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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지식자원 빅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가 지능형정보사회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플랫폼 및 센터 발전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동향, 정책, 기술개발 사례, 서비스 사례 등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외 빅데이터 환경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활용 현황, 정책수립시의 활용 사례

와 도서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빅데이터 시장은 향후 10년 간 고성장세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정부 및 

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정책 및 체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 역시 미술관·박물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형 전시, 큐레이션,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은 개별 부서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장기적이며 일관적인 추진 체계가 

미비하고, 전문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발생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

서 국가지식자원센터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

후 발생할 정책 등 법·제도적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대응하

기 위한 지속적인 빅데이터 체제 운영 및 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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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식자원센터 전략방향 수립

국가지식자원센터의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의 개선과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디지

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연계/배포’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 기관의 확대를 통해 플랫폼 데이터의 

규모 및 품질,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관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국내외 공공/민간/문화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된 데이터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도서관 및 유관

기관,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구체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가 요구된다. 제한된 대상을 통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국내외 기존 도서관 서비스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준거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함으로써 다채로운 모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

서관이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도서관 및 범용 분야

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활용 인력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신규 데이터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4차 산업 기술의 개요를 

작성하고 신규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3법’, ‘저작권법’과 같은 빅데이터 관련 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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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을 파악하였다.

3. 국가지식자원센터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방안 수립

국가지식자원센터가 앞서 논의한 다양한 추진 전략 및 관련 기술에 대

응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수립한 연구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플랫폼 서비스 및 지식자원 센터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의 성공전략 모델을 수립하

였으며,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문화/체육/

관광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허브 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5

가지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센터 역할 강화

를 위해 국가지식자원센터가 운영해야 하는 플랫폼을 3가지로 구분하고 

플랫폼별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보유한 익명의 회원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가명정보화를 위한 가능성 검

토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신규 

데이터 생산 및 활용 방안, 추진전략에 성과지표와 같은 국가지식자원센

터의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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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 사회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양산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 법 개정 등

의 정부 지원과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한 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데이터 축적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유통·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

앙도서관 내 국가지식자원 빅데이터 센터에서 구축·운영하며, 전국 공공

도서관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개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플랫폼 

및 국가지식자원센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능화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융합·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국내외 환경 및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추진전략을 수립하

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로드맵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외 

빅데이터 환경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융

합·연계·활용을 통해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4 -

<그림 1-1> 문화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범위 및 목표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동향, 기술개발 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서비스 사례 조사·분석

-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정보트렌드 분석

- 문화 정책 및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책수립 시 빅

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분석

-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분석

❍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향 수립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

-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 영역 협력 방안 제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제시

❍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방안 수립

-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성공전략 모델 수립

- 국가지식자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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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발전 로드맵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구축한 익명정보의 활용 방법, 가명정보

로의 변경에 대한 가능성 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 중장기 센터 신규 데이터 생산 및 활용방안 수립

-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수립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 및 활용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플랫폼 및 센

터의 중장기 연차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성격

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외 오프라인 및 온라인 문헌 연구 및 사례 조

사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추진 전략의 방향성 확인을 위

해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자문하였다.

1) 문헌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던 기존 연구 

및 발행 문헌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이 기구축한 서비스, 서비스 연계 기관, 보유 자료 

등 내부 데이터 분석 및 평가

2) 사례 조사

- 정부 부처 및 민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조사

-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조사

- 도서관 및 유관기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조사

-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사례

3) 환경 분석

- 보고서, 연구논문 등 발간자료를 통한 도서관 데이터 관련 신기술 

및 정보트렌드 분석

- 도서관 및 빅데이터 관련 현행법, 개정안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환경 분석

4)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방안 수립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제시

-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성공전략 모델 수립

- 국가지식자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방안 수립

-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발전 로드맵 수립



●●●� 「문화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

제2장 국내외� 선진사례� 등� 환경�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2.1� 국내외� 빅데이터� 환경� 분석

2.2� 문화� 정책� 및�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2.3�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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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2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자원센터의 문화플랫폼 서비스 개

선 및 빅데이터 활용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현황 및 동향

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동향 및 

기술개발 사례, 정책 연구 및 서비스 사례,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

스 사례 및 정책 수립시의 활용 현황,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및 정책 수립시의 활용 현황으로 구분된다.

2.1 국내외 빅데이터 환경 분석

2.1.1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동향, 기술개발 사례

1) 국내외 빅데이터 마켓 트렌드 분석

비즈니스 기술 실무자 커뮤니티 위키본(Wikibon)1)이 발표한 

‘2016-2026 Woridwide Big Data Market Forecast’에 따르면 세계 빅데

이터 시장 규모는 2016년 280억 달러에서 2018년 420억 달러로 약 1.5배 

성장하였으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1.1%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710

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2)는 2019년 국내 빅

데이터 및 분석 시장 규모가 1조 6,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

였으며, 2023년까지 연평균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조 5,692억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

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7년까지 20% 이상의 고성장세가 전망된다.

1) https://wikibon.com/
2) https://www.idc.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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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빅데이터 시장 동향

(출처: https://www.technavio.com/)

2)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스템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동향 파악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스템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맞춤형 고객 확보 등의 목적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빅데이터 시장현황 보고서’에서 인용한 

‘New vantage partners LLC Big data executive survey 20183)’에 따르

면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한 기업 중 비즈니

스 의사결정 분야에서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고 응답한 기업이 58.0%, 비

용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응답한 기업이 40.6%로 도입 효과 및 목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목적 역시 비즈

니스 의사결정 분야가 36.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4)

3) Partners, N. V. (2018). Big data executive survey 2018 executive summary of fi
ndings. Technical report, NewVantage Partners.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전: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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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세부 동향 분석

비즈니스 기술 실무자 커뮤니티 위키본(Wikibon)5)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빅데이터 세부 분야 중 2022년까지 유망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시장으

로 연평균 14.0%의 성장률을 보이며, 270억 달러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수록 하드웨어보다

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6)

독일의 시장조사 전문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7) 역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기준으로 

서비스 분야는 160억 달러, 소프트웨어 분야는 140억 달러, 하드웨어 분

야는 14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였다. 또한 <그림 2-2>와 같이 2027년

까지 모든 분야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다. 2027년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460억 달러, 서비스 시장이 330억 달러, 하드웨어 시

장이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 빅데이터 시장은 총 1천

억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8)

5) https://wikibon.com/
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전:한국정보화진흥원
7) https://www.statista.com/
8)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01566/big-data-factory-revenue-by-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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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빅데이터 분야별 시장 규모

(출처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01566/big-data-factory-revenue-by-type/)

국내 빅데이터 공공 지원 센터인 K-ICT 빅데이터 센터9)에 따르면 국

내의 경우 2018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8.5% 성장한 

5,843억 원에 달했으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6%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빅데이터 관련 투자가 2017년과 비교하여 50% 이

상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

융, 제조 등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투자 확대 양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

다. 2019년 이후에도 정부에서 투자하는 빅데이터 플래그쉽 사업, 빅데이

터 플랫폼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10)

정부투자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266개로 예산은 703.3억원에 달한다. 또한 2018년 국

가 정보화 시행계획 중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총 61개이며 예산은 1,310.3

억원, 총 규모는 2,014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민간투자는 K-ICT 

9) https://kbig.kr/portal/
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전: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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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센터의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과 평균 투자

액을 전체 산업으로 환산하여 규모를 산출한 결과 총 3,829억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2019년 이후 2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1)

<그림 2-3> 빅데이터 세부 분야별 투자 현황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구:한국정보화진흥원)

국내 빅데이터 투자 현황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

다. 2017년과 2018년 모두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각각 27.0%와 3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서비스와 소프

트웨어 비중은 각각 3.0%p와 2.4%p 증가했지만,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중은 5.4%p 감소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관련 투자가 과거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이를 가동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 및 직무별 빅데이터 인력 현황 파악

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전: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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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2018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국내 빅데

이터 일반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8년 하

반기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개선, 금융권

의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본격화 등으로 인하여 2017년 대비 2.0%p 상승

한 9.5%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빅데이터 시

스템 도입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확보와 빅데이터 분석

을 위한 시스템 도입,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기업들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2017년 3.0%, 2018년 2.6%로 빅데이터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 나타났다.12)

국내 빅데이터 인력 현황은 총 1만 3,525명 규모로 데이터 관련 기업

에 8,560명, 일반 기업에 4,965명이 종사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른 종사자 수는 남성이 11,724명(86.75%), 여성이 1,801명(13.3%)로 성별

에 따른 격차가 큰 편이었다. 기술등급별 수준에 따른 인력의 분포는 초

급, 중급, 고급 인력이 각각 33.2%, 34.3%, 32.5%로 대체로 비슷하였으며 

고급 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터 직무 또한 데이터 

개발자의 인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13)

5) 향후 빅데이터 유망 분야 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14)’

에 의하면 향후 빅데이터 유망 업종으로는 물류 및 유통 분야가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T와 의료, 서비스, 금융,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도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분야로는 향후 트렌드와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의 

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구:한국정보화진흥원
1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

고서 제2호. 서울:국회입법조사처
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 빅데이터 시장 현황 보고서, 대구: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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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고객관리 및 모니터링 분야의 업무가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의료분야는 고객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실시간

으로 빠르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 물류 및 유통, 서비스 분야는 급변

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예측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빅데이

터의 활용과 도입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2.1.2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정책연구, 서비스 사례

1)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조사

❍ 국외 정책 추진 현황,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미국은 2012년 3월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정책실을 통해 빅데이터 

핵심 기술 확보, 사회 각 영역에서의 활용, 인력 양성의 3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하였으며, 2012년 

4월 빅데이터 연구개발 조정, 이니셔티브 목표 확인 등을 위한 ‘빅데

이터 협의체(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를 발족하여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범부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7개 전략을 포괄하는 합동보고서(‘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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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를 발표

하였으며,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권역별로 허브를 구

축하고 지역 허브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비영리법인, 민

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5)

영국은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을 통한 가치창출을 목표로 내각사무

처(Cabinet Office)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 및 공개, 빅데이터 인력 양성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

사무처는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데이터 개방 지침, 향후 개방·공개 

데이터 목록 등에 관한 ‘오픈 데이터 백서(Open Data White Paper)’

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오픈 데

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하였다. 기업혁신기술부(BIS)는 

2012년 3월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 대한 의견제시 뿐만 아니라 전략을 수정·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공개 여부, 잠재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조언을 제공

하는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였다. 또한 

‘UK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공공/산업계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부처/지자체, 기업, 기관들과 

전국데이터연구센터(Data Research Center, DRC)를 지정하고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전국 기반의 데이터 활용 및 공동 프로젝트 추

진,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16)

일본은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 ICT 기본전략위원회’에 빅

데이터 활용특별부회를 설치하는 등 2011년부터 총무성을 중심으로 

산·학·연 참여를 통한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빅데이

터 활용특별부회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1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
고서 제2호. 서울:국회입법조사처

1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
고서 제2호. 서울: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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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본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총무성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야를 강조하는 ‘액티브 재팬(Active Japan 

ICT)’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익명가공정보’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세계 최첨단 ICT 국가창조선언’과 ‘ICT 성장전략’

을 잇달아 발표하였다.17)

❍ 국내 정책 추진 현황,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국내의 경우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3년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는 빅데이터 업무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빅데

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빅데이터 T/F’를 출범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마

련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4차 산업혁

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1월 혁

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지능화 혁신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18)

2020년 7월 14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마련

1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
고서 제2호. 서울:국회입법조사처

1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
고서 제2호. 서울: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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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국판 뉴딜’정책 중 디지털 뉴딜19)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의미한다. 디지털 뉴딜의 4개 분야 중 D.N.A (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등 데이터의 수집, 

개방, 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

터의 전주기에 해당되는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 정부는 위 정책을 위해 ‘데이터 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약 14.2만개의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

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별 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의 구축 없이도 타 기관 데이터를 쉽게 연계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5년까지 

1,300종 이상 구축할 계획이며 데이터 경제 전환의 가속화를 위하여 

국가 데이터 수집, 연계,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를 2020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

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외 빅데이터 기술/정책/서비스 환경 분석20)

국외 주요 국가의 빅데이터 정책들은 각종 정책, 규제, 지원을 담당

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빅데이터 관련 정책의 일관성

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가로막혀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용

19)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대한민국 정책 프리핑]. (2020.1
0.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244

20) 본 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활용도 제고방안, 입
법·정책보고서 제2호. 서울:국회입법조사처’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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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호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다방면에서 고민하

고 그 정책적 성과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빅

데이터 분야 경쟁에서 우월적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

력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전문 인력 양성 분야를 투자정책의 핵심으

로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에서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사례

를 도출하기 위한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 지역 허브를 통한 민간 부

문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빅데이터 추진 동력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어, 빅데이터 정책이 대부분 개별 부처별로 진행됨에 따

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민관합동 빅데이터 T/F’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기

능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인

해 빅데이터 정책의 일관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전문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

써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역시 빅데이터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에 정보주체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수집목적을 넘어 

이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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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빅데이터 분석 단계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으

나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를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

록보존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

책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의 일부분인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등 데이터의 수집, 

개방, 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 활용 등의 항목이 포함

되어 있으며 국가 데이터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2020년 

하반기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외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사례

❍ 국외 서비스 사례

독일의 DB Systel21)은 철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 관련 

숙련자에 의지하던 철도 및 기관차의 예방 및 정비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운영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빅

데이터로 가공하였으며 기관차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기관차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온라인 진단 데이터 시스템 및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

하였다.22) 

감염병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온 캐나다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서비스 

‘블루닷(BlueDot)23)’은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세계보건기구보

다 열흘 먼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

21) https://www.dbsystel.de/dbsystel
22)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2016). 2016 글로벌 빅데이터 융합 사례집. 대구:한국

정보화진흥원 ICT 융합본부
23) https://bluedot.global/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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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블루닷이 행정 정보, 

바이러스의 특징 이외에도 항공권 정보와 같은 이동 정보까지 포함하여 

질병 관리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이 우한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 후 

세계보건기구보다 9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했다.

