 재정립 

앞서 현황분석에서 정보나루의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도서관 정보나루

에 일반 시민이 접근했을 때, 이 사이트의 성격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다. 현재 정보나루가 

(1) 일반국민과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도서에 대한 양질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와 (2) 시스템 개발자를 위한 데이터 공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타겟 이용자 중심으

로 사이트를 분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국민 대상의 서비스는 도서관 책정보 서비스로 특화할 수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상업 온라인서점에서 제공받는 정보와 차별성을 갖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공신력있는 

도서 정보 공공포털”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독서행태 분석정보과 양질의 서평데이

터를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문헌정보관리에서 문헌

정보 큐레이션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모두 사서의 핵심역량으로 명시되어 있다. 모두 도서정

보제공, 독서상담, 서평작성과 관련되는 역량으로, 이 책정보 포털로서의 정보나루는 사서의 

독서관련 핵심역량 계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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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포털을 위한 정보화 전략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성격, 서비스 대상 재규정 및 명칭 변경 

일반 시민이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 정보와 함께 깊이있는 도서 정보이다. 타겟 고객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전

국의 도서관 소장도서의 서지정보와 대출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도록 도서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기본 검색창은 ‘Data Search’가 아닌 ‘Book Search’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특정 도서에 대한 다양한 심층분석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특정 도서에 대해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상세 서지 정보는 물론 소장 도서관, 대출빈도 

등 이용 정보(=인기도), 주요 대출 이용자층(연령대 등), 연관 도서 정보(=동시 대출도서), 

큐레이팅 이력정보(테마 컬렉션 등), 사서 및 독자 서평 정보 등이 제공되어 독서안내서비

스에도 활용하도록 한다.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일반 시민은 풍부한 책 정

보를 획득하고, 사서는 특정 도서에 대한 분석 정보 획득과 배후의 집계 및 통합 데이터 

획득, 큐레이팅을 위한 기획 아이디어를 습득할 수 있다. 

새로 정비된 정보나루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존 메뉴 중 ‘테마데이터’를 신메뉴로 상위로 빼 내어 도서 정보 사이트를 개설한다. 현

재 구축된 데이터로도 전국 도서관의 소장 도서에 대한 서지정보, 인기도(연령별, 지역별 

대출리스트 제공)에 따른 도서 추천을 시작할 수 있다. 도서 추천은 개인 회원데이터 기

반에 의한 것이 아닌 도서 이용데이터, 즉 대출기반으로 연관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 도서별 이용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서평, 테마기

획 큐레이팅 이력을 반영하는 태그를 붙여 서평과 테마데이터 검색을 지원한다. 중·장기

적으로는 인기도(소장, 이용), 세분화 및 고도화(지역, 연령 등)에 따른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현재 도서관 사서들이 사용하는 정보나루와 솔로몬, Radar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참여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하는 기관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는 본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많은 도서관에서 여전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수월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보나루의 「테마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에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쉬운 접근과 용이한 활용을 위한 기능적 개선이 선결되어야합니다. 

  테마데이터는 현재 사서들이 가장 많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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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분석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서들에게 「테마데이터 따라하기」와 같은 튜토
리얼 모델로 제공한다면 용이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문위원)

(2) 서평 공유 플랫폼 구축

유용한 책정보 서비스는 양질의 서평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서 시작하므로, 많은 

도서관 사서들이 서평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여 축적할 수 있도록 서평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그림 63>과 <그림 64>는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검토했던 서평데이터 수

집 전략으로, 이 전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평데이터 수집방법을 보면, 개별 도서관 사서들이 특정 도서의 서평을 도서관 홈페이

지에 있는 그 도서의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작성하며, 빅데이터 수집시스템이 그 서평데이

터를 수집하여 서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예: 감성분석, 정량분석 

등)을 통해 분석된 서평데이터는 다시 개별도서관의 그 도서의 서지데이터에 연결되는데, 

이 때 해당 도서관이 작성한 서평뿐 아니라 더불어 서평 분석 결과와 함께 서평DB에 축

적된 그 도서에 대해 여러 기관이 작성한 모든 서평이 함께 제공된다.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특정 도서의 서지정보에는 서평정보와 함께 추천 도서정보, 전

국 공공도서관 소장정보 및 대출빈도, 테마도서 전시이력 데이터, 기타 분석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특정 도서에 대해 부가가치가 큰 통합 정보서비스를 가능케 해 준다. 이

렇게 구축된 도서 정보가 API/위젯을 통해 공개되면 민간시스템개발자들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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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서평데이터 수집 전략과 공유, 1  

<그림 64> 서평데이터 수집 전략과 공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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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 큐레이션을 위한 사서협업지원 플랫폼 구축

개별 도서관마다 서평, 테마 기획 등 다양한 북큐레이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테마데이터는 많은 사서들이 호응하는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시간을 투자해 기획하고 제

작하는 일이다.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사업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인력은 물론 

아이디어가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사서들이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 부재하다. 솔로몬 플랫폼에 있는 사서공유사이트 역시 협업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못하

고 있다. 이에 사서들의 큐레이션 활동을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서커뮤니티 구축을 

제안한다. 이용자 서비스와 사회 트렌드를 잘 읽는 여러 사서가 함께 참여하여 참신한 테

마 기획을 꾀할 수 있다. 사업팀이 구축한 플랫폼 안에서 사서들이 협업하여 연구결과물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상적 큐레이션 기획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일정 수준에

서 공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서협업지원서비스 플랫폼은 책정보 사이트에서 사서가 로그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도

록 설계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추천도서를 포함 각종 도서관의 추천도서, 큐레이션 

도서, 서평리스트(예: 부산교육청도서관), 연관도서 추천 리스트 등을 수집, 공유한다. 서

평데이터와 연계한 책정보 플랫폼과도 연계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서 Library Things와 

같이 사서들이 기획도서에 대한 태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주제 공유 기능과 큐

레이션을 위한 탬플릿 제작지원 기능을 지원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서정보에 주제 

키워드, 대상독자 등의 메타데이터 입력 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한

다.

○ 활용 방안

- 정보나루에서 도서정보, 기존 서평 및 테마를 검색해서 자관의 테마 기획물을 커스터

마이징하여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 서비스 제공. 현재 정보나루에서 테마데이터 포스

터를 공유하고 자관에서 기획물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확장한 것임 

- 테마도서 기획에서 각 도서에 붙인 태그를 정보나루의 도서 정보에 부기하여 활용

  
  현재 도서대출 데이터에만 집중되어있는 현재 도서관 빅데이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정보나루에서 서평을 공유하고 북큐
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개별도서관에 보장하는 등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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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사서제작 테마도서 큐레이션 포스터

다. Open API 서비스 재정립  

Open API 서비스를 책정보 제공서비스와 분리하고,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서비스로 재정립

하여 Open API 서비스를 확대 개발한다. 

원래 도서관 정보나루는 연구자, 시민, 개발자들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한 서비스로 출발하

였으나, 함께 제공되는 책정보 분석서비스의 잠재적 서비스 가치가 크므로 분리 운영하여 각 

서비스의 특성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Open API서비스는 도서관시스템개발회사 등 데이터 

서비스 분석 및 개발에 관심있는 대상을 위한 정보공개서비스로 그 성격을 재정립하고, 기존

의 정보나루 플랫폼에 흩어져 제공되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모아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독자적인 정보공유 사이트로 구성한다. 현재 제공되는 Open API는 총 8개로, 도서관 빅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분석데이터를 더 다양하고 활발히 공개하여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제공되는 Open API서비스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도서관에 일방향으로 제공되

는 형태이다. 개별 도서관이 LAS에 검색키워드 로그데이터 등을 축적해 빅데이터 플랫폼에 

API로 제공하도록 하여 쌍방향 데이터 수집, 공유를 가능하도록 확장한다. 즉, 현재 정보나루

에서 개별도서관에 제공하는 Open API의 일방향 서비스를 쌍방향으로 설계한다. API를 도서

관과 빅데이터 플랫폼 양쪽에 설치하여 빅데이터 수집기가 개별도서관이 생산하는 검색기록 

로그데이터, 수서데이터, 희망도서 등을 API로 수집하게 한다. 이렇게 개별도서관에서의 이용 

행태를 보여주는 풍부한 검색로그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수집, 축적하여 그 분석데이터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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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다. 

