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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빅데이터의 발달,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 딥러닝 알고리즘 등의 향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분야 및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육성 전략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여 인간의 행동을 보조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스스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아의 형성이 가능한 이른바 강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실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 환경의 변화

만이 아닌 우리의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어 법, 제도 분야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써 국내‧외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

근 디지털 지적저작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사서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제공과 품질 유지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서비

스 요구로 높아지고 있다.

본 과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서업무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시제품 개발 및 시범 적용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이론 및 사례, 현황 분석, 2) 직원 및 전문가 면담, 

3) 서지업무 지원 도구 및 챗봇 등의 시제품 개발, 4)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현황과 국내외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많은 국내 및 해외 도서관의 현장에서는 챗봇과 관련한

질의 응답형 기술들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의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어 추천 및 DDC 등의 주제분류의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독일국립도서관에서처럼 인공지능의 추천 결과를 도서관 목록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국립도서관의 도입 추진은 급증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이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좀 더 적합하게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과 관련한 환경변화 중 디지털 스칼라십(Digital Scholarship)과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

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아닌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변모되어야 하며, 생산, 관리, 제공에 이르는 데이터 생태계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인 기계학습, 딥러닝(Deep Learning)의 방법들이 충분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학습데이터의 확보 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도서관 서지 업무에 인공지능 기

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료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재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에 관한 중요성은 직원 및 전문가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 및 전문가는 새로운 데이터의 확보는 물론 기존 및 업무절차 상 발생되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선순환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그

리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사서의 업무지원 도구로의 역할로 한정해야 하며, 사서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품질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지적이 있었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성능 부족으로 인한 검증 업무의 추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도서관 및 사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직무기

술 변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사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과제의 시제품 개발은 1) 딥러닝 기술 기반의 목차 및 소개글 정보를 활용한 주제어 추천 도구, 2)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술을

적용하여 주어진 서지의 예시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서지질의응답, 3) 각종 민원성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시스템의 구현을 목표로 수행되었

다. 주제어 추천의 개발 결과 소개글 보다는 목차 기반의 학습데이터,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 적용, 임계값(Threshold)이 0.5일 때 최적의 성능이 도출되

었으며, 서지질의 응답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BERT 모델 및 KorQuAD 1.0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이토치(Pytorch)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제품의 분석 결과, 시제품의 주제어 추천 결과는 학습데이터의 주제어의 빈도와 주제분야 분포의 편향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

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적합한 학습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주제 분야를 선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챗봇의 경우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챗봇의 개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 계획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기술 현황 및 사례 분석, 직원 및 전문가의 면담 결과 및 시제품 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

술 도입을 위한 실험, 보강, 강화, 혁신이라는 4E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의 핵심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핵심 추진전략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Experiment)들을 수행해야 하고, 동시에 데이터 제공 플랫

폼을 위한 풍부한(Enrichment) 도서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인 적용하여 업무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

(Enhancement)하여 지능형 도서관으로 진화(Evolution)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립될 국립중앙도서관의

로드맵은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만을 적용하기 위한 측면이 아

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효과적인 데이터의 관리 전략이자 지능형 업무 및 서비스의 적용의 경험들을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역할의 측면에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I.�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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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 배경및 목적(1/2)

목적

I.�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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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 배경및 목적(2/2)
I.�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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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범위
I.�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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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피드백

1.3�연구 추진프로세스
I.�연구 개요



II.�인공지능 기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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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공지능의정의(1/2)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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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Rich(1983) 컴퓨터로 하여금 어떤 시점에서 인간이 더 잘하는 일을 수행하게끔 연구하는 분야

Kurzweil(1990)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만드는 학문

Minsky & Papert

(1969)
인간의 지능이 요구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학문

Turing(1950)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McCarthy(1956)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Nilsson(2010) AI는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능이란 어떤 개체가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예측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질이다

Bellman(1978) 인간의 사고, 의사결정, 문제 해결, 학습 등의 활동에 연관 지을 수 있는 자동화

Haugeland(1985) 기계가 사고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노력, 문자 그대로 정신을 가진 기계