<그림 2-4> 블루닷(BlueDot) 서비스 페이지

(출처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612)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전문가들이 개발한 빅

데이터 활용 전염병 분석프로그램 ‘헬스맵(Health Map)24)’은 SNS, 

신문 기사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에볼라와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도 세계보건기구보다 먼저 위험성을 경고하였

으며 현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24) https://healthmap.org/en/

- 22 -

<그림 2-5> 헬스맵 서비스 예시 

(출처 : https://www.ibric.org/myboard/skin/news1/print.php?Board=news&id=317097)

미국 뉴욕시는 2005년부터 실시간 범죄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범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사관을 지원하고 치안 관련 인력을 효율적

으로 배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 웰스 파고(Wells Fargo)25)는 고객

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조작 이력을 분석해 현금자동입출금기 화면 버

튼을 고객 맞춤형으로 재배치해 제공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오바마는 유권자들의 누적 

투표 결과와 전화 설문으로 축적한 정치성향, 유권자의 인구학적 데이

터를 종합해 유권자 개인별 맞춤 선거운동을 펼쳐 성과를 거두었다.26)

❍ 국내 서비스 사례

국내의 경우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

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알기 쉽게 전

25) https://www.wellsfargo.com/
26)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2799.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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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위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사이트27)를 공개했다. 확진자 조회부터 

확산 관계망, 확산 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염 추세와 함께 각국의 확

인 환자 규모와 감염 경로를 시각적으로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의 인터렉티브 페이지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74008)

여행 플랫폼 카약(KAYAK)28)은 검색량, 호텔, 항공료, 호텔 요금 등 

연간 15억 건에 달하는 여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년 ‘인기 최강 

휴가 여행지’, ‘인기 급상승 휴가 여행지’, ‘가격 하락률 높은 여

행지’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29) 

27) http://dj.kbs.co.kr/resources/2020-01-28/desktop.php
28) https://www.kayak.co.kr/
29) https://www.ekn.kr/web/view.php?key=33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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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카약 서비스 예시 

(출처 : http://ttlnews.com/article/travel_report/3059)

신한카드30)는 2,200만 건의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각각 9개의 유사한 성향을 도출하고 각 성향

별 맞춤 소비 패턴을 예측하여 카드 상품을 출시하여 출시 1년 3개월 

만에 카드 발급 수 300만장을 기록했다.31) 

<그림 2-8> SK텔레콤의 Geovison

(출처 : http://b2b.tworld.co.kr/bizts/solution/solutionTemplate.bs?solutionId=0022)

30) https://www.shinhancard.com/
3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5/09/9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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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32)의 상권분석 서비스 지오비전(Geovision)33)은 SK 텔레콤

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휴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각 상권의 업무시간

대 실제 인구, 주말 인구, 성별 등을 분석한 뒤 매출 정보 등을 결합해 

제공한다.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 수는 총 2,700만개 이상으로 집계되

었다. SK텔레콤과 제휴한 회사는 카드사, 부동산회사, 통계청, 행정안

전부, 도시지하철공사 등이다.

<그림 2-9> 콴다 서비스

(출처 :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8316)

매스프레소34)에서 개발한 딥러닝 교육 플랫폼 ‘콴다(Qanda)35)’는 

스마트폰으로 수학 문제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600만 건의 문제 풀이 

데이터에서 관련 풀이를 수 초 내에 찾아서 알려준다. 초기에는 대학

생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으나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되자 

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서비

스를 강화하였다.

32) https://www.sktelecom.com/index.html
33) http://b2b.tworld.co.kr/bizts/solution/solutionTemplate.bs?solutionId=0022
3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08789/
35) https://qand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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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사람인 맞춤 연봉정보 서비스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116000292&cpv=1)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인36)에서는 480만 건 이상의 구직

자 이력서를 분석하여 구직자가 쉽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강점

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사지원 후에는 본인과 타 지원자 간의 역량을 분석하여 

총 7가지 요소를 그래프로 제공한다.

36) https://www.saramin.co.kr/zf_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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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정

보트렌드 분석

1) 도서관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국내 기업 등 외부 기관에서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

발·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브이에스커뮤니티㈜37)의 ‘북쉘빙(Book Shelving)’은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반납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빅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2,800만 공공도서관 도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도서 큐

레이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1> 플라이북 스크린 예시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480086/)

37) https://www.v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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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북 스크린(Flybook Screen)’은 성별, 나이, 직업, 기분, 관심

사, 결혼 유무, 선호 장르 등 이용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추천하는 도서 추천 플랫폼인 ‘플라이북38)’을 키

오스크에 탑재한 서비스이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양천도서관, 독산도서

관 등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도입하여 관내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 추

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서이력이나 별점을 남기지 않아도 개인정

보를 토대로 누구나 맞춤형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도서 구매와 독서 

기록, 공유 등 독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

한 장점이 있다.

2) 도서관 데이터 수요 트렌드 분석

도서관 데이터는 맞춤형 도서 추천 시스템 개발, 도서관 관리 정책 수

립을 위한 기반 마련,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 학술 콘텐

츠 시각화를 위한 기반 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데이터 수요 트렌드 활용 사례

도서관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Ÿ 도서관 관리 정책 수립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

Ÿ 이용자 및 대출현황, 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제안

Ÿ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맞춤형 도서 추천

시스템 개발
Ÿ 대학도서관 추천 시스템 개발에 활용

학술 콘텐츠 시각화를 

위한 기반 자원

Ÿ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학술콘텐츠 시각화 서비스 제공

<표 2-1> 주요 도서관 데이터 수요 트렌드 및 활용 사례

38) https://www.flyb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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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세종도서관39)에서는 4년간 축적된 이용자들의 장소 예약 데이터 

274,242건과 컬렉션 이용 정보 3,361,284건, 이용자 정보 96,098건을 분

석하여 시간/요일/월별 도서관 내부 공간별 활동량, 날씨별 도서관 내

부 공간별 활동량 등을 분석하고 장서 관리 및 공간 재구성 등 전반적

인 도서관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

세종도서관40)은 3년간 축적된 이용자 정보와 대출 정보, 무선 AP 

서비스 이용 정보를 비롯하여 세종시 외부 환경 요인인 입지 조건, 공

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여부, 여가활동 선호도를 분석하여 도서관의 이

용자 및 대출 현황과 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

안하였다.

허선(2014)41)은 공공도서관 2개관의 대출기록 754,198건을 대출이용

자 및 대출 횟수, 대출 자료, 대출 시간, 대출요일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도서관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맞춤형 도서 추천 시스템 개발

Aleksandar Simović(2018)42)는 교육기관용 빅데이터 스마트 도서관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대출 기

39) Kim, T. Y., Gang, J. Y., & Oh, H. J. (2019). Spatial usage analysis based on us
er activity big data logs in library. Library Hi Tech.

40) 김태영, 백지연, 오효정 (2018). 빅데이터 로그 기반 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현황 분석-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57-388. 

41) 허선, 정연경. (2014). 대출기록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구: 강서· 양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187-207.

42) Simović, A. (2018). A Big Data smart library recommender system for an edu
cational institution. Library Hi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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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과 학내 서점 구매 기록, 도서관 소장 장서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

과 프로토타입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 대학 도서관의 대출 수가 약 

269.5% 증가하였다. 

❍ 학술 콘텐츠 시각화를 위한 기반 자원

국회도서관43)은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이터베이스인 학위논문 데이

터베이스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위논문의 

표제와 초록을 분석하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해당 키워드들이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

공하는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2.2 문화 정책 및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문화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영국, 미국의 경우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

관, 미술관에서는 관람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방송/영화, 음악, 게임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여 수익률 창출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한다. 

43) 한종희, 권상일, 김현숙, 서영주, 김남규 (2014). 입법정보지원연구과제보고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국회도서관 학위 논문 콘텐츠 강화 방안. 서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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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부처 중심의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 국외 문화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44)는 2014년 5월부터 문

화예술 분야의 펀딩과 빅데이터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해 ArtAPI45), 

Arts Data Impact46), Culture Counts47), The Unusual Suspect로 구성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ArtAPI는 문화 예술조직의 네트워

크를 통해 그 가치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며, Arts Data Impact는 바티칸 센터, 영국국립오페라, 국립

극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예술 분야 데이터 전문 분석

가를 파견하는 프로젝트이다. 다음으로 Culture Counts는 관객의 경험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질과 영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지표를 고안하고 시도하는 프로젝트

이며, The Unusual Suspect는 게이츠헤드(Gatehead)와 뉴캐슬

(Newcastle)의 9개 문화예술단체의 관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부지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영국

예술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이 공공지출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증가시

키고 대중들과 정책결정자에게 공공지출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이며, 4가지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문화예술 분

야의 정책 및 지원 타당성 확보와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Cultural Data Project(CDI)48)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빅데

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Cultural Data Project는 2004년 시작

44) https://www.artscouncil.org.uk/
45) https://www.artpi.co/
46) https://artsdataimpact.wordpress.com/
47) https://culturecounts.cc/
48) https://cultural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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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국의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로, 현재 미국 내 1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14,000개 이상의 문화예술 단체에 데이터 관

리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립예술지수와 지역

예술지수가 작성되고 있으며, 이 지수들은 합리적인 문화예술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CDI는 The arts factors 2014 

report를 통해 보스턴 문화예술단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스턴 지

역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보스턴에 14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

발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국내 문화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존에 운영하던 기사정보 서비스인 ‘카인즈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 KINDS)49)’를 운영하

고 있다. 뉴스 저장기능이 중심이었던 카인즈와 달리 빅카인즈는 재가

공이 가능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뉴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

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과 시각화를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

술을 적용하여 기사와 연관된 인물, 장소, 조직, 이슈 흐름과 관계망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9)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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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빅카인즈 웹사이트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0/2016081001399.html)

또한 국내에서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박물

관, 미술관 고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2019년 6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고객관리시스템의 선진

화·고도화하기 위해 관람객 참여를 전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

다.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유·무료 관람객 수, 외국인 등 기초

적인 통계수집에서 나아가 콘텐츠별, 시기별 맞춤형 마케팅을 수행하

고 잠재적 수요층을 발굴하기 위해 관람객의 참여를 전제로 관람목적

이나 빈도, 행태 등의 관람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심층적 분

석을 수행한다. 

2) 민간 중심의 문화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 문화/예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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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화 관련 민간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으로 관람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시행

사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와 협

력하여 오디오 가이드, 전시앱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관람객의 동선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쿠퍼 

휴이트 스미스소니언 디자인박물관(Cooper-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50)은 태플릿을 통해 관람객의 선호 작품 데이터를 수집하여 

웹사이트에서 해당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익률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

타낸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 노먼 록웰 박물관(Norman Rockwell 

Museum)51)은 필기구, 책, 프린트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의 거래량

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수익의 50% 이상을 향상시켰다. 특히 2회 이

상 구매하는 고객의 수가 150%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증

분 수익이 49% 가량 증가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의 판매량이 77% 증가

하는 등 성공적인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도출하였다.

❍ 방송/영화 분야

미국의 OTT(Over-The-Top) 사업자 넷플릭스(Netflix)52)가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서비스이다. 넷플릭스는 10만개의 영화 정보와 

1,600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별 행동패턴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DVD 제공을 통해 판매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

히 넷플렉스 사용자의 정보와 그들의 작품 선호도 등을 조합하여 기획

하고 제작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는 제65회 

에미상에서 최우수 감독상 등 3관왕을 달성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50) https://www.cooperhewitt.org/
51) https://www.nrm.org/
52) https://www.netflix.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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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이 실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2-13> 넷플릭스 빅데이터 활용 예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L03NQX3M2)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

는 서비스로는 왓챠(Watcha)53)가 존재한다. 왓챠는 우리나라 벤처 회

사에서 개발된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로서 2013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스북 tkdydwk 아이디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영화 15편 이상의 별점을 매기면 별점을 통

해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을 분석 수집한 후 데이터 마이닝을 진

행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취향과 비슷한 영화를 골라 감독, 배우, 

장르 등을 맞춰서 보여준다.

❍ 게임 분야

모바일 게임 및 캐릭터 상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내 기업 

‘데브시스터즈(Devsisters)54)’는 이용자들의 접속시간, 일간·월간 접

속 상황, 1인당 유료 아이템 구매 횟수 및 금액을 분석하여 자사의 게

53) https://watcha.com/
54) https://www.devsisters.com/ko/

- 36 -

임 ‘쿠키런’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게임 내 페이지나 상황에 따

라 구입 가능성 높은 아이템을 광고함으로써 아이템 구매를 통한 수익

을 크게 증가시켰다.

우리나라 대형 게임회사인 넷마블은 게임 중 내부에서 생성된 이용

자의 데이터를 고도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패턴, 습관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게임 서비스 

엔진 콜럼버스를 개발했다. 콜럼버스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속 특정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로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만들어준다.

❍ 음악 분야

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Spotify)55)’는 전 세계 

79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회사이다. 스

포티파이는 이용자들의 음악 및 아티스트에 대한 온라인 대화 및 고객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사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시

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스포티파이에서 제공되는 개인화 추

천서비스인 Discover Weekly를 고도화하는데 사용된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멜론은 이용자의 총 음악 감상 횟수, 

이용자별 감상 이력, 선호 장르, 아티스트, 작곡가 정보를 토대로 자주 

들었던 음악들과 비슷한 장르나 특징을 지닌 음악을 추천하는 개인화

된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3) 문화 분야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국내 지자체의 관광, 교통 정책 등 문화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

용 사례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55) https://www.spotify.com/kr-ko/why-not-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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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활용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합분석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정책 수립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처

제주도
제주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한 제주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제주 관련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를 제공

전라북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응급출동 취약 지역 도출

광주광역시 도로·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시내버스 운영 지원

대구광역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중장기적 인프라 및 수요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전기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에 활용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관광분석을 수행하여 관광명소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수립

서울시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심야버스의 노선도, 

배차간격, 정류장을 결정

충청북도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행정수요 조사 및 정책 제언을 

통해 충청북도 관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 2-2> 문화 분야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는 기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문제점이었던 분석 소

요 시간,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의 어려움, 관련 기술 대부분을 용역업

체에 의존해야 했던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

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시스템으로 

민원, 교통, 보건, 주차 등 다양한 내부 행정시스템 100여종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 외부기관 3곳의 300여 종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 저장 

및 분석 가능한 통합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정책 수립 과정에서 요

구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56)

제주도는 제주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해 ‘제주데이터허브57)’를 제공

한다. 분기별로 공공 와이파이 사용 데이터, 소비 트렌드, 제주 관광 데이

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여

행 코스를 계획할 때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소상공인들도 

5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75700060
57) https://jejudata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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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트렌드 분석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4> 제주데이터허브 서비스

(출처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98694)

전라북도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응급출동 취약 지역을 도

출했다. 시간대별 취약지역 도출로 응급출동 체계의 효율적 활용 및 재조

정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공간 지수를 활용한 취약지역 우선순위 확인으

로 행정 투입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안전센터 신규 설치의 근거 확보 

및 적정 위치 판단이 가능해졌다.58)59)

광주광역시는 교통 카드 및 지하철 탑승 정보, 경로 정보, 버스 정류장 

위치 정보 등의 버스 및 교통 데이터와 버스 관련 민원, 거주 인구, 유동

인구 등의 인구 및 도시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내버스 운영상 어려움

을 개선하였다.60)61)

대구광역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기안전기술인협회 등의 기관 정보

와 전기차, 충전소, 국유지 및 시유지 등 관련 데이터 197종을 분석하여 

58) https://www.bigdatahub.go.kr/index.jeonbuk
59)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118
60) https://news.joins.com/article/16264842
61) https://gis.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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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에 활용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충전 인프

라 입지선정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입지선정요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지표 제공을 통한 지방 자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전기차 충전소 이

용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전기차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매

개체로 활용 등의 효과를 얻었다. 중장기적으로 충전인프라 입지선정 모

형 고도화 및 전기차 신청 수요를 예측하여 충전인프라 환경의 향후 변동

성을 고려한 확대 적용 예측모델 및 입지선정모델 고도화 추진, 전기차 

이미지 개선과 제약 요건 해소를 통해 전기차 수요증가 예측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62)63)

<그림 2-15>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관광 서비스

(출처 : http://www.newscat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82)

전주시는 통신사, 카드사, SNS 등의 관계 기관 정보와 유동인구 데이

터,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을 활용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분석을 실시

함으로써 전주 한옥마을 중 관광객 유입률이 낮은 특정 지역의 홍보를 강

화하고, 전주 내 다양한 관광명소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6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행정을 스마트하게 바꾸다! : 빅데이터 활용 안내서, 대구:한
국정보화진흥원

63) http://bigdata.d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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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다.64)

서울시는 유동인구와 교통수요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야시간에 운행

되는 대중교통인 심야버스의 노선도와 배차간격, 정류장을 결정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설정된 심야버스 노선은 기존 노선 수송량

의 5~10%를 상회하는 수송량을 달성했다.65)

충청북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행정수요조사 및 정책 제언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충청북도 관광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66)

2.3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1)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 국외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

미국의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OCLC)67)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새로운 도서관 시스템 구

현으로 웹 기반의 정보 유통, 출판, 전자자원의 수서, 라이선스 관리 

6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행정을 스마트하게 바꾸다! : 빅데이터 활용 안내서, 대구:한
국정보화진흥원

65)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빅데이터를-이용한-교통계획-심야버스와-사고
줄이기

66) 조완섭. (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행정 수요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용역. 충북:충북
대학교 산학협력단

67) https://www.oclc.org/en/home.html?redirec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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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은 2009년부터 주제명표목표(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 LCSH)를 RDF로 표현한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를 발행하고 있으며, SKOS (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어

휘를 이용하여 MARC21 포맷으로 되어 있는 전거 데이터를 RDF로 변

환하고 이를 웹상으로 발행하고 있다.