○ 활용 방안

- 시기별 전국도서관 검색어 순위 분석 서비스 

- 년도별 도서관 수서 트렌드 시계열 분석

 
  이용자의 요구사항도 빅데이터로 수집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유로피아나의 사
례에서처럼 모바일과 PC 이용자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도서관 검색 키워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
여 빅데이터로 분석하거나 각 도서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한다면, 도서관 장서나 대출
로 나타나는 이용자 관심도 보다 더욱 직접적인, 애초에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요구사항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색 키워드 분석은 일반적 인터넷 검색엔진에 나타난 
검색 키워드 로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문위
원)

라. Radar 활용성 확장

데이터분석도구로 개발된 Radar 통계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서의 데이터 리터

러시 관점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양적 연구를 수행하고 근거중심의 현

장연구를 수행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무연구수행”역량은 NCS기반의 사서

직의 핵심역량이며, 데이터분석연구를 통해 이용성과를 분석하는 “이용성과 분석”역량은 사서

직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문헌정보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역량으로, 사서의 데이터 리

터러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기 개발된 분석도구의 단순 제공을 넘어 분석도구 활용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서의 전문역량강화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사서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한 워크숍 또는 집중교육 형태로 개발하여 

데이터 과학자로 차세대 사서의 역량을 높인다. 교육수료시 인증서 발급을 통해 사서의 데이

터 리터러시 역량계발을 장려한다. 교육대상은 예비사서인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생 예비사서

와 현장사서를 모두 포함하며, Radar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훈련 커리큘럼과 교재

를 개발한다. 실무 사서들이 업무에서 ACRLMetrix나 PLAmetrix를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습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Hernon, Dugan, Matthews, 2015)와 같은 실습 튜토리얼 제작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교육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코스웨어를 모두 개발하여 집합식 교육은 물

론 온라인 형태의 웨비나(webinar)로 제공하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서를 위해 웨비나를 

웹캐스팅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서가 Radar를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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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방안

- 사서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 교육프로그램 

-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문인 양성 

- 일반인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마. 데이터 수집 기관 확대   

(1) 생애주기 데이터 서비스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독서활동이 

타 연령층보다 활발한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의 대출데이터는 제대로 수집하지 못

하고 있다. 이들 연령층의 독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데이터 수집기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목록정보를 수집해 종합목

록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

관협의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데이터 수집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데이터 수집에서 염두에 둘 것은 졸업

과 같은 학적 변동에 따라 이용회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말소회원이 생긴다는 점이다. 

매년 크게 변동하는 회원데이터의 특성과 함께,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많은 반

면  소장서지 데이터의 품질이 대체로 높지 않으므로, 회원데이터와 서지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수집할 데이터는 대출데이터로, 생애주기 독

서경향 파악에 핵심 데이터가 된다. 대출 수집정보로 이용자ID, 이용자 지위(지위, 학년, 

학과), 표제명, ISBN, 주제 분류명, 주제 키워드 등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공

도서관과 같이 장서, 회원, 대출데이터를 모두 수집할지, 아니면 대출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할 지의 여부를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수집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한편,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학교도서관과는 달리 목록 품질이 공공도서관보다 평균적으

로 우수하므로 상세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지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서지데이터를 적극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장서정보는 회원도서관으로부터 직

접 수집하기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이미 구축된 KERIS 

종합목록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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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 연구지원 서비스

대학도서관으로 수집기관 범위를 확장했을 때 특별히 기대되는 데이터는 이용자 대출데

이터이다. 이용자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과 교수를 포함한다. 대출데이터 수집은 대학

생들의 전공 및 교양 독서 경향을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학문별 전문 연구자들의 대출기

록을 통해, 전문학술도서 장서평가는 물론 학술정보지원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학술연구자들의 대출이력은 개별 대학도서관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전국적 규모에서 학술연구자들의 대출기록을 총괄적으로 수집·축적할 경우, 

그 데이터는 지대한 연구가치를 지니게 된다. 전국적으로 특정 학문분야 교수연구자들의 

대출데이터를 통해 그 분야 학문의 범위, 타 분야와의 관계 네트워크, 학술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연구동향 변화, 학술적 아이디어의 생성 패턴 등 많은 유용한 분석 서비스가 가능

해 질 것이다. 특히 대학도서관 이용자는 지적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

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및 대출 데이터의 암호화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

어야 한다.    

○ 활용방안

- 학교 및 대학도서관 유관 기관 협력 및 서비스 기획 

- 생애주기 국민 독서 경향 분석

- 학문 분야별 대출경향 분석을 통한 학술 연구지원 서비스 기획

  
  데이터 수집기관을 학교 및 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과
성이 확보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온라인 목록 작성이 시
작된 것은 30년 정도, 종합목록이 작성된 것이 20년 내외가 되지만 여전히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이 각각 별도의 종합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종 간의 특성이 
데이터 품질 및 서비스 방향의 차이가 통합서비스에 저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사전
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 관종의 빅데이터를 통합함에 있어서도 이점
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바. 데이터 큐레이션 개념의 적용

큐레이션은 데이터 사용을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그림 70>과 같이 생산시점에서부터 보존 

및 재활용까지 데이터의 정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한 후 미래에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이 장기적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기본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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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애주기 모델과 유사한 도서관 데이터 생애주기 모델 및 관리 전

략을 개발해야 한다. 데이터 큐레이션 모형이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듯이 데이

터 생애주기도 도서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관종별로 집중되어야 할 생애주기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66> DCC 큐레이션 생애주기 모델

(http://www.dcc.ac.uk/resources/curation-lifecycle-model)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빅데이터 거버넌스부터 정비해야 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빅데이

터 사업의 관리 주체와 참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데이터의 관리와 소유 및 활용 권한

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의 유형을 규정하고 데이터 관리 프

로세스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즉,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 데이터 큐레이션 개념을 적용한다

는 것은 도서관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을 의

미한다.

(1) 데이터 유형 정비

현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데이터는 목록 데이터와 대출 데이터로 구분되고 있다(소

셜 미디어 등 외부 데이터는 제외). 이를 서지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의 두 유형으로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지 데이터에는 목록 데이터와 함께 사서가 현장에서 테마 도서로 북큐레이션 활동을 

하면서 축적되는 주제명(태그)도 함께 관리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 데이터는 현재 대출 데이터 이외에 도서관 온라인 목록 검색 로그 데이터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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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북큐레이션 활동 데이터(테마 주제, 서평 등)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데이터

는 현재 잘 축적되지 않아서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축적되거나

(검색 로그 데이터), 공유될 경우(북큐레이션 활동 데이터)에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는 데이터이다. 

(2)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정비

현재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은 참여 도서관이 데이터를 사업팀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

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사업팀과 

개별 도서관 사이에 연결 고리가 없는 형태이다. 이를 확장하여 사업팀이 개별 도서관의 

데이터를 큐레이팅 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온라인 목록 검색로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현재 개별 도서관 시스템에서 기록되

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크롤링해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팀이 대신 축적하는 아카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면, 필요에 따라서 검색어 순위 등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서평, 테마 주제 등 사서 북큐레이션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서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한 

데이터가 자관에서만 활용됨으로써 지적 노력의 가치가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

서들이 서평을 생산하거나 테마 주제 도서 기획을 할 경우에 이 기록을 공동 플랫폼에 취

합함으로써 일회성일 수 있는 활동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생

산된 테마 주제나 서명 등을 도서관 목록에 반영하거나, 타 도서관의 기획 활동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의 재사용성

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확보된 도서관 빅데이터에서 개별 도서관으로의 데이터 환류(분류 오류 

수정, 도서목록에 테마 주제어 부여, 이용대상 구분 부여 등)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구축

을 추진해야 한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관 내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큐레이션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데이터 큐레이션은 데이터 생명주기와 연결되어 데
이터의 장기적인 활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기관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데이터의 의미구조
(메타데이터, 분류 정보, 태그 등)를 공유하는 데에도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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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시나리오

○ 활용 서비스

- 참여 도서관 온라인 목록 로그 데이터 아카이빙 서비스

○ 분석 내용

- 개별 도서관의 기간별 상위 검색어 리스트

- 참여 도서관 전체의 기간별 상위 검색어 리스트

- 참여 도서관 전체의 급상승 검색어 리스트

- 참여 도서관 전체의 시기별 특이 동향 검색어 리스트

○ 활용 방안

- 자관의 기간별 상위 검색어를 확인하여 관련 도서 소장 및 대출 현황 파악, 미보유 

도서 신규 수서

- 참여 도서관 전체 급상승 검색어 리스트를 확인하여 관련 도서 소장 및 대출 현황 

파악, 미보유 도서 신규 수서

- 시기별 특이 동향 검색어 리스트를 통해 특정 시기에 검색이 집중되는 검색어를 파

악하여 해당 시기의 북큐레이션 활동의 기획 테마로 고려

사.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데이터 품질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업무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

와 유용성,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말한다. 도서관 빅데이터도 통상의 공공데이터 

또는 상용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의 품질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참여와 활용도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바로 사업에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 수준을 향상하여 신뢰도를 높여서 사업의 참여를 촉진

하고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사업 수집 데이터의 품질 관리 전략 요소는 <그림 67>과 같이 품질 관리 대상과 

(윗줄)과 품질 관리 주체(아랫줄)를 기준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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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도서관 빅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매트릭스

품질관리 전략 매트릭스의 아랫줄에서 구분되어 있듯이 모든 품질 관리는 빅데이터 사업에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데이터에 우선으로 적용되므로 품질 관리의 1차적인 주체는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팀이 된다. 참여 도서관의 개별 데이터는 사업에서 직접 품질 관리를 수

행하지 않는 대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도서관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개별 

참여 도서관이 2차적인 품질 관리 주체가 된다.