Callan(2003) 기계는 하기 힘들지만 인간은 비교적 쉽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인간의 지능적 측면을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기계 알고리즘을 만드는 학문

Schalkoff(1990) 컴퓨터 프로세스 측면에서 지능적인 행동을 설명하고 모방하려는 연구 분야

Lugar &

Stubblefield(1993)
지능적 행동의 자동화와 관련된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

Charnik &

McDermott(1985)
계산모델(computational models)을 이용하여 정신적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Winston(1992)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computations)의 연구

인공지능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

출처 : 김현진. (2020). AI시대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연구. 세종 : 교육부

2.1�인공지능의정의(2/2)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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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ideal) 합리적(rational)

인간의사고작용

(Thinking)

인간과같은사고시스템

(systems�that�think�like�humans)

합리적사고시스템

(systems�that�think�rationally)

행동

(behavior)

인간과같은행동시스템

(systems�that�act�like�humans)

합리적행동시스템

(systems�that�act�rationally)

유형 개요

강한인공지능

(Strong�AI)

• 자아를지닌인공지능으로스스로사고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컴퓨터기반의 AI

- 인간의사고와같이컴퓨터프로그램이행동하고사고하는인간형인공지능

- 인간과다른형태의지각과사고추론을발전시키는컴퓨터프로그램인비인간형인공지능

약한인공지능

(Weak�AI)

• 스스로사고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은없으나주어진조건아래서정해진특정문제해결가능

- 인간의인지적능력중단위기능만을지능적으로수행가능

- 특정문제해결을위한도구로인식

- 약한인공지능인 IBM의왓슨이현재로서는강한인공지능에가장근접한AI 시스템

2.2�인공지능의유형

목표에 따른 구분

문제해결 능력에 따른 구분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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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공지능주요기술(1/4)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의 관계
(출처 :�https://live.lge.co.kr/live_with_ai_01/)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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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공지능주요기술(2/4)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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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공지능주요기술(3/4)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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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2.3�인공지능주요기술(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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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인공지능의발전방향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0).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인공지능 기술은 일상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 용이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서 업무처리 숙련도가 성장하고, 인간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감정, 의도 이해 기반 소통과 설명 가능한 지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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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공지능시장의전망

연도별 인공지능 발전 전망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0).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전 산업의 융합 가속화와 혁신을 유발시키며 기존 산업분야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파생 등 경제

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인공지능 기술의 기업 및 산업분야별 적용 사례는 <부록 5, 6>을 참조

• 인공지능은 새로운 기계학습기법의 등장으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경제적 절감 및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 인공지능 기술은 점차적으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여 인간의 행동을 보조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시기 개요 내용

단기

(2020~23년) 

기존 산업분야의 융합과 혁신 등

초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딥뷰·엑소브레인’과 같이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획→기술개발→상용화에

참여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

중기

(2024~27년)
새로운 산업분야의 파생 촉진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등 지적 능력을 기계(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전

산업의 적용·확산이 점차 가속되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시점이 도래

장기

(2028~30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

문의 파급효과로 패러다임 전환

향후 인간의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대체로 법제도 규제 개선과 양극화를 대비한 혜택 분

배에 대한 방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름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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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결과
II.�인공지능기술현황분석



III.�국내외 도서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례분석



3.1�국내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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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국내 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의적용사례(1/5)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19-2023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1.�국내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도서관들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및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의 기조 아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대체적으로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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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국내 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적용사례(2/5)

• 도서관 시설 중심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빅데

이터 기반의 지능형 추천서비스, IOT 기술 기반의

이용자 편의 정보 제공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서비

스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들은 직접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기

반한 서비스 구현이라는 측면보다는 스마트 도서

관의 구현 목적에서 적용된 측면이 강함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1.�국내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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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도서관 챗봇
＇톡수리＇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양시 및 화성시 도서관 챗봇서비스

• 현재 국내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챗봇 서비스임

• 챗봇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국가도

서관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 국가도서관 및 일부 대학도서관은 챗봇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와의 접근성 및 친숙성