영국 국가도서관은 영국 웹 아카이브(UK Web Archive, UKWA)68), 

디지털 문서 컬렉션, 도서관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uk 도메인에 해당되는 웹 정보와 영국 고등

교육분야 IT 및 디지털 관련 지원 기구 JISC(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에서 수집한 데이터 약 6만 8천권의 19세기 도서 

저작물을 아카이빙 하고 도서관 목록 및 도서주문 데이터와 식별정보

를 삭제한 이용자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Europeana)를 운영하

고 있다. 유로피아나는 유럽 연합 내 약 1,000개 도서관과 전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빅

데이터 수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관 이용행

태를 파악하고 있다.69)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은 자료 

검색에 정보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양이 많아 의미를 파

악하기 어려운 것을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관련 자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70)

❍ 국내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

68) https://www.webarchive.org.uk/
69) 김희연. (2009). 동향 : 유럽 디지털도서관 "유로피아나(Europeana)"의 현황과 과제. 정

보통신방송정책, 21(18), 39-43.
70) 김혜선 (2015). 2014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보고서 번호 : TRKO201600

004233), 대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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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도서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활용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빅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은 공공도서관이 각종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한다. 대표적인 사업

으로는 대국민 도서관 분야 서비스인 도서관정보나루와 사서의사결정

지원서비스인 솔로몬(Solomon)71)이 있다. 특히 도서관정보나루는 도서

관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수집한 다양한 도서관 데이터를 개방하여 도

서관 정책가, 사서, 연구자, 민간사업자 등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기능으로 1,180개 도서관에

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수집 데이터 통계, 기간별/

지역별/성별/연령별 베스트 대출 장서 등 공공도서관 주요 현황과 전국

의 서지 데이터, 대출 데이터, 대출도서 순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빅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2-16>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시스템 구성도

(출처 : https://www.data4library.kr/)

71) https://solomon.data4libr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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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도서관 내부의 장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이터

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도서관 외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의사결

정지원 서비스이다. 각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서관 특성에 적합

하게 수서 및 기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의 일

환으로 이용자가 PC에 무료로 직접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GUI 기

반 R 통계분석 도구인 레이더(Radar)가 베타서비스 되고 있다. 레이더

는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회귀분석, 교차분석, ANOVA, t-Test 등 핵심적인 통계기능

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도서관에

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

용사례집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공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

고 운영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 서비스인 ‘북쉘빙(브이에스

커뮤니티(주))’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빅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2천 8백만 공공도서관 도서 이

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민간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에게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의 

도서관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서비스는 ‘플라이북 스크

린(Flybook Screen)’으로 성별, 나이, 직업, 기분, 관심사, 결혼 유무, 

선호 장르 등 이용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하여 그때그때 필

요한 책을 추천하는 도서 추천 플랫폼인 ‘플라이북’을 키오스크에 

탑재한 서비스이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양천도서관, 독산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도입하여 관내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 추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마련한 

도서관도 존재한다. 카이스트 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유입 URL, 시

간대별/요일별 방문자수, 많이 찾는 페이지, 국가전자도서관 메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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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이동경로 등의 웹로그를 수집·분석하는 웹로그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림 2-17> 북맥 서비스

(출처 : https://appadvice.com/game)

이외에도 도서 콘텐츠 분야 및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관리, 

도서관련 지식콘텐츠 연결 및 공유 등의 도서 큐레이션을 제공해온 

‘북맥(Bookmac)72)’은 도서 카테고리, 작가, 출판사 등 도서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기반 필터링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도서를 

추천한다. 특히, 서점이나 도서관 등에서 모바일 앱의 도서 스캔 기능

을 통해 도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지식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형 온라인 서점의 대표주자인 인터넷 교보

72) http://book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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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 도서 추천 서비스 ‘픽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 인터파크 도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책 추천 서비스 ‘도서 톡

집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스24, 밀리의 서재, 왓챠 등에서

도 빅데이터 바탕의 도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73)

2) 도서관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서관 분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정리

하면 <표 2-3>과 같다.

운영 주체 활용 사례

국

외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위원회

지역별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도서관 건립 계획에 활용

미국 플로리다 대학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디지털 지리정보 

서비스인 GeoLib Project를 운영

영국 vizLib 

프로젝트

레스터셔 주에 있는 54개 도서관의 대출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 거주 지역, 도서관 규모, 지리조건 

등이 도서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국

내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도서관의 분포와 인구 분포를 기반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 선정 및 도서관 건립계획을 지원

국회도서관
이용자 콘텐츠 수집과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

<표 2-3> 문화 분야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는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지역 기반 데이

터, 인구, 도서대출 패턴, 도서 기호, 도서관 이용 목적 등을 분석하여 지

역별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미래 도서관 건

73) http://www.tapasnews.com/view.php?ud=20180601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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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계획에 활용하였다.74)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디지털 지리정보 

서비스인 GeoLib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도 기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특정 도서관의 위치 파악, 각 공공도서관별 일정 거리 

범위 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75) 

<그림 2-18> GeoLib Project 서비스

(출처 : https://yidonghan.wordpress.com/tag/nodejs/)

영국은 레스터셔 주에 있는 54개 도서관의 대출기록 45만 건을 바탕으

로 이용자 거주 지역, 도서관 규모, 지리조건 등이 도서관 이용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vizLib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76)

국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도서관의 분포와 인구 분포를 기

반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설정하고 적절한 도서관의 면

적과 세부 프로그램, 각각의 면적 및 좌석 수, 장서량을 산출하여 도서관 

건립계획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77)

74) https://wl.nl.go.kr/usr/com/prm/BBS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453&
menuNo=11002&upperMenuId=11&nttId=5225

75) 김혜선 (2015). 2014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보고서 번호 : TRKO201600
004233), 대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6) 김혜선 (2015).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보고서 번호 : TRKO20160000423
3), 대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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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한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군집 분석, 네트워크 분

석 등 분석 기법을 정의함으로써 타 기관의 차별화를 이끌고 이용자 콘텐

츠 수집과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빅데

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78)

77) 김혜선 (2015).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보고서 번호 : TRKO20160000423
3), 대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8) 김혜선 (2015).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보고서 번호 : TRKO20160000423
3), 대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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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지식자원센터 전략방향 수립

3장에서는 국가지식자원센터의 플랫폼 서비스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수립한다. 먼저 국가지식자원센터의 플랫폼 

데이터의 융합·연계·활용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

고,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 영역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

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3.1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

3.1.1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향 도출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은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과 ‘디지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 연계, 배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3-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Ÿ 기존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원문 관리시스템 기능 활용
Ÿ 수요 중심 활용 가치 평가 모델 기반 디지털 자원 수명 주기 운영
Ÿ 디지털 자원에 대한 상호연계 및 참조링크 적용
Ÿ 협력기관 중심 외부 자원 공유·연계 기능
Ÿ 원문 기반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가

공·저장 체제 운영

디지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연계/배포

Ÿ 지능형 서비스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털(LeaderBoard) 운영

Ÿ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확장 및 배포 지원
Ÿ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활용 지원센터 운영
Ÿ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

<표 3-1>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방향 및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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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 기존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원문 관리 시스템 기능 활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및 관리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은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79)과 KOLAS Ⅲ80)가 있다. 디지털장서관

리시스템과 KOLAS Ⅲ 모두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소장 및 관리하고 있으

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제공은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과 KOLAS Ⅲ가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장서를 구입, 제작, 구독, 협력, 납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 구입 및 제작을 통해 수집되는 장서들은 원문을 직접적으로 구축하

게 되며 구독 및 협력을 통해 수집되는 장서들은 원문에 대한 접근권

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장서들은 크게 내

부 디지털 장서와 외부 디지털 장서로 나뉜다. 내부 디지털 장서는 현

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목록 데이터베

이스이다. 외부 디지털 장서는 납본 대상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프

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구입 계약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독 계약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협력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 구

성되어있다.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의 개요도는 <그림 3-1>과 같으며 크게 장서

수집기, 장서등록기, 콘텐트 관리기 3가지로 구분된다. 장서수집기는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수집하였거나 제작, 구입, 구독, 

79)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 (2007). 디지털장서 관리 및 연구 개발. 서
울: 국립중앙도서관

80)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https://kolas.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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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납본 등의 방식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되는 디지

털 자원의 종류는 정보자원, 공공접근장서, 전자도서/장비, 프로그램 소

프트웨어, 개방 접근장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수집된 자

료들은 장서등록기를 거쳐 표준 메타데이터 프레임 워크인 MODS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81)를 통해 메타구조와 정보의 관

리와 반입 및 반출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진행된다.

<그림 3-1>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의 개요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 (2007). 디지털장서 관리 및 

연구 개발. 서울:국립중앙도서관)

MODS는 디지털도서관의 정보 표준을 위해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개

발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다양한 형태의 자원에 대한 서지레코드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MARC(Machine Readable Catalog)와 비교적 단순한 DC(Dublin Core)를 

절충하여 기존의 MARC 레코드를 변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MODS의 상위 요소 20개는 <표 3-2>와 같다.

81)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Offical Web site (https://www.loc.gov/sta
ndards/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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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요소 설명 상위요소 설명

<titleInfo> 표제정보 <note> 서지적주기

<name> 저자정보 <subject> 주제

<typeOfResource> 콘텐츠유형 <classification> 분류기호

<genre> 장르 <relatedIten> 연관정보

<orginInfo> 출처정보 <identifier> 식별기호

<language> 언어 <location> 소재정보

<physicalDescription> 형태기술정보 <accessCondition> 접근제한정보

<abstract> 요약정보(초록) <part> 내용정보

<trableOfContents> 요약정보(목차) <extension> 부가정보

<targetAudience> 이용대상자 <recordInfo> 레코드정보

<표 3-2> MODS 상위 요소

마지막으로 콘텐트관리기는 디지털 장서 내의 개별 콘텐츠의 등록, 편

집, 삭제, 반입, 검색 등의 관리 기능을 처리한다. 최종적으로 디지털장서

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들은 색인(장서, 커뮤니티, 콘텐츠, 웹 사이트 

정보 등)으로 구축되어 국립중앙도서관 포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된다. 

디지털 장서관리 시스템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부적으로 소장 중

인 디지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는 국가전자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KOLAS Ⅲ가 있다. KOLAS Ⅲ는 자료 관리 및 전자도서관 관리를 하나

의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자료관리 시스템이다. 

<그림 3-2> KOLAS Ⅲ 개요도

(출처 : https://kolas.nl.go.kr:444/nltech/pageLink.do?link=contents/kolas3/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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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Ⅲ는 통합서지용 KORMARC를 기반으로 목록관리체계를 지

원하여 각 도서관 및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며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

과 연계되어 서지 및 소장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유

니코드 3.0 기준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전 세계 60개 언어를 오류 없

이 입력 및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

인 책바다 시스템과 책이음 서비스가 연계되어 이용자 및 관리자가 자

유롭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메타데이터를 XML 

형식의 MODS로 디지털 장서관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 장서관리시스템과 KOLAS Ⅲ에서 관리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는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후 발전 가능성 및 디지털 자원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풍부한 원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원문과 관련된 

서비스는 원문을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파일 자체를 제공

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검색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원문 데이터는 PDF, 한글 등 

다양한 문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이미지, 텍스트 등의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2.6에서 설명할 기계학습 및 인

공지능 기술, 대규모 신경망 언어 모델 기술을 적용한 기계학습 지능

형 문서 직렬화(Intelligent Document Serialization)를 수행해야 한다. 지

능형 문서 직렬화는 텍스트, 이미지, 표 등 원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와 이들의 위치정보, 장·절·항과 같은 문서의 구조 정보

를 모두 보존하면서 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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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능형 문서 직렬화(Intelligent Document Serialization)

지능형 문서 직렬화를 수행한다면 표, 그림, 텍스트 등의 콘텐츠와 

이들의 구조에 대한 순차적 정보를 포함하는 원문 텍스트 데이터 구축

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축

적되고 있는 디지털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KOLAS의 내부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KOLAS 내에서 수집·구축되고 있는 단행

본 및 연속간행물 서지 데이터베이스와 새롭게 관리 범위로 포함되는 

디지털 원문을 <그림 3-4>와 같이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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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원문 제공 시스템을 적용한 KOLAS III 개요도

원문 제공 시스템을 통해 접근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는 질의응답 

시스템, 요약 시스템, 내용 기반 클러스터링 시스템 등의 다양한 원문 

기반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준 높은 텍스

트 데이터 구축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는 차세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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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가 디지털 장서의 저장 및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달 

등 서비스 기능까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를 한 번에 KOLAS

와 연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체계적·단계적 연계를 위해 우선적

으로 연계할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연계 대상 선정에는 원문 자

료의 저작권, 연계 후 원문의 활용도,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와의 관련

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이용 허락이 유용한 자료 중에서 향후 서비스에 필수적이며 적극적으

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원문이 우선 작업 대상이 될 수 있

다. 또한 문화플랫폼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 관광, 예술 

분야의 단행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실적 정보가 포함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단행본, 보

고서, 참고 도서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서비스 서비스 내용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원문 유형

콘텐츠 및 

키워드 관계 

분석 서비스

유사도, 연결성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보고서, 참고도서 

등

문서 요약 

서비스

특정 문서의 요약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단행본, 보고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이용자 정보, 로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관심사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아 

제공하는 서비스

단행본

대화 및 

질의응답 

서비스

원문 내에서 사실 정보를 찾아 

사용자의 발화(질의)에 적합한 

발화(응답)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행본, 보고서 등

자료 

융합정보 

서비스

유사도, 연결성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원문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단행본, 보고서, 

참고도서 등

<표 3-3> 디지털 원문 기반 도서관 서비스 및 활용 원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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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본 보고서의 3.1.3에서 제안한 다양한 준거 서비스와 이

에 적합한 디지털 원문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에 따라 활용

될 수 있는 원문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단행본, 보고서, 참고도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각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된 사실 정

보를 지니고 있는 디지털 원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서비

스의 범위 및 주제, 서비스 지향점을 먼저 설정한 뒤 이와 관련된 범

위 및 주제에 대한 사실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원문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에 수요 중심 활용가치 평가 모델 적용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흐

름을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는 정

보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된 이후 보관 및 이용되다가 존재 가치를 다 

한 경우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

지털 자원 수명 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원 수

명주기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 관리 시스템

은 디지털 자원을 수집 및 관리하는 기관에게 최적의 자원 선택을 돕

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장서 저장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예측하

는 등 활용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데이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 관리 시스템에 디지털 자원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과정까지 관여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방식을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는 곽승진(2011)82)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기반 수명주기 모델인 LIFE와 OASIS, DCC 모델 3가지

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의 흐름도이다. LIFE 

82) 곽승진, 성원경, 배경재 (2011). 디지털 콘텐츠 수명주기 모델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
구. 『정보관리연구』, 42(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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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83)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영국의 디지

털 정보 보존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자원의 수명주기 

핵심요소 6가지를 제안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수명주기 비용 계

산 공식을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 및 수명주기 비용 계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림 3-5>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 흐름도

(출처 : 곽승진, 성원경, 배경재 (2011). 디지털 콘텐츠 수명주기 모델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2(1):25-46.)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참조모형84)은 장기적인 디

지털 정보 보존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아카이브 개념 및 프레임워크

를 제공한다. 1999년 최초 공개된 이후 2002년에는 ISO 표준(14721)으

로 지정되어 현재는 디지털 정보 보존 시스템을 위한 표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DCC 모델은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The Digital Curation 

Centre)85)에서 제안하는 큐레이션 관점에서 접근한 수명주기 모델이다. 