품질관리 전략 매트릭스의 윗줄에 구분했듯이, 품질 관리의 대상은 사업에서 수집하여 종합

된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검증하는 데이터 품질 인증과, 사업 자체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검증하여 인증 받는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1) 사업팀 데이터 품질 인증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는 방식은 크게 도메인 기반 품질 진단 방식과 업무규칙 기반 품

질 진단 방식으로 나뉜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도메인 기반 품질 진단 방식은 

수집하여 종합된 목록 및 대출 데이터에 대해서 각 필드(태그)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무

결성을 보장하는 진단이다. 특히 목록 데이터의 경우는 여러 도서관의 목록을 통합하는 

만큼 기존 사업에서 확보된 목록 검증 및 수정 규칙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업무규

칙 기반 품질 진단은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관계자, 자원, 활동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로부터 파생되는 업무 수행 규칙을 근거로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는 것이다. 특히 대출 

데이터의 경우는 대출 활동과 관련된 업무 규칙을 근거로 기존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도출한 데이터 검증 및 수정 규칙을 활용하여 품질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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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데이터 품질 인증 절차를 거쳐서 사업의 신뢰성을 대외적으

로 공인받도록 한다.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품질 인증은 기업, 기관에서 구축, 활용중인 데

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영향 요소 전반을 도메인, 업무규칙을 기준으로 

심사·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정합성 수준에 따라서 <표 32>와 같이 3단

계로 나뉜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구 분 정합률 비 고
Platinum Class 99.977% 이상 5.0시그마 이상

Gold Class 97.700% 이상 3.5시그마 이상
Silver Class 95.510% 이상 3.2시그마 이상

<표 32> 데이터 품질 인증 단계

목록 및 대출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수집 데이터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팀에 구축된 데이터(기존의 도서관 정보나루 데이터와 솔로몬 데이

터)에 대해 Silver Class부터 시작하여 Gold Class 이상의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

로 한다.

(2) 사업팀 데이터 관리 인증

사업팀이 도서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관리 인증을 받아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 참여 도서관들의 

더 높은 신뢰를 확보하도록 한다.

데이터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관리 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

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낮은 1단

계에서 최종 5단계까지 관리 프로세스 성숙도에 따른 인증을 받게 된다(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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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레벨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데이터 관리 활동을 실행

하는 단계
2레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가 정형화된 단계
3레벨 전체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수행되는 단계
4레벨 정량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데이터 관리가 수행되는 단계
5레벨 데이터 관리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적용하는 단계

<표 33> 데이터 관리 인증 5단계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접근성, 적시성, 보안

성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확성 항목의 경우 1단계에서는 관리 대상 정의 여

부와 정확성 확인 업무 수행 여부를 심사하며, 2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정확성을 위한 

표준 정의와 정확성 확인 계획 업무 수행 여부 심사가 추가된다.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관리 프로세스의 문서화를 일부 개선하는 정도

로도 1레벨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업 기간 동안 기존 데이터 관리 프로

세스부터  1레벨부터 시작해서 5레벨까지 인증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집 데이터 이외에 도서관 검색 로그, 사서 서평 등의 추가 

수집 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 프로세스를 인증받도록 추진한다.

(3) 참여 도서관 데이터 품질 관리 지원

참여 도서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 인증을 추진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이 데이터 품질

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업팀이 제공하여 희망 도서관에 한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목록 데이터의 경우에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영세한 도서 납품업자로부터 도서와 

함께 목록을 납품받음으로서 품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축된 목록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단이 없으며, 오류의 발견 및 수정 절차도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이의 근본 원인은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 미비(이제환, 2018)이며, 이는 목

록의 유용성 저하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의 출발점으로 납

품을 통해 구축된 도서관 목록의 오류와 품질 수준을 개별 도서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하다.

개별 참여 도서관이 일정한 기간(1년, 또는 6개월 등) 동안 제공한 목록 데이터에 대해

서 사업팀 측에서는 도메인 기반 품질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이 품질 관리의 결과 파악

된 제공 데이터의 오류와 품질 수준을 해당 도서관에 피드백으로 알려주도록 한다.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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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파악된 목록 오류는 개별 도서관이 직접 자관의 목록에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목

록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목록 품질의 직접적인 개선 방안이 된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오류 통계를 취합하면 납품 목록 품질 수준을 측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납품 목록 품질 측정 결과는 도서관의 MARC 납품업자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

용할 수 있다. 기존 도서관 수서 업무에서 납품업자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납품기일 준수, 

주당 납품 횟수, 납품 성공률 등과 같은 도서 납품 관련 수치만 활용되어 목록을 평가할 

수단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납품 목록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도서 납품 사업자 평가

와 선정에 활용한다면 개별 도서관의 목록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더욱 효

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데이터의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
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인증과 참여도서관 품질관리 지원 전략은 기본을 탄탄히 마련
하는 핵심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문위원)

(4) 품질 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 활용 서비스

- 참여 도서관 데이터 품질관리 서비스

○ 분석 내용

- 수집된 개별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 오류 수정 사항

- 도서관별 목록 품질 평가 점수 (연간 제출 데이터 전체 혹은 일정 기간 데이터 평가)

○ 활용 방안

- 목록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 후 수정하여 자관 목록의 품질 개선

- 연차 사업 기간 중 도서 납품업자에게 주요 목록 오류를 통보하여 납품 목록의 오류 

재발 방지

- 전년도 납품된 목록의 품질 점수와 오류 리스트를 활용하여 납품 사업자의 평가와 

협상 도구로 활용

아. 도서관 대시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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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는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으로서 압축적이고 정렬된 하나의 화면 또는 지면에 정보가 제시되어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대시보드를 도입하는 효과는 의사결정의 개선과 성과 향상,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 획득, 구성원의 업무 개선 동기 획득(Rasmussen et al., 2009) 등이다.

대시보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성공’을 위한 성과 관리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며 

기관의 특정 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시

보드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대시보드는 성과관리 대시보드와 마케팅 대시보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과관리 대시보드와 이에 기반한 마케팅 대시보드는 <그림 68>과 같이 근거중심 

경영의 한 요소로 효율 및 효과적인 도서관 경영에 기여하게 되며, 마케팅 대시보드는 이해관

계자와의 소통을 촉진하며 도서관 지지자 확보를 통해 도서관 성공을 이끌 수 있다(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

<그림 68> 도서관 대시보드의 목적 (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솔로몬 시스템의 기능과 국가도서관통계 등 신규 획득 데이

터에 기반하여 마케팅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케팅 대시보드

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 대시보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기존 솔로몬 시스템의 기능에 

유사한 기능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기능을 보완 및 정비하여 성과 관리 대시보드로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시적으로 새롭게 구현되는 마케팅 대시보드 위주로 사업을 추진

한다.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는 <그림 69>과 같이 국가도서

관통계를 활용한 국가 차원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지역 및 도서관 단위 대시보드, 그

리고 도서관 내 서가 구역별 마케팅 대시보드로 구분하여 구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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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도서관 대시보드 서비스 유형별 구현 방안

이중에서 개별 도서관 및 지역 단위의 운영 대시보드에 필요한 기능은 현재 솔로몬에서 상

당수 구현되어 있다. 이를 확장하여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심 성과 항목을 집약한 대시보드 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는 도서관의 다양한 성과 측면을 보여주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 담당자 및 지역 주민의 관심을 환기하여 도서관에 대한 지지층을 확장하고 투

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에 포함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성

과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국가 및 지역사회 경쟁력: 도서관 서비스의 국제비교 및 지역 간 비교

- 지역사회 영향력: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사회 영향력 

- 도서관 향유 및 혜택: 도서관 서비스의 향유와 혜택  

- 이용자 만족: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

  

이 중에서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도서관 서비스의 국가 및 지역사회 경쟁력

과 지역사회 영향력 영역 위주로 구현을 추진한다. 이 영역에는 국민(지역주민) 1인당 연

간 수서량, 1인당 사서 수와 같은 지표가 포함된다. 대시보드 서비스 구현은 1차적으로 

국가도서관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운영평가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

하여 이용자 만족도 등의 지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시보드에 활용될 구체적

인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이미 국가도서관통계에서 취합되고 있는 투입과 산출 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성과 영역이나 목적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 평가지표, 

도서관 향유지표 등의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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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투입 지표 (input) 도서관 성과의 기반이 되는 예산, 인력, 시설, 장서 등

산출 지표 (output) 대출건수, 방문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결과 지표 (outcome)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품질지수 등

<표 34> 도서관 대시보드에 활용되는 지표

사업의 1단계에서는 정책입안자와 이용자 대상의 마케팅 대시보드를 구현하되, 국가도

서관통계에서 바로 획득 가능한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

를 구현한다. 이때 타 국가의 도서관 통계를 함께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국제 비교를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구현한 대시보드는 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고, 인쇄물로 제작하여 도서관 및 지역 공공시설에 게시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

다.