을 고려하여 SNS 기반(카카오톡 메신저)의 챗봇

을 지자체 단위로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1.1�국내 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적용사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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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체웹사이트기반 SNS�기반

기관명 국회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수원여자

대학교 도서관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

챗봇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톡수리 ANTswers

서울대

도서관 챗봇
엘프

Law Library of 
Congress Chatbot

제조사 ㈜퍼니웍 ㈜메이크봇 도서관 자체 제작 도서관 자체 제작 ㈜넥스트 스텝 -

서비스

플랫폼
자체 웹사이트 자체 웹사이트 자체 웹사이트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챗봇의

유형
혼합방식 혼합방식 혼합방식 규칙 기반 챗봇 혼합방식 규칙 기반 챗봇

도서검색

기능
웹사이트 연결 웹사이트 연결 웹사이트 연결 웹사이트 연결

도서검색

기능포함
웹사이트 연결

인공지능

질의처리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질의변경 요구

질의변경

요구

질의변경

요구
사서와의 연결 제안 서비스 연결 메뉴 제공

Ask A Librarian 서비
스 연결

일상대화

가능여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출처: 민영태. 2021. 도서관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플랫폼에 따른 사용성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내외 도서관에 적용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특징 비교

3.1.1�국내 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적용사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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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국내 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적용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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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해외국가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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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 LC LABs – News Navigator

https://news-navigator.labs.loc.gov/search

3.2.1.�미의회도서관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2�해외국가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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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본국립국회도서관

NDL Lab - Next Digital Library

출처:�https://lab.ndl.go.jp/dl/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2�해외국가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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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keys Tool

출처 :�http://kbresearch.nl/brinkeys/

3.2.3�네덜란드국립도서관 (1/2)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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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연구결과의 공유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KB)의 경우, 자체 연구조직(KB LAB)에 의해 수행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들을 공개하고, 연구에 따른

결과물에 해당하는 데이터셋과 개발 도구들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개 및 공유의 원칙은 도서관의 성과를 홍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와 알고리즘

의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데이터셋의 공유 개발 도구의 소스코드 공유

We're open, we experiment, we connect. We learn.

3.2.3�네덜란드국립도서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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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 의 데이터모델
<출처 : https://www.kiwi.fi/display/Finto/YSOn+tietomalli>

3.2.4�핀란드 국립도서관 (1/4)

Annif Architecture
<출처 : Suominen, Osma. (2019). Annif: DIY automated subject indexing 

using multiple algorithms.>

•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ANNIF  – 주제어 추천 시스템

• ANNIF는 핀란드 국립도서관에서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동화된 주제 색인 시스템으로 Maui, Omikuji, fastText 및 Gensim을 포함한 기존

자연어 처리 및 기계 학습 도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사용 가능한 특징이 있음

• 2017 프로토타입(위키피디아를 학습데이터로 구성함)을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알고리즘 및 학습데이터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

이드되고 있음

• 명령 줄 인터페이스, 간단한 웹 UI 및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 REST API를 제공하며, 이러한 개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특징이 있음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2�해외국가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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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ANNIF  – Community Oriented Open Source

핀란드 국립도서관

개발
test interface 공유

https://github.com/NatLibFi/Annif/

ANNIF

개인에 의한 전자납본 과
정에서 주제어 추천에 적
용(2020.11)

대학도서관 및
리포지터리

출판업계 방송 해외국가도서관

개발 결과를 활용

open API service

3.2.4�핀란드 국립도서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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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FINTO와 YSO

• ANNIF의 핵심 기반은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FINTO 

(Finnish Thesaurus and Ontology Service) 플랫폼

이며, 이러한 플랫폼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

능형 어휘 및 온톨로지 서비스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

음

• YSO (Yleinen suomalainen ontologia, General 

Finnish Ontology)는 SKOS 기반의 핀란드어 온톨로지

로서, 스웨덴어, 영어를 포함하고, LCSH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와 Wikidata, 주요 분

야별 온톨로지와 연결되어 있음

• Finto의 인터페이스는 주제어 추출 및 정보 검색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에서 기반이 되는 어휘로 활용될 수 있음