이 모델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존 및 큐레이션에 필요한 요소를 순차적

으로 제시하여 디지털 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

83) http://www.life.ac.uk
84) https://www.iso.org/standard/57284.html
85) http://www.dc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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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흐름도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5> DCC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명주기 모델

(출처 : https://www.dcc.ac.uk/about/digital-curation)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 흐름도는 개념화부터 보존 및 폐기까지 일련

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각 수명주기 요소가 구성된다. 디지털 자원이 

개념화 과정을 거쳐 생성 및 수집된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마련된 보

존 정책에 따라 평가하여 보존 수준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장기

보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보존 수준이 결정된 이후에는 저

장소에 저장되며, 그 이후 기술/관리/보존 메타데이터 등 여러 메타데

이터를 생산하게 된다. 저장소에 저장된 이후에는 이용자를 위한 접근 

및 이용 요소 단계로 이동하며 기관에서 지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디

지털 자원의 경우 각 디지털 자원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평가된 디지털 콘텐츠는 다시 기관의 보존 정책을 기준으로 보존 수

준이 결정되고, 결정된 수준에 따라서 저장소로 흡수 또는 보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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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 모델은 데

이터의 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 및 보존 활동이 이루어진

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자원의 보존을 디지털 큐레이션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다. 김판준(2015)86)은 ‘디지털 큐

레이션을 생애주기 동안 디지털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영속적인) 접근 및 재사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라고 정의

했다.여기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서비스는 선정 및 수집, 보존 

및 아카이빙, 접근 및 재사용, 권한 관리 및 보안, 메타데이터, 파일 포

맷 및 인코딩, 교육 및 훈련, 홍보,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부가서

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

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 기록물, 박물과 함께 데이터를 포괄하는 디지

털 문화유산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은경(2017)87)은 디지

털 큐레이션이란 ‘신뢰성 있는 디지털 자원의 유지관리와 보존기술 

전략을 강조하는 디지털 보존과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의 선별 및 장

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반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보존행위 주체

가 되는 기관의 운영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포괄하는 개념

이라고 보았다. 즉, 디지털 큐레이션은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을 선별

하고, 그 내용 및 기능을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디지털 자원을 생애주기에 맞추어 선별부터 

제공까지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Gold(201

0)88)은 정보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의 전통적인 사명이 디지털 데이터

로 확장되고 있으며,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을 선택하고 공유하며 새로

운 용도로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큐레이팅 된 디

지털 자원은 데이터 마이닝 및 데이터 시각화,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

86) 김판준 (2015).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동향 분석과 과제: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1), 265-295.

87) 서은경 (2017). 전문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4), 247-271
88) Gold, A. (2010). Data curation and libraries: Short-term developments, long-term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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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새롭고 중요한 정보로 재탄생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DCC 

모델을 확장한 모델인 DCU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89)에는 이용자 경

험(User experience) 범주가 추가되어 이용자와 디지털 자원 사이의 상

호작용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서은경(2017)이 

제안한 전문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은 디지털 정보의 선정 및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용 및 이용자 분석 업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입수 및 보존 절차 이외에도 ‘이용’ 항목을 추가하여 이

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소장 매커니즘과 관련된 업무

와 검색을 위한 다양한 검색지원 및 접근점 제공, 플랫폼 개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최신 기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발전하

면서 정보자원 역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정보 자원은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내에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말하며 1차적으로 데이터와 메

타데이터가 존재하며 2차적으로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응용프로그

램,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기술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디지털 자원의 보존 형식 및 보존되는 디지털 자

원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원을 이용

하고 자유롭게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보존 과정에서도 이

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범주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

된 디지털 자원 기반 수명주기 프로세스는 <그림 3-7>과 같다.

89) Constantopoulos, P., Dallas, C., Androutsopoulos, I., Angelis, S, Deligiannakis, A., Gavri
lis, D., … Papatheodorou, C. (2009). DCC&U: An extended digital curation lifecycle mo
del.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Curation, 4(1),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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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정된 디지털 자원 기반 수명주기 흐름도

기존의 디지털 자원 생명주기 프로세스 중 평가 범주에 이용자의 관

심도 및 활용빈도를 비롯하여 이용자가 디지털 자원 이용을 마친 뒤 자

원에 대한 콘텐츠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면 이용자의 수요 반영이 가능

할 것이다. 이용자의 관심도는 해당 디지털 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도를 의미한다. 이는 검색 횟수, 접근 횟수 등의 정량적 정보를 활용하

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빈도 항목은 해당 디지털 자원이 이용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다운로드 횟수, 접근 횟수 등의 정량적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에 대한 콘텐츠 평가 항목은 이용

자들이 디지털 자원을 이용한 후 해당 디지털 자원이 원하는 목적에 적

합한 자원이었는가, 디지털 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등의 설문

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평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이유는 결국 디지털 자원을 효과

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 및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된 

디지털 자원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디지털 자원을 관리 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정보의 보존, 저장,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디지털 자원

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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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자원에 대한 상호 연계 및 참조 링크 적용

여러 도서관의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도서관 간 상호 연계

는 상호대차, 대출증 공유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 자원

에 대한 상호 연계 서비스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 및 고문서, 교과서, 정부간행물, 연속간행물, 우수학술도서, 문화

체육관광부 발간자료, 신문학 대표소설, 한국관련 외국어 자료 등 다양

한 유형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원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유사 콘텐츠를 분류한

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 및 문화플랫폼 내 타 기관 정보와

의 자원 연계가 가능하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원문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을 식별하고, 다양한 

정보와의 참조 링크를 제공한다면 여행, 예술, 스포츠 등 문화 관련 정

보와의 연계될 수 있으며, 단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가, 

문화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원문에 존재하는 지역명을 식별하면 지역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여행 정보 및 예약 정보를 연동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미술 작품

명이나 작가명을 식별할 경우 작품 및 작가 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관련 주제를 지니는 여행 정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플랫폼 사용자가 체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관

련 키워드를 입력한 경우, 이에 대한 도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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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디지털 자원 상호 연계 및 참조 링크 적용 예시

<그림 3-8>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보기 서비스에 상호 연계 및 

참조 링크를 적용한 예시이다. ‘(광복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임시정

부’라는 디지털 원문이 분석되어 인물명, 사건명, 지역명, 문화/유산명 

등의 용어가 인식된 경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참조링크를 적용하여 해

당 원문에서 확장된 지식/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인물명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90)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91)’, ㈜누리미디

어92)의 ‘한국의 지식콘텐츠(KOREAN DATABASE)93)’와 같은 인물/인

명사전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사건명의 경우 온

90) https://www.aks.ac.kr/index.do
91) http://people.aks.ac.kr/index.aks
92) https://www.nurimedia.co.kr/
93) https://www.kr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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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교육 강의 자료와의 연게를 통해 상세한 사건 정보를 제시함으로

써 원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명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 역사적 사건 정보, 테마여행 상품 페이지와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e뮤지엄94)’과 같은 박물관 데이터베이스, 문화재/유산 관련 빅데이

터 플랫폼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각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이처럼 디지털 원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원문과 

연계되어 제공될 데이터, 즉 문화플랫폼 내의 방대한 데이터가 다루고 

있는 분야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데이

터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상세한 참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력기관 중심 외부 자원 공유/연계 기능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표 3-4>와 같이 대부분의 자료가 납

본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납본은 국내에서 발행 및 제작된 자료를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발간 자료 대부분을 수집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외자료, 고문헌, 최신 학술자료와 같이 

납본 대상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기업 협력을 통한 자료 및 자원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집 

방안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합계

수치 9,214,666 1,388,675 1,089,083 477,613 184,982 12,355,019

<표 3-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 현황 (2020년 1월 기준)

94) http://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202500800158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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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대표 도서관들은 이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의 기관협

력 서비스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운영하는 ‘세계 디지털 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 WDL)95)’으로, 유네스코와 미국 의회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전

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지침, 프로토타입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프로토타입에서 활용할 콘텐츠를 제공해줄 협력

기관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의 추가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영국국립도서관은 둔황과 실크로드 일대에서 출토된 사본과 

예술품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국제둔황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IDP)96)를 운영하고 있다. 흩어진 중국 둔황지역의 역사자료 및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영국국립도서관은 1994년부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수행해왔다. 특히 디지털화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주요 국가 중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특정 도시의 기관을 센터로 지정

하는 등 국가 또는 도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그

림 3-9>와 같이 런던의 대영도서관, 베이징 중국국립도서관, 일본 료코

쿠대학 등 7개의 국제둔황프로젝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기관 및 수집 자료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95) https://www.wdl.org/en/
96) http://idp.bl.uk/



- 69 -

<그림 3-9> 국제둔황프로젝트의 협력기관 리스트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Dunhuang_Project)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유럽,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국가도서관, 지

역도서관,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유럽 역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IMPACT Project97)를 운영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였으며 지원도구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

영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모두 도서관이 주도하는 외부 기관과의 협

력·연계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들은 자관의 소장 자

료 및 서비스를 보완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기회를 확보

97) https://impactmanagement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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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고 협력 기관들 간의 자원 공유/연계를 수행함으로써 소

장 자료 확대 및 서비스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기반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가공/저장 체제 운영

최근 자연어처리 기계학습 방법론이 여러 분야의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어처리 기계학습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질의응

답 시스템, 텍스트 요약, 클러스터링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연어처리 기계학습의 핵심은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데 있고 원문과 함께 관리한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저작물 관리 시스템

과 텍스트 추출기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저작물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CMS)은 저작물 관

리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저작물이란 사진, 

음성, 전자문서 그와 유사한 컴퓨터 파일이다. 최근의 저작물 관리 시

스템의 개념에는 웹이 더해져 임의의 장소에서 누구나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저작물 관리 시스템에는 

대표적으로 워드프레스(WordPress)98), 줌라(Joomla!)99), 드루팔(Drupa

l)100) 등의 소프트웨어가 있다.

저작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된 원문 데이터는 텍스트 추출기

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한다. PDF, 이미지 파일, 등의 원문데이터는 온

전하게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텍스트 추출기를 

거쳐야한다. PDF는 알PDF101), Adobe Acrobat102) 등의 다양한 텍스트 

98) https://wordpress.com/ko/
99) https://www.joomla.org/
100) https://www.drupal.org/
101) https://www.altools.co.kr/download/alpdf.aspx
102) https://acrobat.adobe.com/us/en/acrobat.html?promoid=7JJ16FYH&mv=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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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기, 이미지 파일은 광학 문자 인식 기술(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딥러닝 기술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이미지 인식기 등의 기술들이 이용된다. 추출된 텍스트를 이용

해 원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습집합 구

축 등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고품질의 원문 데이터를 활용해 질의응답 시스템, 원문 요약 

등 기계학습과 딥러닝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림 

3-9>는 위와 같은 내용인 저작물 관리 시스템과 텍스트 추출기를 활용

한 관리 체계를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3-10> 저작물 관리 시스템과 텍스트 추출기를 활용한 관리 체계

현재 구글 도서103)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와 원문 데이터를 함께 제공

하고 있다. 어린 왕자 책에 나오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

로 삼킨다’라는 텍스트를 검색하게 되면 책 내용에서 검색되어 데이

터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리보기를 통해 원문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검

103) https://books.google.co.kr/

- 72 -

색이 된다면 기억의 남은 글귀를 통해 책을 찾을 수 있는 등의 사용자

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을 거쳐 

만들어진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는 자연어처리 

기계학습에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11> 구글 도서 검색 예시

(출처 : https://books.google.co.kr/)

2) 디지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 연계, 배포

❍ 지능형 서비스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

털(LeaderBoard) 운영104)

디지털 원문을 중심으로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 연계, 배포하

기 위해서는 지능형 서비스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털(이하 리더보드)을 운영해야 한다. 리더보드는 다양한 목적과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모델을 

104) LG CNS (2019). AI 기반 언어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https://blog.lgc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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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평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리더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자

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사회 문제 해결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

해 Google Research105)를 통해 제공한다. Google Research에 공개된 

데이터는 전 세계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

으며, 일부 데이터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모델의 성능 비교 및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2> Google Research Open Dataset

(출처 : https://research.google/tools/)

스탠포드 대학교의 NLP 연구팀은 위키피디아 문서에 대한 질의응

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SQuAD106)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

했다. 이 공개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의응답 모델 학습 및 

평가에 사용된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연구자들의 기술 경쟁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모델 성능 비교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105) Google Research, 2020.12.16., https://research.google
106) SQuAD, 2020.12.16., https://rajpurkar.github.io/SQuAD-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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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SQuAD 리더보드

(출처 : https://rajpurkar.github.io/SQuAD-explorer/)

국내에서는 LG CNS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을 참

고하여 구축한 KorQuAD 데이터셋107)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KorQuAD 

데이터셋은 질의응답 과제를 위한 한국어 표준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한국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학습데이터이다. LG CNS

는 표준 평가 데이터와 리더보드를 공개해 인공지능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같은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평가하고 리더보드에 등록하면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

부터 순서대로 리더보드에 보여지며 각 모델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는 연구자가 개발한 모델이 논문이나 학술 발표에서 

107) KorQuAD, 2020.12.06., https://korquad.github.io/category/1.0_K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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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림 3-14> KorQuAD 리더보드

(출처 : https://korquad.github.io)

카카오는 머신러닝 대회 플랫폼인 카카오 아레나(kakao arena)108)를 

통해 자체 서비스에서 구축한 양질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여 데이

터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 

아레나를 통해 카카오가 생각하는 문제와 데이터를 공개해 개발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된 산출물은 머신러닝 모델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픈된다. 카카오 아레나는 현재 총 3회

의 대회를 개최했고 이번 2020년 대회에서는‘멜론 사용자를 위한 음

108) https://aren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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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추천’이라는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으

며 대회가 종료된 이후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

해 공개하였다.