(2) 지역 및 도서관 단위 대시보드

지역 및 도서관 단위로는 이미 솔로몬 시스템에서 상당수의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가 

제공되고 있다. 관내 동별 이용자 수, 연령대별 대출 통계, 장서 회전율 등이 그 예이며, 

이를 집약하여 운영 대시보드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대시보드까지 구현할 수 

있다.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대시보드는 다음 그림 및 표와 같이 사용자 구분에 따라서 운

영 대시보드로부터 전략 대시보드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70> 사용자와 대시보드의 대응 (Eckers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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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유형  서비스 대상 성과지표 데이터 

전략 대시보드 
§ 관리자 
§ 중간관리자 
§ 실무자 

§ 산출
§ 결과

§ 평가결과 
§ 조사/분석 

전술 대시보드 
§ 중간 관리자 
§ 관리자 
§ 정책 관련 실무자 

§ 정책 관련 투입 및 산출 
§ 정책 관련 효율성 및 효과성 

§ 정책 평가 결과 
§ 정책 생산 
§ 통계
§ 조사/분석 

운영 대시보드 
§ 업무 관련 실무자 
§ 중간관리자 
§ 관리자 

§ 투입 § 통계 
§ 업무 생산 

<표 35> 성과기반 대시보드 서비스 (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

차기 1단계 사업에서는 이미 솔로몬 시스템에 구현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직

원용 운영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우선 구현하도록 한다. 솔로몬의 기존 기능에는 대출이

나 이용자 통계와 같은 산출 지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운영 대시보드는 사실상 전술 

대시보드의 성격까지 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운영 대시보드는 조직의 업무 내용과 과정

을 즉각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실무형 대시보드이다. 기간별 구입 장서량, 대출건수, 

대출자 수, 홈페이지 접속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신규 회원 수 등 도서관의 운영과 관

련되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통계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하고 추세를 확인하며, 타 도서

관과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운영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관의 

현황(강점, 약점) 등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있은 마케팅 대시보드를 맞춤 형

태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인포그래픽을 필요에 따라 반자

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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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Traverse 지역 공공도서관 대시보드 (최희윤, 이재윤, 김완종, 2016에서 재인용)

3단계 사업에서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인구 데이터, 경제활동 데이터 등의 타 분야 통

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대시보드의 범위를 넓혀서 자관의 여건과 현황을 더욱 폭넓게 

마케팅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과 지역 사회가 현재 어떤 모습이고 어떻

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3) 관내 서가 구역 마케팅 대시보드

기존의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도서관의 실물 공간과는 관련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자도서관 시대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주로 검색한 책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가를 방

문하고 서가를 브라우징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서가를 브라우징하

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책을 찾는 우연한 발견(serendipity)이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이미 

알려진 책 위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서 이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물리적으로 서가 사이를 이동하면서 시선을 보내는 구역별로 

구역 내 장서의 동향을 홍보하는 대시보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람실에서 

주제 구역 혹은 서가 구역은 배가된 도서가 생동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서가 구역이란 일

정한 범위의 관련 주제 도서가 배치된 복수의 서가로서, ‘물리학 서가 구역’, ‘일본 소설 

서가 구역’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 서가 구역에 배치된 도서 중에

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인기 도서 순위가 계속 변화하게 되며, 인기 도서와 관련된 비인기 

도서, 새로 배치된 신착도서, 타 도서관에서 최근 인기가 높아졌으나 해당 도서관에서는 

아직 관심을 못 받은 도서 등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다. 그러나 서가 사이를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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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용자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

동감 있는 서가 구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을 매달 자동으로 생성하여 서가 구역마다 

배치함으로써, 해당 구역 서가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런 게시물은 서가 옆에 붙일 수 있는 인쇄물의 형태가 될 수도 있

고, 서가 옆에 부착하는 작은 LED 화면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서가 구역 마케팅 대시보드 서비스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2022년부터의 3단계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마케팅이 도서관 단위나 개별 도서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주제 단위, 혹

은 서가 구역 단위로 실물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의 서가 구역과 같은 실물 공간을 잠들어있는 공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역

동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와 실물 장서 사이의 역동적인 상

호작용을 유도해낼 수 있다. 특히 기획 주제를 지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북큐레이션 활

동과 함께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도서관 대시보드 서비스 시나리오

○ 활용 서비스

- 도서관 마케팅 대시보드 맞춤 서비스

- 서가 구역 마케팅 대시보드 서비스

○ 분석 내용

- 자관의 이용 현황을 타 도서관과 비교한 대시보드 페이지와 인포그래픽 게시물

- 관내 지역별 이용 현황 대시보드 페이지와 인포그래픽 게시물

- 서가 구역별 인기 대출 도서, 추천 도서, 신착 도서 마케팅 인포그래픽

○ 활용 방안

- 자관의 이용 현황을 타 도서관과 비교하거나 관내 지역별 이용 현황을 비교한 대시

보드 페이지를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내 홍보 스크린에 게시하고, 인포그래픽 출력물

은 관내 홍보 자료로 게시

- 서가 구역마다 인기 도서, 추천 도서, 신착 도서 등의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을 자동으로 제작하여 서가 구역마다 배치하고 이용자의 관심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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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개별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솔로몬의 수서추천 서비스와 도서관 정보나루의 인기대출도서 분석을 통해 이용자 관심

도서 신규 수서와 인기도서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솔로몬의 미대출장서 분석을 통해 보

존서가 배치를 적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주제별 장서회전율 분석을 통해 주제별 도서 구

성을 점검하고, 이용이 적은 주제 도서를 별도 전시하거나 추천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한다.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현재 서비스는 장서 이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신규 도서를 선

정하거나 기존 도서를 홍보하기 위한 미시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출횟수가 

도서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주요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도서

관의 장서는 대출이 많이 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베스트셀러만 비치하지 않고 양질의 도

서를 구성하여 적절한 독자와 연결시켜주는 것도 공공도서관의 목표 중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장서평가는 해당 도서관 장서 및 관련 활동이 어느 정도로 도서관의 서비스 목

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시적인 활동이다. 현재의 미시적인 분석에 더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장서 구성의 특징 및 강약점 파악, 기본 장서의 소장 여부 파악 등을 지원하는 전통

적인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획득할 수 있

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서평가 방법은 <그림 72>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72> 통계 기반 장서평가 방법 유형

(1) 소장 기반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소장 기반 장서평가는 여러 도서관의 소장 목록을 통합한 종합목록을 통해서 장서 평가 

및 장서개발 현황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종합목록을 이용해서 장서를 평가한 사례는 

여러 건이 소개된 바 있다(Beals & Gilmour, 2007; Hubbard & Neville, 2012; 

Monroe-Gulick & Currie, 2011; Wilen & Ahtola, 2006), OCLC에서는 종합목록을 이

용한 장서평가 서비스로 1990년대에는 OCLC/AMIGOS Coll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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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Joy, 1992)을 제공했고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WorldCat Collection 

Analysis Tool(Hubbard & Neville, 2012)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목록을 이용한 장서평가에서 핵심이 되는 장서의 특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보편성

과 차별성이다. 장서의 보편성은 여러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소장된 핵심 장서 또는 기본 

장서의 자관 보유 수준으로 해석된다. 장서의 차별성은 다른 도서관에 없거나 드문 도서

를 보유한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다른 도서관’의 범위는 종합목록에 참여한 도서관 전체

일수도 있고, 자관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여건의 도서관 집단을 별도로 지정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림 73> 종합목록 기반 장서평가의 기준 특성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서는 참여 도서관의 소장 목록을 종합하여 종합목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KOLIS-NET의 데이터가 정비되고 사업에서 활용이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하는 장서평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장서 보편성 분석

장서 보편성 분석은 핵심장서를 자관이 소장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핵심장서 

또는 기본장서는 여러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종합목록을 근거로 판단할 때에는 

다수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핵심장서이다. OCLC는 소장분포 보

고서(holdings distribution report)를 통해서 평가 도서관의 개별 장서가 비교 대상 

도서관 중에서  몇 %에 소장되었는지를 산출한 후 특정 비율 이상의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의 수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전체 도서관 중 10% 이상의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소장된 도서를 해당 도서관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OCLC의 방식은 몇 % 이상의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가 핵심 장서

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대신 이지원과 이재윤(2018)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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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장서 확보율 CCHR(Common Collection Holding Ratio)을 장서 보편성 분석 지

표로 활용할 수 있다. 공통장서 확보율 CCHR은 다른 임의의 도서관에서 임의의 책 

한 권을 선택했을 때, 그 책이 해당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확률을 산출하도록 고안

한 것이다. 복본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비교 대상 전체 도서관의 장서가 Call권이고 A 

도서관에 CA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i번째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 수를 NHi

라고 할 때, A 도서관의 공통장서 확보율 CCHR(A)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지원, 이재윤, 2018).