• 즉, 기계 가독형의 체계적인 구조화된 분류체계를 기계

학습의 적용 과정에서 텍스트 분류를 위한 기반으로 활

용됨과 동시에, 기계학습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타겟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

https://finto.fi/mesh/en/page/D001185

3.2.4�핀란드 국립도서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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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TEXT 입력

➁ 분석 알고리즘 선택

➂ 추천된 주제어 및 정확도 확인

➃ 어휘 온톨로지(YSO)에서의
용어 관계 확인

➄ 보다 적합한 용어로의 재탐색

•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ANNIF와 YSO의 관계

3.2.4�핀란드 국립도서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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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립도서관(DNB)의 Automatic Subject Cataloguing

• DNB는 2006년 온라인 자료의 납본 관련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 온라인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목록 방법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함. 또한 도서관의 메타데이터는 고정불변의 데이터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경 및 업데이트 가능한 구조라는 점의 인식 전환을 하게 됨

• 이에 DNB는 2010년 온라인 자료에 대한 주제분류(DDC), 주제어 색인 등의 작업을 임시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주제어의 자동 색인 방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

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써 최적화된 목록 프로세스의 개발에 관한 개념 및 원칙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2017년 5월에 발표하였음

• 2017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료의 온라인 자료(시리즈 O)를 포함한 시리즈별(A, B, H)**로 주제분류(DDC), 주제어 색인 등의 다양한 자동 색인 방법을 목

록에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정을 밝히고 있음

• DNB의 기계생성 주제어 추천 도입은 통합된 전거 파일(GND)의 구축 및 강화와 목차 정보의 디지털화 결과를 토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DNB Subject Category 및 DDC Short Number 등 기계학습에 적합한 축약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실험 과정은 지속되고 있으

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동 색인 방법의 적용 방안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음

DNB의 온라인 자료의 연도별 증가
(출처 : https://edug.pansoft.de/tiki-download_file.php?fileId=183)

2016년 DNB 전략에 자동화된 주제 목록화 절차 수립을
도서관 장기 계획 의제에 포함
(출처 :  https://d-nb.info/1112299556/34)

Series A : 출판사의 도서유통을 통해 유통되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도서, 단행본, 비음 악 레코딩, AV매체, 마이크로피쉬, 전자출판물. Series G로 별도로 발행되었던 번역자료와 Germanica를 2004년 이후 Series A에 포함시킴. 1972년부
터 주간으로 발행
Series B : 출판사의 도서유통을 통해 유통되지 않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도서, 매거진, 음악이외의 녹음자료, AV매체, 마이크로피쉬, 전자출판물. 1972년부터 주간으로 발행
Series H : 대학 출판물. 독일 내 대학의 박사학위논문 및 포닥 논문, 해외 대학에서 독일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및 포닥 논문. 1972년부터 월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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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립도서관(DNB)의 Automatic Subject Cataloguing

• DNB의 도입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기계에 의해 생성된 주제어 추출 결과를 목록에 별도로 반영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추후 평가하고 보정하는 단

계를 수행한다는 것임(아래 그림 참조)

• 기계 생성 주제어에 대한 품질은 이용자의 자료 검색에 있어서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계 생성 기반의 주제어는 기존의 서지 데이터 및 목차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며,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보증 방안

과 평가과정을 이행하게 됨

• 이러한 품질 검증의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시리즈 B의 간행물에 대한 기계 생성의 목록 작업은 중지됨(50% 미만의 유용성, 30% 수준의 비정

확성). 반면 시리즈 H 간행물의 경우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59%의 유용성, 18%의 비정확성)

DNB의 기계생성 주제어를 위한 별도 목록 필드 운영 및 서비스제공 예시
(출처 : https://edug.pansoft.de/tiki-download_file.php?file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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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립도서관(DNB)의 Automatic Subjcet Cataloguing

• DNB의 기계생성 주제어는 통합된 전거 파일(Die Gemeinsame Normdatei, GND)의 구축과 목차 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

음

• 지금까지 GND는 도서관 이용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 GND-Kooperative는 이용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문화 및 학술 분야의 다양한 이용

자에게 개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

• GND는 개인, 단체, 지리 개체, 전문 용어와 저작(Work)에 대한 15,500,000건의 전거레코드를 통합하여 도서관 네트워크는 물론 아카이

브, 박물관, 문화 및 학술 기관, 연구 프로젝트 관련 연구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독일어권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거데이터로 평가

받고 있음. 