<그림 3-15> kakao arena 메인페이지

(출처 : https://arena.kakao.com)

위의 사례들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능형 서비스에 필요한 인

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림 

3-15>와 같은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포털 시스템은 배포시스

템, 평가시스템, 리더보드로 구분되며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를 활용

하는 개인 및 기관에 학습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

저 배포시스템은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홀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데이터 저작도구 및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제공해야한다. 

다음으로 평가 시스템은 모델 성능 실시간 모니터링과 모델 결과 시각

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은 개인 및 기관이 구축한 모델의 성

능을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적으



- 77 -

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평가 검증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마지

막으로 리더보드는 인공지능 모델 결과와 성능을 비교 및 공유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리더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정보 

및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3-16> 국립중앙도서관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평가 포털 구상도

이와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털을 통해 디지

털 원문을 활용하여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공개한다

면 국내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 평가 데이터셋과 리더보드를 같이 

운영하여 인공지능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각 연구

자가 같은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평가하고 어떤 모델이 더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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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에서 공유한 데이터가 논문이나 학술 발표에서 공신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확장 및 배포 지원

오늘날의 도서관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

게 수용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

능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디지털 원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

능 기반 서비스 요소가 요구되며 번역, 음성인식, 광학 문자 인식 등 

도서관 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존재한다.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

퓨터를 사용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말한다. 기계 번역 API는 

입력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언어의 종류를 감지하거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API이다. 현재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의 대형포털에서 번역 

API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의 외국 원문 자료

에 기계 번역 API를 도입하면 이용자들에서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17>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을 검색했을 경우 나오는 외부연계자료 결과물

이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한글로 번역을 해준다면 사용자가 

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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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네이버 파파고 API를 적용한 외부연계자료 번역 예시

마커 클러스터링(Marker Clustering)은 지도에 표현되는 밀집된 마커

들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묶어주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웹 지도를 생

성할 때 매우 좁은 영역에 너무 많은 포인트가 존재하여 포인트가 겹

치는 마커 오버로드(Marker overload) 문제가 발생하는데, 겹치는 마커

를 클러스터링 하여 이를 다른 아이콘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대체된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마커의 수와 함께 라벨링

되지만 선택적으로 특정한 데이터의 평균 또는 합계를 표시하도록 사

용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마커 클러스터링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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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국립중앙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지도를 

<그림 3-18>과 같이 시각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18> 카카오의 API를 적용한 데이터 클러스터링 예시

질의응답 시스템(Question Answering)은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된 문

서를 검색하는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

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정답을 문서 집합 내에서 탐색하

여 사용자에게 제시해주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질의응답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에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는 후보검색 단계(candidate 

retrieval phase)와 검색된 문서 내에서 정답을 생성하는 정답추출 단계

(answer extraction phase)로 구성된다. 특히 정답 추출 단계는 구문분

석 또는 의미 분석 등과 같은 고수준의 언어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사

용자 질의에 적합한 정답을 추출한다. 따라서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색인 가능한 기본 정보 외에, 색인할 수 없는 다양한 구문정보 

혹은 의미 정보를 사용하여 정답을 판별해 내는 분석 작업이 수행되어

야 한다. <그림 3-19>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질의응답 시스템을 도입하

고, ‘어린왕자의 저자는?’이라는 질의를 입력한 결과의 예시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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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처럼 소장 자료 및 원문 데이터에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찾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연관도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한 

번의 질의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3-19> 질의응답 시스템 적용 예시

❍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활용 지원센터 운영

도서관 서비스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의 연

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 실무자가 행정처리, 데

이터 수집과 같은 부수적 업무를 최소화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의 연

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자원, 기술 자문, 정책 등 기반 업무

의 파악이 필요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내/외부 연구·개발 커뮤니티와 지

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

하고, 각 과정에 따른 적합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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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진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연

구·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보다 자세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연구·개발을 실질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단계

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서비스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이들 

기관 및 연구자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참고할 수 있

는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연

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된 지

능형 도서관 서비스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행 

환경이나 지침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후속연

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림 3-20>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활용 지원

이처럼 기획, 연구·개발, 평가, 활용 전반에서의 지능형 도서관 서

비스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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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등 연구 및 개발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기

존의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

형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이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관리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인공지

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편성이 요구되나, 기존의 조직 체

계에 새로운 부서를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립중

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서비스를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

으로 평가·개선하기 위한 기관 내 부서 간 협력 체계인 “(가칭)인공

지능 기반 지식서비스 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담 부서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내부 지

침 및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전담 조직 구성의 

핵심이며, 인공지능 기반 국가지식정보센터의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전

략을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림 3-21> (가칭) 인공지능 기반 지식서비스 위원회의 구성

- 84 -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

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최신 인공지능 기술 조사·검토 및 평가, 

신규 인공지능 기반 지식서비스 도출 및 기획, 인공지능 지식서비스 

연구 및 개발, 도입 진행 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1.2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 영역 협력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이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는 민간 영역과 협력을 통해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더 많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민간 간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많은 기관과 디지털 자원 공유와 관련해 업무협약

(MOU)을 채결하고 있다. 이를 확대시켜 많은 민간 기술회사와 업무협약

을 맺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및 디지털 원문을 공유하

고 민간과 지능형 정보서비스 기술을 통한 연구 협력을 맺는다면 국가 기

관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공개에서 민간협력을 통한 수요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On 

Demand)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수

요를 반영을 위한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중심의 협업 프로

젝트를 발굴하고 수행해야 한다. 민관협력 협의체는 빅데이터 구축 및 활

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민간·연구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협

의체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

안에 초점을 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면 민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생산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생산협력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생산협력 모델은 데이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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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약 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데이터 독점 등 서비

스 기술을 제공한 기관에 이점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에서 이를 통해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투자방식이다. 이 모델은 민간에서 적

극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1.3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 및 모델 제시

빅데이터가 일상생활 속에 끼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

으로 실시한 ‘데이터 3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3-22>와 같

이 일상생활 속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경험에 ‘매우 있다’와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3%와 59.6%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

의 생활 편의 유용성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유용하

다’ 25.9%, ‘유용하다’ 65.5%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이용 후 만족도 역시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출처 : http://www.mirae.news/news/articleView.html?idxno=1925)

- 86 -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빅데이

터 기반 서비스 중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용성 등에서 긍정적인 반

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는 주로 법률, 의학 등 실용적인 분야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도서관에서의 정보 검색 및 활용과 관련된 서비스 

역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23>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도출 과정

(출처 : 표순희, 김윤형, 김혜선, 김완종. (2015).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2), 63-86.)

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은 <그림 3-23>과 같다.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은 수요자 정

의, 서비스 환경 분석, 서비스 모형 도출, 수요조사, 최종 개발 서비스 선

정 등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특히 수요조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의 실질적인 수요자를 실무자와 이용자로 구분하고 심층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자는 직급, 직책 및 맡은 업무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이용자는 연령, 직업, 성별, 다문화, 장애 여부에 따

라 군집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가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조사를 진행할 경우, 제한된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시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를 서비스 모형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실무자 및 이용자 정보를 대상으

로 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과 더불어 이들의 특성 또는 상황과 빅데이

터 활용 목적 등에 따라 구분된 서비스 모델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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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요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준거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표 3-5>는 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분야 준거 

서비스를 나타낸다. 

서비스 내용

스프링어 네이처의 

나노(Nono)

약 25만종 이상의 나노 소재(nanomaterials)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연구 데이터

베이스 나노(Nano) 운영

The ACM Digital 

Library(ACM DL)의 

정보서비스

원문 자료를 분석하여 원문 자료에 대한 세부 

주제 영역, 최근 동향 자료 등 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

DBpia(누리미디어)의 

DBpia Insigh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

한 논문을 추천

이지메타의 

학술정보분석서비스(K-dis

covery)

학술 논문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동

향 분석, 검색결과 요약, 심층분석 등을 제공

국회도서관의 입법·정책 

융합서비스

정책자료집, 정책세미나 등과 같은 원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정보(키

워드 현황, 관련 법률, 관련 인물 등)를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학술관계분석서비스(SAM)

RISS가 보유한 학위논문 원문, 국내학술논문 원

문 등을 분석하고, 분석된 빅데이터 정보를 제

공하는 원문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

STI)의 AI 논문 요약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서비스인 ‘사이언스온

(ScienceON)’의 논문을 요약해주는 서비스로 

‘초록 요약’과 ‘원문 요약’을 제공

<표 3-5> 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준거 서비스(도서관 분야)

먼저 도서관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정보 검색 및 탐색 빅데이터 서비스

로는 스프링어 네이처(Springer Nature)의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나노(Nan

o)109)가 있다. 나노는 2016년에 구축된 나노 기술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

스로 약 25만종 이상의 나노 소재(nanomaterials)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하여 

109) https://nano.na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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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으며 논문 전체를 읽지 않고도 관련 나노 기술 데이터와 정보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솔루션 회사 ‘UNSILO’와의 제휴

를 통해 나노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152개 저널의 약 40만 건 이상의 관

련 연구논문에서 나노 소재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노 홈페이지에서 나노 소재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는 <그림 3-

24>와 같이 소재 요약 정보가 나타나며 하단에는 문헌 원문의 분석 및 요

약 정보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제시된 문헌의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림 3-24> ‘Gold’ 검색 결과 - 상단 요약 정보

(출처 ; https://nano.nature.com/nano/GR-M21079)

나노는 스프링어 네이처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존 데이터를 재구성 및 변환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구성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도출 및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The ACM Digital Library (ACM DL)110)’는 원문 자료에 대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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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출판 횟수’, ‘다운로드 횟수’ 등의 수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원문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그림 3-25>와 같이 해당 원문 

자료를 분석하여 원문 자료에 대한 세부 주제 영역, 최근 동향 자료 등 

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3-25> 원문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출처 : https://dl.acm.org/journal/health) 

학술문헌과 관련된 국내 사례의 경우 DBpia(누리미디어)와 ‘한양대학

교 추천시스템연구단’이 협력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을 가질만한 논문을 추천하는 DBpia Insight111)를 서비스하고 있다. DBpia 

Insight는 <그림 3-26>과 같이 학술논문 및 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논문, 

저자, 저널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DBpia에서 원문이 다운로드 된 횟수를 의미하는 이용지표와 

DBpia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논문 간의 인용 수를 의미하는 인용지표 

110) https://dl.acm.org/
111) https://www.dbpia.co.kr/

- 90 -

등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논문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 정보를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6> DBpia Insight 제공 서비스

(출처 : https://khuresearch.tistory.com/27)

DBpia Insight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중 논문 추천서비스

는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pia 논문 추천 서비스

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검색한 논문과 관련된 유사한 논문을 단편적

으로 추천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현재 서비스는 <그림 3-27>과 같이 개인

이 이용한 논문 목록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 추천 논문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 추천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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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DBpia Insight의 추천 서비스 개요 및 예시 화면

(출처 : 박대광. (2016). DBpia 7.0 & DBpia Insight 서비스 소개. 

디지틀도서관, 83, 81-89.)

민간 기업인 이지메타112)는 학술정보분석서비스(K-discovery)113)를 통해 

학술 논문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동향 분석’, ‘검색결과 요약’, ‘심

층분석’ 등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분석서비스는 <그림 

3-28>과 같이 검색어에 대한 토픽맵과 주제어 분포를 시각화하여 제공함

으로써 이용자들이 최신 연구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처별 최신 논문

을 파악할 수 있는 출처별 보기, 저널별로 논문을 볼 수 있는 저널별 보

기, 원하는 분야를 클릭하면 나오는 분야별 핫키워드와 연관어 등도 제공

하고 있다. 

112) http://www.ezmeta.co.kr/page/?page_id=5342
113) http://b.kdiscovery.kr/k-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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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학술정보분석서비스 ‘인공지능’ 검색 결과

(출처 : http://b.kdiscovery.kr/k-discovery/main_boardinfo?id=14)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

로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있다. 국

회도서관은 국가학술정보기반 입법·정책 융합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 기

반 정보서비스를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입법·정책 융합서비스

는 정책자료집, 정책세미나 등과 같은 원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여 분석정보(키워드 현황, 관련 법률, 관련 인물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입법·정책 융합서비스에 접속하여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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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색결과로 ‘키워드 검색’, ‘검색결과 시각화’, ‘융합데이터 비

교’를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은 원문에서 추출된 키워드에 대한 검

색결과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한다. <그림 3-29>를 통해 ‘근로’를 검색한 

경우 ‘키워드 검색’으로 관련된 문헌이 118건 도출되었고, 각각의 문헌 

원문에서 추출한 ‘주제어’, ‘관련기관’, ‘관련법률’과 관련된 정보

를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9> 입법·정책 융합 서비스 ‘근로’ 키워드 검색 결과

(출처 : http://policy.nanet.go.kr/policy/policySearchList)

‘검색결과 시각화’는 검색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원문의 건수를 시각

화하여 제공한다. <그림 3-30>과 같이, ‘근로’를 검색할 경우 관련된 

원문 자료가 국가학술정보 데이터와 입법정책 데이터별로 정리되어 제공

된다. 이외에도 ‘융합데이터 비교’는 <그림 3-21>과 같이 원문 검색 결

과와 국가학술정보 검색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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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근로’ 검색 결과 시각화 결과

(출처 : http://policy.nanet.go.kr/policy/policySearchChar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관계분석서비스

(Scholar Relation Analysis Map, SAM)114)는 RISS가 보유한 학위논문 원문, 

국내학술논문 원문 등을 분석하고, 분석된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원

문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이다. 기존의 서지 정보서비스, 인용 정보서비스

에서 더 나아가 원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문관계도’, ‘연구자관계

도’, ‘상세화면’, ‘연구주제 분석’, ‘대학/기관 분석’, ‘대학간 공

동연구 분석’, ‘SNS 공유 동향’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다.

114) http://sam.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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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KERIS의 연구주제 분석

(출처 : http://sam.riss.kr/samInfoDetail.do#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논문 요

약115)’은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 서비스인 ‘사이언스온(ScienceON)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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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을 요약해주는 서비스로 ‘초록 요약’과 ‘원문 요약’을 제공한

다. ‘초록 요약’은 <그림 3-32>와 같이 논문의 ‘연구주제’, ‘연구방

법’,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원문 요약’은 해당 논문의 원문과 초

록 내용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3-32> 사이언스온의 AI 논문 요약 서비스 – 메타데이터 

(출처 : https://scienceon.kisti.re.kr/aiq/mlsh2/selectAIQMlshList.do)

이외에도 일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일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의 빅데이터 서비스들은 법률서비

스, 추천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3-6>은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준거 

서비스를 나타낸다. 