 


  





이 값은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이 빠짐없이 모두 A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면 1

이 되고, A 도서관에 있는 책은 모두 다른 도서관에는 전혀 없는 고유 장서라면 0이 

된다. 대체로 장서량이 많을수록 공통장서 확보율도 높은 것이 자연스럽지만, 특화된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지원, 이재윤, 2018).

공통장서 확보율을 주제분야별로 산출하면 주제분야별 자관 장서의 보편성을 파악

하고 공통장서 확보율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대출도서 통계 등을 활용해서 우선 

확충할 공통장서를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다.

○ 장서 차별성 분석

장서 차별성은 다른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의 도서가 해당 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OCLC의 서비스에서는 해당 도서관만 소장하고 

다른 도서관에는 전혀 소장되지 않은 도서 종수를 측정하여 고유 도서 종수(number 

of unique titles)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장처가 한 곳이 아니더라도 

둘이나 셋 등의 소수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완전히 무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

장처가 한 곳 뿐인 도서의 수를 센 것이므로 장서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고유도서의 수

도 증가하여 차별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

안 지표로 장서 고유성 지수 CUI(Collection Uniqueness Index)를 사용할 수 있다

(이지원, 이재윤, 2018).

장서 고유성 지수 CUI는 다른 도서관에는 없거나 드문 고유 도서를 소장한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한 도서관의 소장 도서 각각에 대해서 종합목록에서 파악된 소장

- 135 -

처 수의 역수를 구한 후 평균을 구하여 산출한다. A 도서관에 CA권의 도서가 소장되

어 있을 때, A 도서관의 장서 고유성 지수 CUI(A)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이

지원, 이재윤, 2018).

 

 
  







장서 고유성 지수 CUI를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산출하지 않고, 개별 주제분야 별로 

측정해보면 해당 도서관이 특화된 주제 분야의 차별화 수준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화 주제분야의 장서가 타 도서관에 비해 차별화되어 있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활동 기반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일반적으로 소장 기반 장서평가와 대비되는 방식으로는 주제별 소장 건수와 주제별 대

출 건수를 비교하는 이용 기반 장서평가가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장서와 관련된 활동

을 더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업무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대출 이외에 상호대차

와 수서라는 두 가지 활동을 추가해서 분석해야 한다. 대출과 상호대차는 이용자가 장서

를 대상으로 주제별 정보 요구를 나타내는 활동이라면, 수서는 사서가 이용자의 주제별 

정보 요구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이에 따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동 기반’을 사용한다.

○ 활동 기반 장서평가 모형

주제별 소장 비율, 주제별 대출 비율, 주제별 상호대차 비율, 주제별 신규 수서 비

율을 활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장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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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활동 기반 장서평가 모형 (박영애, 2010)

<그림 74>에서 주제별 장서량과 주제별 대출량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주제별 장서 

활용도는 현재 솔로몬에서 ‘주제별 장서회전율’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로는 주제별 소장, 대출, 상호대차, 수서 비율의 4

가지 변인간 상관관계로 수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별 특성 분석

과, 세부 주제 단위로 이용자의 요구와 사서의 수서 활동이 부합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이용-수서 차이 지수가 있다.

○ 도서관별 특성 분석

도서관별 특성 분석에서는 주제별 소장 비율과 지난 1년 동안의 주제별 수서, 대출, 

상호대차 비율이 서로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4가지 변인 사이의 6가지 

상관관계를 산출함으로써 해당 도서관의 수서 활동이 얼마나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

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왼쪽의 그림은 모든 변인의 주

제별 비율이 서로 부합되어 상관계수가 모두 1에 가깝게 측정되었고 그래프는 거의 완

전한 6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아래 그림의 오른쪽 사례는 주제별 수서 비율이 주

제별 대출, 소장, 상호대차 비율과 크게 어긋나서 왼쪽 아래 부분이 크게 쪼그라든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대출하거나 상호대차 신청하는 주요 주

제와 상관없이 지난 1년의 수서를 진행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도서관의 수서 활동

을 연차별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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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주제별 소장, 수서, 대출, 상호대차 구성비율을 비교하여 

수서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 (박영애, 2010)

○ 주제분야별 이용-수서 차이 지수 분석

전체가 아닌 주제분야별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서를 진행한 정도를 평가할 

있는 지표가 앞의 그림에 제시된 주제별 이용-수서 차이 지수이다. 이는 이용자가 많

이 이용하는 주제 분야는 사서가 많이 수서하고, 이용자가 적게 이용하는 주제 분야는 

사서가 적게 수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분석이다. 

이용-수서 차이지수는 개별 도서관의 주제별 수서량이 주제별 장서량 및 주제별 이

용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로서 주제분야마다 산출된다. 각 변인마다 

주제별 비율을 먼저 산출한 후 장서비율 대비 수서비율에서 장서비율 대비 이용비율을 

뺀 값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주제분야별 이용-수서 차이지수를 산출한다(박영애, 

2010).

장서비율 도서관 총 장서량
주제별 장서량

수서비율 도서관 총 수서량
주제별 수서량

일정 기간 동안

이용비율 도서관 총 이용량
주제별 이용량 대출량상호대차신청량

이용수서 차이지수 장서비율
이용비율

장서비율
수서비율

     

이용-수서 차이 지수는 개별 도서관의 수서부족도 또는 요구대처 미흡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이용자 수요에 대한 개별 도서관의 대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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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수서 차이 지수의 값이 양의 지수는 수서량 보다 이용량이 많은 주제 분야이

며, 음의 지수는 이용량보다 수서량이 적은 주제 분야임을 의미한다(박영애, 2010). 대

체로 이용-수서 차이 지수의 절댓값이 0.5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3)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시나리오

○ 활용 서비스

- 소장 기반 장서 평가 – 공통장서 확보율 분석 (전년 대비 비교)

- 소장 기반 장서 평가 – 장서 고유성 지수 분석 (전년 대비 비교)

- 활동 기반 장서 평가 – 도서관별 특성 분석

- 활동 기반 장서 평가 – 주제분야별 이용-수서 차이 지수 분석

○ 분석 내용

- 주제분야별 공통장서 확보율을 매년 산출하여 연차 비교 분석

- 주제분야별 장서 고유성 지수를 매년 산출하여 연차 비교 분석

- 도서관별 특성 분석에서 주제별 소장 비율, 연간 주제별 수서 비율, 연간 주제별 대

출 비율, 연간 주제별 상호대차 비율 사이의 부합 정도를 보여주는 6가지 상관관계 

레이더 차트 확인

- 주제분야별 이용-수서 차이 지수로 초과 수서(과소 이용) 분야와 과소 수서(초과 이

용) 분야를 파악

○ 활용 방안

- 공통장서 확보율의 연차 목표 수립 후 관리

- 주제분야별 공통장서 확보율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대출도서 통계 등을 활용

해서 우선 확충할 공통장서를 파악하여 보완

- 도서관의 특성화 분야 장서의 고유성 지수를 연차별로 관리하고 특성화 수준을 점검

- 연간 수서가 이용자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였는가를 매년 수치로 평가하여 수서 활

동 연차 점검

- 주제분야별 이용-수서 차이 지수가 –0.5 이하로 너무 낮은 주제 분야를 파악하여 해

당 주제 도서의 이용량에 비해서 수서량이 적은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수서에 반영

- 주제분야별 이용-수서 차이 지수가 +0.5 이상으로 너무 높은 주제 분야를 파악하여 

해당 주제 도서의 이용량에 비해서 수서량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대출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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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도서의 홍보 전략 수립

  「장서평가 지원서비스」는 희망도서구입 및 수서 선정을 통하여 잭을 구입하였지만 
전체적인 장서구성을 거시적으로 파악해보기 어려웠던 단위도서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여겨집니다. (자문위원)

차. (가칭)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설치

빅데이터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데이터 통합 수집과 관리이다. 빅데이터 사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주체로서 여

러 참여 주체간의 조정과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빅데이터 사업의 지

속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또한 데이터 큐레이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빅데

이터는 여러 관련 기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해 생산 시점에서부터 수집, 관리, 이용, 폐

기 및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이를 총괄 조 정하여 운영·관리할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 현재 빅데이터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내 여러 부서, KISTI, 전국의 공공도

서관 등 여러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수집데이터 확대에 기반 한 신

규서비스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참여주체가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이 지

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와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데이터 소유와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권한을 규정해야 하며, 기관간의 업무협의와 조정은 전제 작업이 되어

야 한다. 