• 이러한 GND의 역할은 인덱싱을 용이하게 하고, 명확한 검색 지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리소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줌에 따라 단순히

도서관의 목록에 활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에서 황금 표준(Gold Standard)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DNB는 현재 약 220만 건의 목차를 보유(DNB 구축은 160만 건)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0 개의 새로운 간행물 목차를 추가하고

있음. 이러한 목차 정보는 크리에티브 커먼스 제로 조건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목차의 원문을 검색에 활용함과 동시에 자동적인 주

제 색인의 기반정보로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DNB의 자동화된 주제어 색인의 시도는 GND 및 목차정보의 구축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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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립도서관(DNB)의 DNB Subject Category

• DNB Subject Category는 2004 년 오스트리아, 독일 및 독일어권 국가의 국가서지에 대한 새로운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DDC기반으로

제작됨

• DDC의 3계층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102개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있음

• 이러한 DNB Subject Category은 기계학습에 의한 자동 분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소설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자료를 대

상으로 적용으로 적용하고 있음(2018년 기준으로 1,362,719건을 분류처리 함)

Machine-based issuing of DNB Subject Categories and DDC Short Numbers for Medicine 
(출처 : https://edug.pansoft.de/tiki-download_file.php?file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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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립도서관(DNB)의 DDC Short Number

• 독일 국립도서관은 기계 생성 기반(SVM 알고리즘 사용)의 주제 분류를 위해 DDC 단축 번호(Short Number)를 적용하고 있음

• 대상 자료는 온라인 간행물(시리즈 O), 시리즈 B 및 시리즈 H의 주제범주 610(의학, 건강)에서 적용하고 있음

• 독일 국립도서관 카탈로그에서 DDC 단축 번호는 ‘기계 생성 DDC 단축 번호’라는 메모와 함께 주제어 필드에서 식별됨

• 이러한 DDC 단축 번호는 10년 동안 출판된 독일 국립 도서관에 보관된 문헌을 바탕으로 주제별 발간 규모 등의 분석을 실시하여 선정되었

음

(출처 : https://edug.pansoft.de/tiki-download_file.php?file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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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B Subject Category 및 DDC Short Number의 기계학습 분류 방식의 도입 배경

• DNB Subject Category 및 DDC Short Number의 도입은 DNB가 수집해야 할 디지털 출판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DDC 주제분류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계학습의 방식에 의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음

• DNB는 이러한 DDC 단축번호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2017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으며, 조

사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중 DDC 분류에 대해서는 거의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할당된 주제

어의 경우 상당하게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이에 DNB는 DDC단축번호를 특정 국가서지의 유형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보다 강화된 GND(통합 전거 파일)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에 의

해 추천된 주제어가 목록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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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온라인 리소스(PDF)

기계학습의 결과임을 표시

DNB Subject Category : 610 의학,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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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edug.pansoft.de/tiki-download_file.php?file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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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edug.pansoft.de/tiki-download_file.php?file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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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2238
소아 관점에서 본 천식

610
의학

610.92
소아과

서가분류의 목적이 필요없는 온라인 자료의
정확한 분류기호는 반드시 필요할까?

온라인 자료의 검색 및 열람을 위해서
정확한 분류기호는 반드시 필요할까?

이용자의 자료 검색 과정에서
주제분류는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기준인가?

급증하는 온라인 자료의 규모를 고려할 때

독일국립도서관 사례의 시사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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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립도서관 사례의 시사점 (2/2)

•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방법인가?