115) https://scienceon.kisti.re.kr/aiq/mlsh2/selectAIQMlshList.do
116) https://scienceon.kisti.re.kr/main/main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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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블랙스톤 디스커버리

(Blackstone Discovery)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수백만 건의 법률 자료를 

단시간에 분석하는 지능형 검색 기술을 개발

네이버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에어스(AiRS)’와 

‘에이아이템즈(AiTEMS)’를 각각 뉴스/검색과 쇼핑서비스에 

적용하여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

다음카카오의 

카카오 아이(i)

다음 포털에 카카오 아이(i) 추천 엔진을 전면 적용하여, 개인맞춤형 

뉴스, 동영상,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추천 콘텐츠 제공

삼성전자의 빅스비루틴

(Bixby Routines)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과 사용자의 생활 습관, 사용 환경 등을 

스스로 분석해 개인화된 스마트폰 설정과 앱을 자동으로 추천

구글의 네스트 허브 맥스

(Nest Hub Max)

 구글의 얼굴 인식 인공지능 스피커로 최대 6명까지의 얼굴을 인

인식된 사용자의 얼굴과 사용 상황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

(Personalize)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 도구

<표 3-6> 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준거 서비스(일반 분야)

먼저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 블랙스톤 디스커버리(Blackstone Discover

y)117)는 노동 집약적인 법무 자료 조사 단계를 대행하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수백만 건의 법률 

자료를 단시간에 분석하는 지능형 검색 기술을 개발하였다. DoNotPay118)

는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권리 주장 방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30초 안에 답변을 도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법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로앤비(LAWnB)119)가 있다.

정보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네

이버, 다음, 삼성전자가 있으며, 해외에는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등이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인 ‘에어스(AiRS

)120)’를 적용하여 뉴스, 검색 등에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적용

117) https://www.blackstonediscovery.com/
118) https://donotpay.com/
119) https://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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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에 ‘에어스(AiRS)’를 적용한 결과 노출되

는 콘텐츠의 일평균 페이지뷰(PV)가 1년 만에 69% 증가하는 등 콘텐츠 

소비량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커머스 서비스에도 개

인의 관심사 또는 장소, 연령별에 따라 추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쇼핑 추천 기술인 ‘에이아이템즈(AiTEMS)’를 통해 사용자의 쇼핑 데이

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검색 

서비스에도 사람의 기억 방식을 모방한 HuMM (Human Memory Mirror)을 

개인화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여 개인별 검색 의도에 따라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3> 네이버 에어스(AiRS) 서비스 예시

(출처 : https://m.blog.naver.com/naver_diary/220936643956)

국내 대표 포털인 다음은 인공지능이 분석한 사용자의 취향을 바탕으

로 추천 콘텐츠를 띄워주는 형태로 포털을 개편하였다. 특히 자사의 인공

120) https://blog.naver.com/naver_diary/2209366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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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기술인 ‘카카오 아이(i)121)’ 추천 엔진을 전면 적용하여, 인공지능

이 파악한 사용자의 취향을 바탕으로 뉴스, 동영상, 카페, 블로그, 커뮤니

티 등의 콘텐츠를 ‘추천’ 탭을 통해 보여준다. 

<그림 3-34> 카카오 아이(i) 서비스 예시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90309)

국내 기업 삼성 전자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빅스

비루틴(Bixby Routines)122)’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빅스

비루틴’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과 사용자의 생활 습관, 사용 환경 

등을 스스로 분석해 개인화된 스마트폰 설정과 앱을 자동으로 추천하며, 

스마트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1) https://kakao.ai/kakaoi
122) https://www.samsung.com/global/galaxy/what-is/bixby-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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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삼성전자 빅스비 루틴(Bixby Routines) 서비스 예시

(출처 : https://topclass.chosun.com/mobile/daily/view.asp?Idx=134&Newsnumb=201906134#_enliple)

구글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개인화를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구글의 얼굴 인식 인공지능 스피커인 ‘네스트 허브 맥스(Nest 

Hub Max)123)’는 최대 6명까지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용자의 얼굴

과 사용 상황을 기반으로 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뉴스 서

비스에도 인공지능을 대폭 도입하여 실시간 주요 헤드라인과 개별 사용자

의 지역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읽을 법한 뉴스를 보여주는 ‘구

글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 뉴스124)’는 뉴스 내용을 분석하고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는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123) https://store.google.com/?srp=/product/google_nest_hub_max
124) https://new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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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구글의 네스트 허브 맥스(Nest Hub Max)

(출처 : https://slickdeals.net/article/buying-guide/google-nest-hub-max-review/)

가장 먼저 스피커에 음성인식 비서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선

두주자인 아마존은 인공지능 스피커 외에도 아마존 닷컴에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용

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개발 도구인 ‘퍼스널라이즈(Personalize)’125)를 공개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상품 추천 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도서관 및 공공/일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국립

중앙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준거 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125) https://aws.amazon.com/ko/person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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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지식자원센터 역할 강화 방안 도출

3.2.1 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현재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협력 기관에서 수집한 관광, 문화예술, 도

서, 문화산업, 생활체육, 문화 활동 관련 빅데이터를 문화 빅데이터 포털 

‘BigData MarketC126)’을 통해 유통·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

관은 자체 생산한 데이터와 전국 공공도서관 협력체인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수집된 도서, 대출정보, 문화 행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서감

성 데이터, 도서별 대출추이 분석 데이터, 연간 독서량 데이터 등 도서관 

분야 데이터 36건을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에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연구·개발이나 민간 영

역에서의 활용도가 낮아 실제 이용률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체제를 보완한 수용자 니즈 중심의 데이터 발굴 체제

가 요구된다. 데이터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 추

이 분석,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요구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요구 조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기적인 수

요 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

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 및 커뮤니티 운영이 필수적이다. 

126) https://www.culture.go.kr/bigdata/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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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의 문화데이터 생산, 구축, 유통 활용 계획

(출처 : https://www.culture.go.kr/bigdata/user/content.do?sq=50)

‘BigData MarketC’는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맞춤데이터신청’페이지를 운영하며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응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프라인 창구, 도서관 홈

페이지 또는 도서관 정보나루 페이지 등을 통해 도서관 빅데이터와 관련

된 요구 사항을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요구 사항은 빅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 신규 데이터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사용자 

중심적인 데이터 수집 및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파악

한 사용자 요구와 ‘BigData MarketC’와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

에서 수집된 사용자 요구를 비교·분석할 경우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방

향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결과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도서관 분

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제적 차원에

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 104 -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제공하는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및 센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와 데이

터를 통해 구축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BigData MarketC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국립중앙

도서관의 빅데이터는 대부분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연구·개발이나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및 개발 주제, 서비스 동향에 따라 특화된 데

이터 구축·제공이 요구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오프라인의 텍스트 자

원을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기관이며, 자료 및 자원, 기록물에 대한 

주제 분류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인물의 특징, 자료의 문체 등과 

같은 내용 기반의 상세 분류를 추가로 수행하고 각 데이터에 대해 대화 

추출, 의미 분석 등을 수행하면 특정 연구 및 서비스에 특화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서비스 주제 필요 데이터

챗봇

도서 원문 데이터, 

도서 내 대화 추출 데이터

도서 원문에 대한 대화 데이터, 

이용자 군에 따른 도서 이용 데이터 등

질의응답 시스템

도서 원문 데이터, 

도서 원문에 대한 질의응답 데이터, 

이용자 군에 따른 도서 이용 데이터 등

학술자료 지원시스템

학술자료 원문 데이터, 

학술자료 키워드 데이터, 

학술자료 초록 데이터 등

자료요약시스템
도서 및 학술자료 원문 데이터, 

요약 데이터, 키워드 데이터 등

<표 3-7> 도서 및 도서관 관련 서비스와 요구되는 데이터 종류

<표 3-7>은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 주제, 서비

스 등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도서관 빅데이터를 정리한 예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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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서관 데이터를 통해 연구·개발될 수 있는 서비스는 챗봇, 질의응

답 시스템, 학술자료 지원시스템, 자료요약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요구되는 데이터가 상이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는 계획하고 있

는 연구·개발 및 서비스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국립중

앙도서관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데

이터 구축 및 관리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2.2 데이터 수집 기관 확대 방안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종의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업무 협약(MOU)을 통한 민관협력 협

의체 구성이 요구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홍보 전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여러 기관의 협조 및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다시 말해 국

립중앙도서관은 협력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협력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

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John M. Keller(1987)의 ARCS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모형127)을 활용할 수 있다.

ARCS 모형은 교육/학습 분야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

(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4가지로 제안한 이론이다. 이를 기관 

협력 관점에서 적용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센터 및 플랫폼 서비스와 협

력 대상 기관 서비스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해당 기관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자관의 데이터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

술 및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며, 협력의 결과로 개

발될 예정인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부여해야 한

127) Keller, J. M. (1987). An application of the ARCS model of motivational desig
n. Instructional theories in action: Lessons illustrating selected theories and m
odels, 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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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여러 기관의 협력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전략을 ARCS 모형의 4가지 요소에 따라 

<표 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의집중

(Attention)

Ÿ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지원 도구 제공

Ÿ 데이터 수집 관련 문의 센터 운영

관련성

(Relevance)

Ÿ 센터 및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협력기관 서비스 개선 방향 제시

Ÿ 협력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신감

(Confidence)

Ÿ 센터 및 플랫폼 서비스 기반 서비스 개선 사례집 운영 및 우수 

사례 선정/홍보

만족감

(Satisfaction)

Ÿ 향후 개발될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제공

Ÿ 데이터 제공 기관 및 이용자 대상의 인센티브 지급

<표 3-8> ARCS 모형에 따른 기관 협력 동기 유발을 위한 서비스

먼저 협력 대상 기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주의집중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지원 도구를 제공하고 관련 문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협력 대상 기관의 서비스와 센터 및 플랫폼 서비스의 관련성을 강조

하기 위해 센터 및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 협력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협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를 적용할 경

우 자관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센터 및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개선 사례집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

를 선정하며 각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게 하며, 서비스 적용 결과에 만족

감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향후 개발될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제

공 기관 및 이용자 대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3.2.3 데이터 수집 확대 및 품질관리

국가지식자원센터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고품질 데이터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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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공공/민간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 기관 및 기업

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높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서점의 경우 독자들

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최신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높은 기관이다. 이외에도 2장에서 서술한 SK텔레콤

의 상권 분석 서비스, 제주시의 제주 관련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및 관

광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해외 

박물관 미술관의 맞춤형 전시 행사 및 교육 콘텐츠 등 국내외 다양한 서

비스 운영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 기관 및 기업의 협조 

및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ARCS 모형을 적용하여 여러 

기관 및 기업의 협력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ARCS 모형의 4가지 요소에 따라 정리한 서비스 전략의 

내용은 <표 3-9>와 같다.

주의집중

(Attention)

국립중앙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 사용 방법 안내

데이터 수집 관련 문의 센터 운영

관련성

(Relevance)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 기획

자신감

(Confidence)
기업의 이윤 증대를 위한 데이터 노출 방안 마련

만족감

(Satisfaction)
향후 개발될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제공

<표 3-9> ARCS 모형에 따른 기관/기업 협력 동기 유발을 위한 서비스

다양한 협력 체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

서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협력 기

관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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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서 서술한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에 수요 중심 활용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

터를 보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3.2.4 데이터 수집, 전처리, 저장, 분석에 적합한 기술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며, 데

이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빅데이터 기

술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이미 다양한 상용 빅데이터 기술 및 시스

템이 공개되어 있다. <표 3-10>은 이러한 기술들을 빅데이터 단계에 따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구분 기술 요구사항 기술분류(관련기술)

수집

Ÿ 대용량 빅데이터 수집

Ÿ 실시간 수집, 적재 시스템 구축

Ÿ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단계 수평적 확장

로그 수집, DB데이터 수집, 

사물인터넷(센싱, 기계 생성 

데이터), 웹데이터 수집

저장

Ÿ 대용량 데이터 저장 

Ÿ 수평적 확장 용이성

Ÿ 데이터 저장에 낮은 TCO 실현

HDFS, NoSQL, 병렬DBMS

처리

Ÿ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및 이벤트 관리

Ÿ 다중 노드로 분산/병렬 처리

Ÿ 다양한 분석 처리

실시간 처리, 분산 병렬 처리, 

In-Memory 처리

분석

Ÿ 검증된 통계적 기법 기반의 고급 분석

Ÿ 실시간 또는 준시간 분석

Ÿ 인터렉티브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Ÿ 딥러닝 및 ML, 인공지능 연계

통계분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예측분석, 

분석 도구, STT

<표 3-10>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기술

(출처 : http://www.hellot.net/new_hellot/main/)

이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자관 또는 자사에 적합

한 기술을 찾아 도입하는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몇몇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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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하

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 연구/자문 기관인 미국의 ‘포

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 22개 빅데이터 기술의 비즈니스 

가치 및 기술 전환 시기를 연구하였으며,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 

‘포브스(Forbes)’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에서 가장 비즈니스적 가

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10가지를 제시하였다.128)

<그림 3-38> 포레스터 리서치의 22개 빅데이터 기술의 비즈니스 가치 및 기술 전환 시기

(출처 : 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15220)

포브스가 선정한 10가지 기술에는 예측 분석, 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검색 도구, 이종 데이터 분석 기술, In-memory 데이터베이스 기

술, 분산 파일 저장,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합성, 데이터 준비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단계에서 활

128) 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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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129).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및 플

랫폼과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적용한다면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없이

도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이 가능한 기술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2.5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인력 양성 방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정보나루는 도서관 내·외부 데이터를 분

석하여 <그림 3-39>와 같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39> 도서관 정보나루의 대표적 사서 업무 지원 사례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자관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빅데이터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인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실무자들이 자관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

고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이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해석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 지침 등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해석, 적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무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사서업무지원서비스 

129) 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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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과 도서관 정보나루를 운영하고, R기반 빅데이터 분석 툴 레이더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무자 대상의 교육/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및 통계 도구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은 빅데이터 및 통계 전

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도 

전문가의 견해와 지속적인 평가·운영이 요구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

문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무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

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0>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의 ‘빅데이터 아카데미’ 홈페이지

(출처 : http://bigdata.dbguide.net/)

한국데이터 산업 진흥원은 과학기술통신부와 산업계 재직자 대상의 빅

데이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아카데미는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빅데이터 기획 전문가, 빅데

이터 융합(의료, 제조, 머신러닝, 유통, 금융, 융합 기획) 전문가, 빅데이터 

데이터 거래 전문가 등 직무별, 산업별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다양한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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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정인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관 간 협력

을 통해 도서관 분야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실무자들 대상

의 전문적인 교육/연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대, 부천대 등 대학에서는 4차 산업 시대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와 취업 및 

창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빅데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130)131) 

이러한 교육과정은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

고, 다양한 성격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따라

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실무자들이 빅데이터의 개념과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그림 3-41>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인력 양성 방안

130) https://blog.naver.com/kmu_univ/222154141341
131) https://blog.naver.com/bcuniv/222131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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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대학들은 단발성의 취업 지원용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관련 지식을 갖춘 전공자 배출을 목표로 빅데이터 

관련 학부 및 전공 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학부 교육과정을 간략화·실무

화한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학부 및 대학원 전공

자를 전문가로 확보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2.6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방안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컴퓨터에 처리 

대상 데이터와 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여 그 결과

를 도출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법과 다르게 컴퓨터에 처리 

대상 데이터와 원하는 결과를 입력하면 향후 그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

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법이다. 컴퓨터에게 사람이 직접 명시적으로 처

리 방법이나 순서 등을 지시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학습하

고 그것을 사용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구

축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기계학습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에는 대표적으로 CNN, RNN, LSTM 등의 인공 신경망과 대규모 신경망 

언어 모델인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이 있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에 사용

되는 모델이다. 이미지를 각 픽셀 값의 배열로 인식하여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 확률값을 통해 분류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형태의 문서에서 개별 단어 및 글자를 인식하여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확률값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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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출처 : https://datasciencepr.com/convolutional-neural-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은 과거와 현재의 입력 값이 함께 

입력되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어, 현재와 과거의 입력값을 동시에 고

려할 수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단어 간의 관계나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에 활용된다. 하지만 입력되는 시점과 그 

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이 멀어질수록 기울기 값이 사라지는 ‘장기 의

존성 문제(Long-term Dependencies)’가 존재한다.