(가칭)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의 역할은 <그림 7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전주

기적 관점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유통, 관리 총괄, 여러 유관 기관들 간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도서관 내·외부를 연계하는 Gateway역할, 대시보드 서비스 구축·운영관리, 서비스 기획과 개

발(예: 테마데이터 등), 사서커뮤니티 지원활동, 사서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훈련, 빅데이터 

플랫폼과 회원 도서관에 대한 기술투자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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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가칭)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의 역할

○ 관리 운영 계획

빅데이터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칭)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개발하

는데 전체적인 업무 협조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할 조직체계를 갖추어 추진 체계의 수월

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계획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설치 후보 기관

- 센터 관리 및 운영주체

- 센터 내부조직체계

- 사업비 및 운영 예산

- 예산 확보 방안  

- 단계별 추진전략

-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설치 준비 전담조직(TF) 발족 등

○ 기대효과

빅데이터 사업의 센트럴 컨드롤 타워로, 이 조직은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총

체적으로 지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이 총괄 추진체계는 여러 데이터 제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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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과 관리를 책

임지며 국가지식정보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개별 단위도서관 차원에서는 이 데이터 허브 설립을 통해 데이터 중복수집을 최소

화하게 되어 반복적 업무를 경감하게 되고 그 노력을 도서관 데이터 품질 향상과 빅데

이터 분석활용에 근거한 서비스 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센터 구축」은 단기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빅데이터 사업
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빅데이터센터가 구성되더라도 조직의 상부구조가 약하면 데이터 수집의 권한이 발휘되
지 못하여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문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빅데이터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 전략과제들이 도출
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 도서관 빅데이터 전담 센터 건립
(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한 선제적 조건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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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모형 연구

1. 도서관 자료의 빅데이터 서비스 단계

○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추진 단계

국가도서관에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오랫동안 수집

된 아날로그 자료 전체와 디지털 자료 전체를 포괄하며, 대부분 기계가독형 텍스트여

야 하고 구조화되거나 준구조화되어야 한다(Claeyssens & Sleppe, 2016). 이렇게 포

괄적인 국가도서관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추진 절차는 <그림 77>

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한 후, 2단계에서 데

이터화(dataization)를 수행하고, 3단계에서 전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

<그림 77> 도서관 자료의 빅데이터 서비스 추진 절차

○ 데이터 전환 단계

간혹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전환이 곧 데이터 전환인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료라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는 자료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가 해체되어 구성 요소별 메타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하

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행본의 경우에도 장, 절이나 페

이지 단위로 내용을 해체하여 구성 요소별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개별 데이

터에 맥락이 부여되어 출처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출현 위치 등

을 통해 데이터의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 가공은 궁극

적으로 이용자 요구에 맞춘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과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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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서비스 구현 단계

데이터 서비스 구현 단계는 가공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용자 집단과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서비스 명세를 확정한 후 데이터를 패키징하거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데이터 패키징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컬렉션으로 만들어 다운로드 등의 

수단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British Library는 ‘런

던 대화재’나 ‘Harry Potter’ 등의 테마 서지 컬렉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로 패키징하여 제공하고 있다(http://www.bl.uk/bibliographic/download.html). 네

덜란드 국립도서관도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kb.nl/en/resources-research-guides/data-services-apis).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은 필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탐색하여 부분 집합을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도서관의 데이터 서비

스 시스템 사례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이 17세기부터 20세기까

지의 네덜란드 신문기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Delpher 

(http://www.delpher.nl/)를 들 수 있다.

○ 도서관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인문학 서비스

이와 같은 도서관의 데이터 서비스는 국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 서비

스로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은 “인문학 탐구를 위해 디지

털 자원과 기법을 응용하는 것(application of digital resources and methods to 

humanistic inquiry)”이다(Waters, 2013, 4). 인문학 탐구의 핵심 자원이 국가 문화 

유산인 만큼 이를 데이터화하여 서비스하는 국가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촉진하는 핵심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기반한 빅데이터 서비스는 <그림 78>과 같이 자료의 유형

에 따라서 추진이 용이한 기존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부터 시작해서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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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유형별 빅데이터 서비스 추진 단계

기존 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성 강화는 이미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를 개선하여 데이터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 디지털 자료의 데이터화 및 서비스 구현은 이미 디지털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는 

자료를 가공하여 요소별 메타데이터를 보완하고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반출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고 제공하는 방안이다. 기존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데이터화 및 데이터 서비스 구현은, 서지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나 집합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가치가 큰 자료 집합에 대해서 원문의 디지털 변환과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1단계: 기존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성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존 (빅)데이터 서비스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데이터화하는 단계를 이미 거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

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로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을 들 

수 있다. 이 두 서비스는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로서 인문학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

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인문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이 서비스로부터 (디지털) 인문학자들이 원하

는 데이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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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경우는 최근 인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

된 서비스로서 신문 트렌드, 주제관계 서비스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 그런데 데

이터 활용이 마지막 단계에서 획득이 어렵게 되어 있다. 검색결과 기사 목록을 반출하

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별 기사를 클릭해서 살펴봐야 하며,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신문 

트렌드 서비스에서 기사 건수의 상대비율을 산출할 수 없으며 연도별 기사 건수를 

Excel이나 CSV 파일 형식으로 반출할 수 없고 마우스 커서를 그래프 점 위에 가져다 

대고 눈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그림 79>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연도별 단어출현 건수 제공 화면

그에 비하면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이 제공하는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인 Delpher에서

는 <그림 80>과 같이 특정 단어가 특정 연도에 얼마나 출현했는가를 그래프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cel 파일이나 CSV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한다. 이

런 작은 차이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크게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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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Delpher 서비스에서 연도별 단어출현 건수 제공 화면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은 고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인문학

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비스이지만, 역시 검색결과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각 기관 고서담당자들이 고서를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MARC 데이터와 목차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ARC 데이터와 목차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인

증절차를 거쳐 승인된 기관에 한하여 제공함"이라고 하여 일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에서는 검색 후 간단 서지의 Excel 반출은 가능하지만, 반출

되는 파일을 열어보면 소장기관 정보도 없고 발행자 필드에 발행년도가 제시되어 있는 

등 형식 오류가 있으며, 그나마 발행년도 형식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루기 어렵

다. 예를 들여 1908년의 경우 '隆熙2(1908)', '隆熙 2(1908)', '[1908]',  '[隆熙 

2(1908)]'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바로 발행년도를 분석하지 못하고 데이터

를 다시 가공해야 한다.

○ 데이터 활용성 향상

이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존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자를 대상으

로 집단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요구와 데이터 활용의 장애 요인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맞추어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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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필요 사항은 검색 결과 데이터화 및 반출 허용, 데이터 반출 형식 정비, 통계 데

이터 반출 확대 등이다.

3. 2단계: 기존 디지털 자료의 데이터 서비스

○ 대한민국 국가서지 데이터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대한민국 국가서지는 어떠한 지적유산이 당대에 발행되었

고 그러한 자료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누가 무슨 제목으로 썼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목록이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검색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http://www.nl.go.kr/nation/seoji/search.jsp). 국가서지의 검색

을 통해 주제별, 단어별 출판물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발행되었는가를 파악할 수는 있

다. 그러나 검색 결과가 목록 형태로 화면에 표시될 뿐이고 Excel이나 CSV 파일로 데

이터 테이블을 반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도별 검색을 일일이 수행해야만 출판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검색 방식과 결과 

제공 방식을 개선하면 <그림 81>의 구글 Ngram Viewer 서비스

(http://books.google.com/ngrams)와 유사한 추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림 81> 구글 북스의 Ngram Viewe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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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Ngram Viewer 서비스는 특정한 단어가 출현한 출판물의 시기별 비율 변화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에 대한 계량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

식을 일컫는 신조어가 Culturomics이다(Aiden & Michel, 2015). 대한민국 국가서지

를 통해서 시기별로 특정 주제 관련, 혹은 단어가 제목에 출현한 추세를 제공하는 서

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현대 한국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Culturomics 서

비스가 될 것이다.