<그림 3-43>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의 구조

(출처 : https://wikidocs.net/22886)

LSTM(Long-Short-Term-Memory Networks)은 RNN의 장기의존성 문제

를 해결한 모델이다. LSTM은 은닉층의 메모리 셀에 입력 게이트, 망각 게

이트, 출력 게이트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고, 기억해야할 것들

을 정한다. 즉, LSTM은 은닉 상태(Hidden state)를 계산하는 식이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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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NN보다 복잡해졌지만 RNN과 비교하여 긴 문장 등의 시퀀스 입력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그림 3-44> LSTM(Long-Short-Term-Memory Networks)의 구조

(출처 :　https://excelsior-cjh.tistory.com/185)

사전 학습 언어 모델 기술은 대량의 텍스트 언어 자원을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서 그 결과로 도출된 딥러닝 모델이다. 이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학습되어 있고, 대량의 도서를 읽어 언어적 감

각이 매우 뛰어난 학습된 인간(Well=read human)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감각 혹은 지능은 무수히 많은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하

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는 ELMo 

(Embedding from Language Model)와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가 대표적이다.

ELMo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 기술 중 하나로 기계학습 기반 자연어 처

리 분야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어낸 기술이다. 사전 학습된 언어 모

델을 이용해 어휘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높은 성능뿐만 아니라 언어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어휘 임베딩을 주변 단어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

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ELMo는 양방향 LSTM을 이용하는

데, 순방향 LSTM은 언어 모델링 과제에서 LSTM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역방향 LSTM은 이와 반대로, 주어진 문장의 끝부터 n개의 단

어를 역순으로 보고 번째 단어를 맞추게 되는 형태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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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ELMo 모델 구조

(출처 : https://medium.com/saarthi-ai/elmo-for-contextual-word-embedding-for-te

xt-classification-24c9693b0045)

BERT는 구글이 2018년 10월에 발표한 사전 학습 언어 모델로 

Transformer의 인코더만을 활용하여 구성된 모델이다. 사전 학습한 모델

을 가지고 각 모델의 목적에 맞게 변형한 뒤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업데

이트하는 파인 튜닝(Fine-tuning) 과정을 거치고 입력의 일부 단어를 무작

위로 마스킹한 다음 마스킹한 단어를 예측하는 Masked Language Model

과 두 문장이 서로 이어지는 문장인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하는 Next 

Sentence Prediction 방법을 적용했다.

<그림 3-46> BERT 모델의 사전 학습 및 Fine-Tuning 과정

(출처 : Devlin, J., Chang, M. W., Lee, K., & Toutanova, K. (2018).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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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BERT 모델을 통한 Next Sentence Prediction 예시

(출처 : https://link.medium.com/H1UWCmGt20)

이와 같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처리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원

문 데이터에 적용하여 지능형 문서 직렬화(Intelligent Document 

Serialization)를 수행한다면 표, 그림, 텍스트의 순차적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구축된 데이터는 색인 데이터베이스, 

각종 학습 집합,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정제하여 원문 제공 시스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질의응답 시스템, 요약 시스템, 내용 기

반 클러스터링 시스템 등의 다양한 원문 기반 서비스 시스템 개발,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준 높은 텍스트 데이터 구축 등 매우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주제, 내용 등의 측면에서 고품질의 원문

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된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계학습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3.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3.3.1 ‘데이터 3법’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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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

여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그 단계마다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동

의를 얻어야 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 이용을 저해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의 대부분은 일부 항목을 제외한 뒤 개인 식별이 어렵거나 거

의 불가능한 상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관련 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구

축에서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

한 제한을 완화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3

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

명정보의 도입이며,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에서는 가명정보를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다양한 과학기술을 통한 도서관 통계 작성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명처리를 위한 규정 및 지침이 구성되었으며, 최근 가명처리

를 위한 기술 소개 및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

드라인’이 공개되었다. <그림 3-48>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는 가명처리의 단계별 절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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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가명처리 단계별 세부 절차도

(출처 :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40010000#LINK)

 

먼저, 사전준비는 처리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가명처리 준비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명처리를 위한 적합성 검토 및 계약

서, 내부관리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가명처

리 단계는 환경에 따른 수준 정의 및 처리를 수행하며 대상선정, 위험도 

측정, 가명처리 수준정의, 가명처리의 4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도 측

정은 처리 목적에 따라 처리(제공)환경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다른 정보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고 처리(제공)환경과 정보의 규모 

및 구체성을 고려하여 추출 결과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정성검토 및 추가가명처리는 가명처리 단계에서 작성한 ‘가명처리 

수준정의’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명정

보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재식별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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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및 사후관리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

의 증가 여부, 접근권한의 분리, 기록 작성/보관 및 공개의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가명처리 담당 부서나 전문가를 배정·확보하

고, 기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명처리 신청(목적)

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가명처리,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총괄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효율

적이고 즉각적인 가명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분석 목적, 처리 환경, 정보 

성격에 따른 가명처리 대상 항목 식별이나 가명처리 방법에 참고할 수 있

는 수준의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포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2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132)은 제35조의5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을 위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해당 조항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분

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추가

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통과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

지털 원문에 대한 정보 분석이 가능하여 보다 고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2)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이 아니며,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삭제·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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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ᆞ전송)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

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체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체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표 3-11>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35조의5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 플랫폼 서비스는 대체로 도서관 서지정보, 회

원정보, 대출/반납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그 형태나 범위에서 한

계를 지닌다. 만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한 디지털 원문을 분석한 결

과물을 새로운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기존의 서비스 형태와 범위에서 벗어

난 획기적인 국립중앙도서관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확장을 가져올 수 있

다. 예를 들어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술을 통해 소장 원문을 분석하여 자

료 요약을 수행한다면, 출판사 및 서점에서 제공하는 요약 정보가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체적인 자료 요약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의 사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료 요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제 분석 및 분류를 수행하여 

도서간 유사도 및 연관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출판사, 서점, 일

부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도서 추천서비스는 자료 구입 정보나 대

출/반납 정보 기반의 패턴 분석,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연

관성 분석은 서지 정보나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등과 같은 단편적인 메

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존의 서비스에 자료 

원문 분석을 통한 내용 중심의 연관성 분석, 주제 분류 등을 수행한다면 

기존의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한 형태의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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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지식자원센터 중장기 로드맵 및 연차별 

추진방안 수립

4.1 플랫폼 서비스 및 지식자원 센터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4.1.1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성공전략 모델 수립

<그림 4-1>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최종 전략 방향 및 운영 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는 <그림 4-1>과 같이 인공지능 기반 국가지식정보 

통합 큐레이션 센터’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

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계·배포하는 ‘문화 및 기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허브인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의 통

합적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지식정보 통합 큐레이션 센터로서의 국가지식자원센터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한 플랫폼 데

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의 성공 전략 모델은 <그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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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을 통한 국가지식자원센터 성공전략 모델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을 위해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기존의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원문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서

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자원의 수명 주기에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는 개선된 품질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수요 중심의 

원문 기반의 콘텐츠 가공/저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 기관 중심의 

외부자원 공유·연계를 통해 원문 기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한

다.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과정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부

여하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활용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원문 중심의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문 기반의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디지털 자원 및 서비스를 외부 서비스, 

문화 및 기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와 상호 연계하여 원문 중심의 지능

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계·배포한다. 

다음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체제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

터 구축/활용 체제를 마련하여 소장 정보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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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클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를 

마련하고, 기구축 학습 빅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구축된 학습 빅데이터

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포털인 허브를 운영함으

로써 공공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는 형태로의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 강

화를 도모한다.

4.1.2 국가지식자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방안

❍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허브 운영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공개 및 빅데이터 허브 포털을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허브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배포,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허브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 융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대표 기관이 중심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 기관

의 의견과 허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대표 도서관이자 기록물 및 

데이터 관리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허

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국가지식자원

센터의 역할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효과적인 문화/체

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지식자원센터

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문화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

집·구축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체제 고도화

기존의 빅데이터 체제는 공공도서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장 장서나 대출 이력 등의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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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관이 여러 관종으로 확대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기

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집 데이터의 다양성 및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의 빅데이터 체제를 고도화하여 문화/체육/관광 분

야 빅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4-3> 문화/체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체제 고도화 방안

먼저 서지데이터, 대출/반납 데이터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뿐만 아니

라 대규모의 웹 자원, 사진 및 영상 자료, 그래프 등을 수집하기 위한 

대규모 협력 체제가 요구된다. 데이터 수집 대상 관종을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고 출판사 및 서점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기존 데이터의 주제 및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체제를 우

선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 및 유관 분야 기관·기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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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데이터 유형을 확장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데이터 수집 체제를 고도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저

장·가공·분석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여러 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야 한

다. 서비스 체제는 협력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될 수 있으

며,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및 분석 툴과의 상호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 소장 정보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구축/활용 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상호보완적인 기술로 빅데이터 분석·관리

를 위해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큐레이터를 통해 구성된 학

습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데이터 과학자의 부족, 학습데이터 구성을 위한 대규모의 원자

료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고품질의 대규모 학습데이터 구축에 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정보를 중심으로 학습 빅데

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습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역량이 풍

부하며 기계학습에 대한 기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큐레이터

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기계학습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계학습 전문가 및 개발자가 많이 양성되고 있으나, 기계학습에 필요

한 학습 집합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데이터 과학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서비스 중심의 학습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 요소로 표방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자관

의 정보서비스 역량과 소장 자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디지털 자원을 

바탕으로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심층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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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분석 결과 공유, 실

제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등에 대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4-4> 자연어 처리를 위한 어노테이션 도구(Brat) 예시

(출처 : https://brat.nlplab.org/introduction.html)

또한 학습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는 데이터 구축 큐레이터들이 온전

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작업 도구인 어노테이션 

도구(annotation tool)가 요구된다. 데이터 구축 상황과 목적에 최적화된 

전문 어노테이션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범용 어노테이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어노테이션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지식자원센터의 플랫

폼을 통해 공개하고, 데이터 큐레이터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서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 기구축 학습 빅데이터 수집/가공/서비스 운영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및 분야, 범위를 포괄하는 학습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외 기관, 

기업, 개인이 구축한 다양한 학습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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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학습 빅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타 기관 및 기업, 개인이 구축한 학습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플랫폼 내에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형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 학습 빅데이터 포털의 운영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빅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리스트화하고, 플랫폼을 통해 이에 대한 요약 

정보나 참조 링크를 제공해야 하며, 각각의 학습 빅데이터에 대한 분

석 및 신뢰성 검토를 진행하여 연구 개발 종사자들이 학습 빅데이터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 빅데이터를 대상 서비스 

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코드를 오픈 소

스로 제공한다면 문화/예술/관광 분야 서비스 연구 개발 종사자들이 연

구 수행에 앞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강력한 학습 빅데이터 플랫

폼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학습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 큐레이터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학습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 및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 범위

가 작으며, 데이터 구축 과정에 존재하는 주제 및 유형에 대한 의존성

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학습 빅데이터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133)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포

괄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학습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여러 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을 통한 데이

133)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20. 11.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 AI 학습용 데이
터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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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데이터 구축 체제 및 가이드라

인을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학습 빅데이터 구축을 

주도하고, 여러 기관 및 사업자의 데이터 구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하다. 

학습 빅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자들이 

특정 도메인에서 고품질의 대용량 학습 빅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검수자 및 작업자

가 데이터 구축의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상

사를 예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일정한 품질의 데이터를 구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의 품질 향상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므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의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134)

<그림 4-5>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구축 과정

(출처 : 국회도서관, 2020. 07. “국가지식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국회도서관의 AI 도입 및 활용 전략 제언”)

134) 국회도서관, 2020. 07. “국가지식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국회도서관의 AI 도입 
및 활용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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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 마련

인공지능, 기계 학습, 딥러닝 등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

습 빅데이터 구축은 비정형의 원문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정형 데이

터의 형테로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가공 과정은 데이터 분

류, 학습에 필요한 정보 추가 등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과정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대용량의 고품질 학습 빅데이터

를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최근에

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는 클라우

드 소싱(Crowd-sourcing)기반의 데이터 구축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클

라우드 소싱은 대중이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의뢰받은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것으로, Amazon Mechanical Turk135), 

Samasource136), Mighty AI137) 등과 같은 기업에서 클라우드 소싱 플랫

폼을 운영한 데이터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Amazon Mechanical Truk은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아

마존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소싱 기반 데이터 구축 플랫폼으로 데이

터 수집, 주석 달기 등 간단한 수준의 반복 작업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초기에는 아마존 쇼핑몰 이미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

나, 이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Human-in-the-loop 작업을 통해 고객의 머

신러닝 모델에 대해 사람이 반복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작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Amazon Mechanical 

Truk는 190개국의 50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task) 당 임금

을 지급하는 보상모델을 취하고 있어 신속한 클라우드 소싱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지닌다.

135) https://www.mturk.com/
136) https://www.samasource.com/
137) https://www.welcome.ai/might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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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Amazon Mechanical Truk

(출처: https://www.mturk.com/)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학습 및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Samasource는 스타트업으로부터 Fortune 50대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환경 보존 연구단체 

Vulca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야생동물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

진 라벨링 작업 및 머신 러닝 모델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케냐, 우

간다, 인도, 아이티 빈민 지역의 주민 11,480명을 클라우드 워커로 활

용하여 경제적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 대표적인 임팩트 소싱

(Impact Sourcing)138)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2019년 Uber에 인수된 Mighty AI는 학습 

데이터 생산을 위한 DaaS (Data as a Service)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기업은 자율주행차량 운행 데이터(사물추적, 의도 분류, 도로·

138) 기부나 후원 등 직접 원조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 내
에서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인간 존엄을 회복하
게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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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등의 교통지표 주석 달기 등)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전문적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차량 센서 데이터 라벨링을 전문으로 하는 40만 명 이상

의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소싱 기업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로

는 미국 뉴욕 주립대의 SONYC (Sounds of New York City) 데이터가 존

재한다. SoNYC UST (Urban Sound Tagging) 데이터는 뉴욕시의 소음 상황

에 대한 사운드 라벨 데이터로 도시 규모의 소음 공해에 대한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뉴욕시의 기관들이 도시 소음 완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욕시 전역에 설치된 50여개의 센서에서 소

음 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클라우드 소싱 데이터 가공 플랫폼인 

‘Zooniverse139)’을 통해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림 4-7> The SONYC Cyber-Physical System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20. 10. “AI INSIGHT REPORT VOL.03 – AI 학습용 

데이터 클라우드 소싱 현황과 시사점”)

139) https://www.zooniver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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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소싱 기업을 통해 기계학습용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40)은 

‘AI-Hub141)’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목적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학

습 및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클라우드 소싱 기

업에 데이터 구축을 의뢰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단기간에 구축하였다. 

<그림 4-8> AI-Hub 메인 페이지

(출처 : https://www.aihub.or.kr)

140) https://www.nia.or.kr/site/nia_kor/main.do
141) https://www.ai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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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가지식자원 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발전 로드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지식자원센터는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

비스 플랫폼’,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

계·배포하는 ‘문화 및 기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분

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허브인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의 세 

가지 플랫폼을 융합한 인공지능기반 국가지식정보 통합 큐레이션 센터로

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플랫폼별 단계적 로드맵을 총 3단계로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1단계

기존 서비스 및 시스템 기반의 환경 개선

Ÿ 기존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원문 관리 시스템 기능 활용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과 KOLAS III의 원문DB

를 활용한 개선된 원문 관리 체제 및 서비스 마련

Ÿ 수요 중심 활용 가치 평가 모델 기반 디지털 자원 수명 주기 운영

- 디지털 자원 수명주기에 이용자 수요 중심의 (재)평가 체제 도입

2단계

내부 자원 간 연계 및 원문 기반 서비스 체제 구축

Ÿ 디지털 자원에 대한 상호연계 및 참조링크 적용

- 소장 디지털 자원을 대상의 원문 분석을 수행한 뒤 내·외부 자원

과의 상호 연계 및 참조링크를 적용하여 연계 도서 및 정보 제공

Ÿ 원문 기반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가공/저장 체제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과 KOLAS III의 원문DB

를 활용한 개선된 원문 관리 체제 및 서비스 마련

3단계

내·외부 자원 공유/연계 강화

Ÿ 협력기관 중심 외부 자원 공유/연계 기능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 및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민

간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

<표 4-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3단계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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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1>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3단계 발전 

로드맵을 나타낸다. 1단계는 기존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원문 관리 시스

템에 새로운 디지털 자원 평가 방법을 도입한 수명 주기를 적용하여 기존 

서비스 및 시스템 기반의 환경을 개선한다. 2단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

집 및 관리하는 디지털 자원에 상호 연계 및 참조 링크를 적용하고, 원문 

기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가공·저장 체제를 운영

하는 등 내부 자원 간 연계 및 원문 기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3단계

는 협력기관 중심의 외부 자원 공유·연계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내·

외부 자원에 대한 공유 및 연계를 강화한다. 

문화 및 기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1단계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 구성

Ÿ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활용 지원센터 구성 

- 연구개발 커뮤니티 지원, 최신정보 안내, 기술세미나 개최 등 지능형 도

서관 서비스 연구·개발·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

2단계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Ÿ 지능형 서비스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털 운영

- 디지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연계/배포를 위한 인공

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포털(Leaderboard) 운영으로 도서관 지능

형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

Ÿ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가칭)인공지능 기반 지식서비스 위원회”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구축/운

영, 평가/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 운영

3단계

외부 서비스 공유/연계 강화

Ÿ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확장 및 배포 지원

-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기계번역, 음성인식, OCR 등의 오픈 API를 적

용한 디지털 원문 서비스 확장 및 배포

<표 4-2> 문화 및 기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3단계 발전 로드맵

다음으로 <표 4-2>는 문화 및 기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3단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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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로드맵을 나타낸다. 1단계에서는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활용을 위한 지원 센터를 구성하여 연구·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환

경을 구성한다. 2단계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지원하고 성능 평가 포털인 리더보드 운영을 통해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를 고도화하며, 이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한다. 3단계는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확장 및 배포를 지원하여 외부 서비스와의 공

유·연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1단계

학습 빅데이터 구축 및 수집을 통한 통합 서비스 체제 마련

Ÿ 소장정보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구축/활용 체제

- 학습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심층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습 빅데이터 구

축 전문가 양성, 어노테이션 도구 개발을 통한 학습 빅데이터 구축/활용 

체제 마련

Ÿ 기구축 학습 빅데이터 수집/가공/서비스 운영

- 타 기관 및 기업, 개인이 구축한 학습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가공, 서

비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서비스 

연구 개발 지원

2단계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

Ÿ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 및 사업자가 데이터 구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빅데이터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공

Ÿ 클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 마련

-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단기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소싱 기반의 학습 빅데이터 구

축 체제 마련

3단계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Ÿ 문화/체육/관광 분야 도서관 빅데이터 체제 고도화

- 데이터 수집 대상 관정 확대 및 데이터 유형 확장을 통한 데이터 수집 

체제 고도화, 데이터 저장·가공·분석을 위한 관리 체제 정비,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외부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체제 마련

<표 4-3>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의 3단계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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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은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의 3단계 발전 로드맵을 나

타낸다. 1단계에서는 소장정보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구축·활

용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기구축 학습 빅데이터를 수집·가공·서비스

하는 등 학습 빅데이터 구축 및 수집을 통한 통합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다. 2단계에서는 학습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클

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를 마련하는 등 문화/체육/관

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3단계에서는 문화/

체육/관광 분야 도서관 빅데이터 체제를 고도화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이와 같은 각각의 플랫폼의 발전 로드맵을 통합한 국가지식자원 센터

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발전 로드맵은 <표 4-4>와 같다.

단계 내용

1

단계

Ÿ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기존 서비스 및 시스템 기반의 환경 개선

Ÿ (빅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 구성

Ÿ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학습 빅데이터 구축 및 수집을 통한 통합 서비스 체제 마련

2

단계

Ÿ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내부 자원 간 연계 및 원문 기반 서비스 체제 구축

Ÿ (빅데이터 플랫폼)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Ÿ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

3

단계

Ÿ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내·외부 자원 공유/연계 강화

Ÿ (빅데이터 플랫폼) 외부 서비스 공유/연계 강화

Ÿ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표 4-4> 국가지식자원 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발전 로드맵

4.2 익명 회원정보의 활용, 가명정보화에 대한 가능성 검토 및 

활용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익명의 회원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 여부에 따라 특별한 가명처리 없이도 가명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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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도 가명정보화 하여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명처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크게 개인정보 삭제와 개인정

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기술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기술에 대한 세부 

기술은 <표 4-5>와 같다. 

분류 기술 세부기술

개인정보 

삭제
삭제기술

삭제(Suppression), 부분삭제(Partial Suppression), 

행 항목 삭제(Record suppression), 로컬 

삭제(Local suppression), 마스킹(Masking)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삭제기술 마스킹(Masking)

통계도구 총계처리(Aggregation), 부분 총계(Aggregation)

일반화

(범주화) 

기술

일반 라운딩(Rounding), 랜덤 라운딩(Random 

rounding), 제어 라운딩(Controlled rounding), 

상하단코딩(Top and bottom coding), 로컬 

일반화(Local generalization), 범위 방법(Data 

range), 문자데이터 범주화(Categorization of 

character data)

암호화

양밤향 암호화(Two-way encryption), 일방향 

암호화-암호학적 해시함수(One-way 

encryption-Cryptographic hash function), 

순서보존 암호화(Order-preserving encryption), 

형태보존 암호화(Format-preserving encryption),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다양성 

암호화(Polymorphic encryption)

무작위화 

기술

잡음 추가(Noise addition), 

순열(치환)(Permulation), 토큰화(Tokenisation), 

(의사)난수생성기((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가명·익명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기타 기술)

표본추출(Sampling), 해부화(Anatomization), 

재현데이터(Synthetic data), 

동형비밀분산(Homomorphic secret sharing),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표 4-5> 익명 회원정보 가명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출처 :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400100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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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처리된 익명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겠으나, 시간대별, 요일별 이용 현황 분석

과 같이 개인정보와의 연관성이 적은 빅데이터 분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름, 성별, 연령대와 같은 주요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

므로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삭제 기술보다는 일부 또는 전체 대체 

기술을 적용하여 가명정보화 하는 것이 유의미한 정보 및 가치 도출에 적

합할 것으로 보인다. 

4.3 중장기 로드맵 및 연차별 추진방안

4.3.1 중장기 센터 신규 데이터 생산 및 활용 방안

일반적인 도서관 빅데이터는 <그림 4-9>와 같이 서지 데이터, 소장정

보 데이터, 대출기록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열람 기록 데이터로 구분되

고 있다. 도서관은 대용량의 디지털 원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충분히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인 도서관 빅데이터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9>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활용 데이터(예시)

(출처 : 표순희, 김윤형, 김혜선, 김완종. (2015).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2),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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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문은 내용이나 주제에서 다양성을 지니며, 그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원문 빅데이터로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이

를 텍스트파일 형태로 가공하게 되면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모

델의 결과물을 축적하여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기반 신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 

<그림 4-10> 원문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 생성/구축 및 서비스 개발 방안

또한 학습된 모델을 통해 도서관 및 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선

하고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자의 피드백을 축적하여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서비스에 대

한 신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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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앞서 논의한 센터 발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작성한 국가지

식자원센터의 통합 추진 전략 및 성과지표는 <표 4-6>과 같다. 

통합 추진 전략 (2021 ~ 2025) 성과지표

국립중앙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을 기존의 저장/관

리/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기반의 서비스 중

심으로 전환

디지털 원문 기반 지능형 서

비스 개발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디지털 원문 자

원에 대한 가공/분석을 통해서 원문 내용 

기반 서비스(원문검색, 질의응답, 원문요

약, 원문내용 연계 등)를 발굴하고 이를 점

진적으로 확장

디지털 원문 기반 지능형 서

비스 이용자 만족도

문화/체육

/관광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다양한 외부 자원(문화/체육/관광 및 타 분

야 빅데이터)들과의 메타데이터 및 원문 기

반 연계를 통한 특화된 빅데이터 허브 운영

국가지식자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된 외부 데이터의 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및 타 분야 

공공/민간 기관 및 기업들이 국가지식자원센

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기하급

수적인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데이터 보유 기업들의 협력/

연계 결과 도출되는 경제적, 

정책적 파급효과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

비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학습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을 통한 연구개발 프로모션 

효과성

수요 중심형 학습 빅데이터 구축의 효율성 

확보 및 특화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

랫폼을 통해서 구축되는 학

습 빅데이터의 활용 수준

<표 4-6> 국가지식자원센터의 통합 추진 전략 및 성과지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는 먼저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을 기존의 저장/관리/보존 중심에서 이용

자 기반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디

지털 원문 자원에 대한 가공/분석을 통해 원문검색, 질의응답, 원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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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 연계 등과 같은 원문 내용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점진적

으로 확장해야한다. 각각의 추진과정에서는 디지털 원문 기반 지능형 서

비스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원문 기반 지능형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평

가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외부 자원들

과의 메타데이터 및 원문 기반 연계를 통한 특화된 빅데이터 허브 운영이 

필요하며, 데이터를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및 타 분야 공공/민간 기관, 기

업들이 국가지식자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기하급수적

인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 전략

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국가지식자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된 외부 데이터

의 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들의 협력/연계 결과로 도출되는 경제적·정책

적 파급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학습 빅데이터 허브 플랫

폼을 구축하며, 수요 중심형 학습 빅데이터 구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

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 각각의 과정에는 학습 빅데

이터 플랫폼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프로모션의 효과성, 인공지능 학습 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구축되는 학습 빅데이터의 활용 수준을 성과 지표

로 활용할 수 있다.



●●●� 「문화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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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가 지능형정보사회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플랫폼 및 센터 발전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1.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20% 이상의 고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체제

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등장하였다.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법률, 의

학 등 생활에서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며, 문화 분야에서도 미술관·박

물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큐레이션 및 전시, 교육 콘텐츠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방송/영화, 게임, 음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광 관

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 분야 역시 북큐레이션, 이용자 대상 맞춤형 도서 추천 및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등 빅데이터를 통해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계획이나 도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정책 

수립 및 개선에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하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은 개별 부서별 정책 추진으

로 인해 장기적이며 일관적인 추진 체계가 미비하고, 전문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발생 문제가 존재한다. 향후 다년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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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체제 운영과 함께 신속한 법·제도적 변화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다.

2. 국가지식자원센터 전략방향 수립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전략

방향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국가지식자

원센터의 역할 강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은 크

게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과 

‘디지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연계/배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은 <표 5-1>과 같다.

협력/공유/연계 

기반 수요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Ÿ 기존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원문 관리시스템 기능 활용

Ÿ 수요 중심 활용 가치 평가 모델 기반 디지털 자원 수명 

주기 운영

Ÿ 디지털 자원에 대한 상호연계 및 참조링크 적용

Ÿ 협력기관 중심 외부 자원 공유·연계 기능

Ÿ 원문 기반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가공·저장 체제 운영

디지털 원문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연계/배포

Ÿ 지능형 서비스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원 및 성능 

평가 포털(LeaderBoard) 운영

Ÿ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확장 및 배포 지원

Ÿ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연구개발 활용 지원센터 운영

Ÿ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가칭)인공지능 기반 지식서비

스 위원회” 운영

<표 5-1>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융합·연계·활용 서비스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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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에 적합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구체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가 요구되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설문

조사 보다는 국내외 기존 도서관 서비스들에 대한 집중적 사례조사를 통

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준거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

써 다채로운 모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 강화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플랫폼 데이터 

수집 기관과 수집될 데이터의 범위 확장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러 관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국내외 공공/민간/문화 빅데이터 서

비스 운영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

심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행해야 하며, 디지털 수명 주기에 따른 

품질 평가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센터는 외부 전문교육기관

과의 연계를 통한 실무자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방

법 및 활용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데이터를 구축·공개함으

로써 센터 및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수요자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역할 강화

를 도모할 수 있다.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최근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요 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가명정

보 개념의 도입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명처리를 위한 규정 및 지침이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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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익명정

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 담당 부서나 전문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

하는 등 선제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 목적, 처리 환경, 정보 

성격에 따른 가명 처리 대상 항목 식별 및 가명 처리 방법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가명정보 결합 및 보안을 위

한 내부 지침 역시 마련해야 한다.

3. 국가지식자원센터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방안 수립

앞서 논의한 다양한 추진 전략 및 관련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

식자원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국가지식정보 큐레이션 센터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지식자원센터에서 운영될 플랫폼을 발전 방향 및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5-1>과 같이 3가지 플랫폼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3가지 플랫폼에 대한 융합적 개발·운영이 요

구된다.

<그림 5-1>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최종 전략 방향 및 운영 플랫폼

국가지식자원센터의 역할 강화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공지능 빅데

이터 허브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5가지 

세부 전략을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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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허브 운영

Ÿ 문화/체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체제 고도화

Ÿ 소장 정보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구축/활용 체제 마련

Ÿ 기구축 학습 빅데이터 수집/가공/서비스 운영

Ÿ 문화/체육/관광 분야 학습 빅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Ÿ 클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 빅데이터 구축 체제 마련

<표 5-2> 국가지식자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또한 국가지식자원센터가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디지털 원문과 다양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중장

기 추진 전략과 함께 이를 평가/검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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