이미 영국 British Library는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를 데이터셋으로 패키

징하여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조건으로 통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http://www.bl.uk/bibliographic/download.html). LOD 형식으로는 단행본과 연

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CIP 데이터도 반출받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BNB Basic이라는 

이름으로 CIP 데이터를 RDF/XML 형식으로 매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

가서지도 검색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셋으로 패키징하여 통괄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현대 문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활성화되도

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어 출현 추세 분석 뿐만 아니라 도서 가격의 변화 추세, 

도서 가격의 양극화 추세, 출판사 수의 변화 추세, 대형 출판사의 성장 추세 등과 같

은 다양한 출판 산업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 테마 컬렉션 서지 데이터셋 서비스

국가서지에서 주제 관련 출판물이나 특정 단어가 출현한 출판물을 찾아볼 수 있으

나, 주제분류나 단어만으로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 이슈 등과 관련된 출판물을 망라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관련 출판물이 다양한 분류항목에 걸쳐 있는 경우가 흔하

고, 여러 가지 단어로 동일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ritish 

Library의 테마 컬렉션 서비스와 같은 기획 서비스가 필요하다. 

영국 British Library에서는 ‘H.G. Wells’, ‘런던 대화재’, ‘Harry Potter’ 등의 테

마 서지 컬렉션을 구성하고 관련 서지 데이터 전체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

록 별도로 패키징하여 제공하고 있다(http://www.bl.uk/bibliographic/down-

load.html). 데이터는 CC 라이센스 조건으로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공되며, 내용 설명 

문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666년 런던 대화재 테마 컬렉션의 경우는 사

건 발생 350년이 되는 2016년에 기획되었고, H.G. Wells 테마 컬렉션은 탄생 150주

년이 되는 2016년 9월 21일에 배포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특정한 시기를 기념하여 테

마 컬렉션을 기획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배포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16종의 테마 컬렉션이 서비스되고 있다. 일단 배포가 시작된 데이터셋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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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지 데이터가 계속 추가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네덜란드 국립도서관도 CC-BY-NC-ND 라이센스 조건으로 제

공하고 있다 (http://www.kb.nl/en/resources-research-guides/data-services 

-apis).

예를 들어 영국 British Library가 제공하는 Alice’s Day 테마 서지 컬렉션은 5가

지 CSV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records.csv 

파일은 BL record ID, Type of resource, Content type 등 30개의 서지사항 필드

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단체명에 대한 names.csv 파일은 각 저자, 편집자, 기관 등

의 이름, 생몰년, 유형, 역할, 관련 도서의 BL record ID 등 3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titles.csv 파일은 서명, 타서명, 자료 유형, 

ISBN, 관련 도서의 BL record ID 등 3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정보를 담

고 있는 topic.csv 파일은 주제어, 주제유형, 관련 도서의 BL record ID 등 31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정보를 담고 있는 classification.csv 파일은 DDC 기호, 

관련 도서의 BL record ID 등 3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자체 서지 데이터에서 테마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개발하고 데이터셋 제공 서

비스를 CC 라이센스 조건으로 실시해야 한다.

4. 3단계: 기존 장서의 데이터셋 전환 및 서비스

○ 테마 컬렉션 원문 데이터 서비스

장기적으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서지 데이터셋으로 제공되는 테마 컬렉션 중에서 

원문에 대한 접근 수요가 많거나, 일부가 이미 디지털 장서로 구축된 경우에는 텍스트

를 추출하여 원문 데이터 구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테마별 원문검색 서

비스나 테마별 트렌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는 근현대 잡지 데이터 등 현대 문화를 대변하는 컬렉션을 테마별로 개발하여 원

문 데이터화를 통한 시기별 출현빈도/비율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디지털인문학이

나 Culturomics의 대표 사례로 현대 문화에 대한 중요한 분석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테마 컬렉션을 지속 개발할 필요도 있다.

○ 고문헌 원문 데이터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 자료의 경우에도 일종의 테마 컬렉션이 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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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형태로 디지털 컬렉션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여 데이터

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근대 이전의 문화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고문헌 데이터 서비스는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타 

기관 고문헌 자료 원문과 연계함으로써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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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서관 빅데이터 차세대 서비스 전략계획 및 발전 로드맵 수립 

제1절 빅데이터 서비스 전략 계획 방안 

과거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달리, 빅데이터는 분석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수립하지 

않고 착수하게 되면 분석 데이터의 가치를 잃게 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출처에서 수

집해 오는 상황에서 분석 목적이 명확히 수립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 수집 자체가 용이하지 않

을뿐더러 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통합은 기존에 생산하던 조직 내의 데이터 

생산자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빅데이터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목표 없이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직에

서 생산하는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을 공동 활용, 즉 공유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

는 데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통합업무는 단순

한 새로운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데이터의 공유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결국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분명한 목표 없이 빅데이터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

2014년부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1차적 단계 사업 기간 

동안 개별 도서관의 데이터를 넘어선 829개 도서관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하나의 빅데이터

로 통합하고 분석한 시도는 괄목할 만하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회원도서관 수는 빅데이터

의 효용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단위도서관에서 벗어나 

자관과 유사한 도서관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고, 지역 정보에 따른 분석정보 제공 등은 도서

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참여 도서관과 사업 주체의 공동 목표를 위한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의 이용 활용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효과성을 공유하고 극

대화 시킬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전략 방

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단위도서관 입장에서는 데이터 제공의 중복성

이 지양되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질적인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

째,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할 도서관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서관 운영 

및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영역에서는 도서관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도서관 및 출판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

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빅데이터 총괄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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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를 도서관 외부에 공개하여 유사 기관의 

서비스 개발이나 정부 및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전략모델을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제2절 빅데이터 서비스 전략모델 

1. 현행 빅데이터 서비스 구성

현재의 빅데이터 서비스 구성은 공공도서관의 회원도서관을 모집하여 회원도서관의 소장정

보, 이용자 정보 및 대출정보를 분석하여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서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솔로몬’, 대국민을 위한 도서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나루’, 정보나루의 데이

터를 외부에 공유하는 API 서비스 및 사서의 통계 및 연구전략을 지원하는 ‘Radar 서비스’이

다. 이 네 가지 서비스는 <그림 82>와 같이 3개의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다(정보나루와 API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 

<그림 82> 현행 빅데이터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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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서비스 전략 모델 

현행 빅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앞서 3장에서 수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시스템적 분

석을 통해 도출된 방안에 따라 향후 빅데이터 서비스의 중장기 전략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방안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도서관 내의 데이터의 품질과 아카이빙 체제를 재정비하고 둘째, 유관기관과의 데이

터 융합을 도모한다. 셋째, 현재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장과 더불어 전문화 하고, 도서관 내

부데이터의 공유와 외부 공공데이터와의 융합과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빅데

이터 처리 및 서비스, 보존을 위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기술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빅데이터 정책의 일관성과 빅데이터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내·외의 협력

의 체계화와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 양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조직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림 83> 빅데이터 서비스 전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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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빅데이터 관리 체계화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의 데이터 수집과 통합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강

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MARC 포맷 및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통합과정에서 중복처리 및 이상 데

이터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데이터의 정제 과정은 빅데이터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

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있어야 한다. 더불

어 현재 단위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예: 검색어 및 검색로그) 데

이터 아카이빙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림 84>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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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의 확장

현재의 빅데이터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회원기관에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회원도서관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

서관의 데이터 연계는 시민들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도서관에 대한 이용과 책과 연령별 이

용도의 변화 추이, 책의 이용 변화 추이 등의 데이터 변화의 분석 추이를 살펴볼 수 있고, 이

에 따른 정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 통계, 도서관 운영 데이터, 평가 데이터 등은 단위도서관에서 월별 혹은 매년

마다 운영주체기관 혹은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반복적인 데

이터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단위도서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고, 평가 및 운영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자동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위도서관에서 이루어지

는 반복적인 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

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단위도서관 사서들이 개별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책에 대한 서평 등의 북 큐레이

션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서협업 커뮤니티를 만들어 북 큐레이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빅데이터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85> 데이터의 확장 



- 156 -

다. 빅데이터 서비스의 전문화

현재 솔로몬, 정보나루, Open API, Radar로 구성되어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전문

화하고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빅데이터 서비스로 확장하기를 제언한다. 첫째, 사서의사결정서

비스인 ‘솔로몬’을 확장하여 도서관의 정책과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로 개편

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나루를 ‘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서평,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책 분석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 셋째, 민간에

서 도서관 및 도서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의 Open API의 확대서비스인 ‘정보 공개서비스’를 제안한다. 넷째, Radar를 중심으로 사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규 제안 서비스로는 첫째, 사서들의 데이터 큐레이션 업무를 수집하여 사서 전문가 집단

내에서 서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한다. 둘째, 도서관 내부에

서 발생하는 서지, 대출, 이용자 정보에 관한 데이터 품질 관리 뿐 아니라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전체의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품질관리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도서관에서 

자관의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자관의 데이터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셋째, 대

시보드 서비스이다. 정책 경영지원서비스나 책 정보서비스,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중에서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서비스와 외부에 도서관 정책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6> 빅데이터 서비스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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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로는 디지털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며, 디지털 

자료의 데이터 서비스 및 기존 장서의 데이터셋 전환과 서비스 등 디지털인문학 영역의 데이

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라. 기술 보완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개편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분석·보존 및 다

수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에 관한 기술적인 확장을 통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확장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87> 빅데이터 서비스 기술보완

마. 빅데이터 조직 및 운영의 체계화

빅데이터는 다양한 조직의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여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존 조직

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을 공동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 및 조직 외부에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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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과 통합과 그 결과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사업추진 체계와 전문적 운영에 대한 조직을 갖추어 빅데이터 서비

스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88> 빅데이터 조직 및 운영 체계화

제3절. 빅데이터 서비스 로드맵

차세대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은 다음 <표 36>과 같다. 기존 

서비스 확대, 전국도서관 신규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 개발 항목을 

단기, 중기, 장기별로 나누어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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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단계 3단계
2019 2020-2021 2022-2023

기
존

서
비
스  

확
대

솔로몬
(대시보드 서비스 
포함)

Ÿ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확
대

Ÿ 지역/도서관 단위 투입/산출 
지표 위주 운영 대시보드  구
축

Ÿ 타관 비교 준거기능 정교화
Ÿ 태스크 중심 솔로몬 플랫폼 

일원화
Ÿ 관내 서가 구역 마케팅 대시

보드 시범 구축

Ÿ 지역/도서관 단위 대시보드
에 결과(outcome) 지표 추
가

Ÿ 시계열 성과 분석 서비스 
Ÿ 대시보드 서비스 확산

정보나루 
Ÿ 책정보 서비스 성격 강화 Ÿ 서평 공유 플랫폼 구축

Ÿ 검색 키워드 분석 시범 서비
스

Ÿ 북큐레이션 지원 사서협업 
플랫폼 구축

Ÿ 검색 키워드 분석 서비스 확
산

Open API 
Ÿ 책 정보 API 개발 및 공개 Ÿ 책정보 API 개방 확대 (민간 

활용 개방)
Ÿ 검색 키워드 API 개발

Ÿ API 다양성 고도화
Ÿ 개별 도서관의 API 수집기능 

추가

Radar 
Ÿ 통합 플랫폼에 반영 
Ÿ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기획

Ÿ 사서/예비사서 데이터 리터
러시 교육프로그램 

Ÿ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전문
인 양성

Ÿ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
국

도
서
관

신
규

서  
비
스

데이터 수집 확대 
및 큐레이션

Ÿ 국가도서관통계 데이터 연계
Ÿ 지역 공공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

Ÿ 서평 데이터 수집
Ÿ 검색 키워드 수집
Ÿ 국가도서관 통계데이터 수집

Ÿ 대학/학교 등 타 관종 데이
터 수집 개시

Ÿ 생애주기 데이터 서비스 
Ÿ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Ÿ 국가 도서관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 구축

Ÿ 데이터 유형 정비

Ÿ 서지 데이터, 운영 데이터 아
카이빙 서비스 구축

Ÿ 데이터 아카이빙 서비스 확
산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Ÿ 사업팀 데이터 관리 인증 1레
벨

Ÿ 참여도서관 데이터 오류 피드
백 서비스 구축

Ÿ 참여도서관 데이터 품질 지표 
시범 산출

Ÿ 사업팀 데이터 품질 인증 
(Silver class)

Ÿ 사업팀 데이터 관리 인증 
2~3레벨

Ÿ 참여도서관 데이터 품질 관
리 서비스 구축

Ÿ 사업팀 데이터 품질 인증 
(Gold class)

Ÿ 사업팀 데이터 관리 인증 
4~5레벨

Ÿ 참여도서관 데이터 품질 관
리 서비스 확산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

Ÿ 도서관통계 기반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 구축

Ÿ 타 분야 통계/타 국가 도서
관 통계를 활용한 국가 도서
관 대시보드의 비교 기능 강
화

Ÿ 도서관 성과평가 데이터 활
용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 고
도화

장서평가 지원 
서비스  

Ÿ 소장기반 장서 고유성/차별
성 평가 기능 구축

Ÿ 소장기반 장서 평가 확산
Ÿ 활동기반 장서 평가 기능 구

축

Ÿ 활동기반 장서 평가 고도화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센터 
구축

Ÿ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계획 수립

Ÿ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

Ÿ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개편

Ÿ 국가 도서관 빅데이터 센터 
확대 (대상 관종)

국
립
중
앙
도
서
관

디지털인문학 
데이터 서비스

Ÿ 기존 서비스 데이터 활용성 
향상    (대한민국 신문 아카
이브,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Ÿ 테마컬렉션 서지 데이터셋 서
비스 연차계획 수립

Ÿ 대한민국 국가서지 데이터 
서비스  구축

Ÿ 테마컬렉션 서지 데이터셋 
연차별 구축 및 서비스 개시

Ÿ 테마컬렉션 원문 데이터 시
범 서비스(고문헌)

Ÿ 대한민국 국가서지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KOLIS-NET 
활용)

Ÿ 테마컬렉션 원문 데이터 서
비스 확대 (현대 잡지 등)

<표 36> 차세대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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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국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서비스하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은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은 도서관 내부 의사 결정

을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에 신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고, 국민 독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Ÿ 도서관이 향후 지식 확산을 이끄는 지식서비스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도서관분야 빅

데이터 및 외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 확보 

Ÿ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와 외부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

Ÿ 도서관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Ÿ 정책결정자, 도서관 관리자 및 실무자, 도서관 이용자에게 선진화된 분석서비스 제공 

및 과학적 의사결정의 근거 제공

2018년말 사업 종료를 앞 둔 현 시점에서 이 네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째 목표는 “도서관이 향후 지식 확산을 이끄는 지

식서비스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및 외부 공공데이터를 통합 활용하

는 기반 확보”였다. 이 목표는 지난 5년간 전국 829개 공공도서관을 회원도서관으로 확보하

여 소장장서 데이터 약 8,300만건, 회원데이터 약 2,200명, 대출데이터 약 11억건을 축적함으

로써 이 도서관 빅데이터란 혁신적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의미있는 초기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면 전국 도서관의 기본 운영데이터를 축적한 국가도서관통계데이터와 서평데이

터 등으로 데이터 유형을 확대 수집하고 학교와 대학도서관 등으로 수집기관 유형을 확장하

며, 도서관 밖으로는 GIS기반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도서관 데이터와 연계 분석

하는 서비스를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두 번째 사업목표인 외부 공공데이터와의 연계분

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은 첫 번째 목표와 연결된 목표이므로, 이 역시 첫 번째 목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목표는 선진화된 경영지원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

이는 것으로, 그 성과와 과제는 함께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전국 829개의 도서관이 솔로

몬을 통해 도서관 빅데이터 경영지원서비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정

보나루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풍부한 도서정보 분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스템개발자

들 역시 정보나루를 통해 제공되는 원시데이터는 물론 빅데이터 사업의 분석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빅데이터 사업은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성과를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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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활용성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의 각 

서비스의 이용통계를 보면, 그 활용도가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업을 보완·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새로 도입해 볼만한 서비스

를 제안하였고, 국가도서관으로 축적한 자원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제안하면서, 도서관 차세대 빅데이터 서비스 전략계획과 발전 로드맵으

로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어떤 빅데이터 사업도 단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다.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현

재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5년은 사업 고도화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실험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여러 기존 서비스의 보완 및 확장, 그리고 새롭게 제

안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

다. 이러한 노력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를 조정하고 수집된 국가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있게 관리할 통합 추진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때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명실상부 선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과학적인 의사결정 

플랫폼이자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공공 지식정보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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