618.92238
(소아 관점에서 본 천식)

618.92238  
Resource 10

618.92
(소아과)

618.92
Resource 130,000

주제분류가 구체적일수록 해당 자료의 범위는 더욱 한정되고, 
포함될 수 있는 주제어의 가능성은 낮아짐
(자료의 주제와 주제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아짐)

주제분류가 포괄적일수록 해당 자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포함될 수 있는 주제어의 가능성은 높아짐
(자료의 주제와 주제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DDC 분류가 포괄적일수록, 관련 주제어를 많이 생성하는 방법일수록
기계학습에 의한 자동 분류에는 적합한 모델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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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FLA, 2020)
• 세계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 Association, IFLA)은 2020년 도서관 부문에서 AI 및 기계학습 기술 사용에 대한 주

요 고려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AI 통합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성명을 발표함

• AI 기술은 변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공공 복지 및 혁신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은 AI 도입에 필요한 준비와 윤

리적 문제 및 현재의 한계를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AI 기술을 사용할 것에 권장함

• 세부적으로는 도서관의 역할을 1) AI 및 기계학습 기술을 일상 업무에 통합할 것, 2) 이용자에게 AI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AI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 3) 고품질의 윤리적 AI 연구를 지원할 것으로 제시함

https://www.ifla.org/files/assets/faife/ifla_statement_on_libraries_and_artificial_intelligence.pdf

• IFLA의 정부조직에 대한 권장사항

•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저작권을 예외적으로 할 것

• 도서관 또는 도서관 네트워크에 AI 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이 있는지

확인할 것

• AI 규정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형평성 원칙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 및 공익 목표를 지원하는 노

력을 가능하게 할 것

• 도서관 정책이 AI 프로그램 및 전략의 개발 및 구현에 포함되도록 할 것

3.3.1�IFLA�Statement�on�Libraries�and�Artificial�Intelligence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3�해외주요기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관련연구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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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le Operations: Data Science, Machine Learning, and AI in Libraries (OCLC, 2019)
• 데이터 과학, 기계 학습 및 인공 지능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OCLC)에서 Thomas Padilla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로 책임 있는 운영(Responsible Ope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된

연구임

• 도서관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운영에 전념, 설명 및 발견, 방법 및 데이터의 공유, 기계로 실행

가능한 컬렉션, 인력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 전문가 간 및 학제 간 협력 유지의 7가지 영역의 작업이 필요하며, 각 영역별 권장사항을 제안

하고 있음

Padilla, Thomas. 2019. Responsible Operations: Data Science, Machine Learning, and AI in Libraries. 
Dublin, OH: OCLC Research. https://doi.org/10.25333/xk7z-9g97.

• Responsible Operations

• 책임 있는 운영은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책임성 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관련 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편향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들을 관리

하고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편향성 관리(Managing Bias)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적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Transparency,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3.3.2�Responsible�Operations:�Data�Science,�Machine�Learning,�
and�AI�in�Libraries��(1/2)

III.�국내외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사례분석
3.3�해외주요기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관련연구결과분석



47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Responsible Operations: Data Science, Machine Learning, and AI in Libraries (OCLC, 2019)

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기계 가독형의 표준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SHARE

➁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들을 평가할 것인가?
정확성 향상을 위한 사람의 검증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➂ 기존 워크플로우 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위해 이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➃ Gold Standard 학습데이터 및 개발도구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을
공유할 것인가?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➄ 이들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각 단계별 실무 및 워킹 그룹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도서관계, 학계, 이용자를 포괄하는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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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ioning to the Next Generation of Metadata 

• OCLC는 2020년 ‘차세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Transitioning to the Next Generation of Metadata> 보고서

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도서관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오늘날 텍스트 문자열 기반의 형식별 메타데이터(Format-Specific Metadata) 관리는 개념적으

로나 기술적으로 모두 노후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메타데이터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앞으로의 메타데이터는 텍스트 문자열 기반의 전거 파일 구성에서 영구식별자 (Persistent identifiers)에 의한 IDENTITY 관리 방향으로 옮겨 가

고 있으며, IDENTITY 관리는 리소스 설명에 관한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에서 리소스의 객체 (작업, 사람, 단체, 장소, 이벤트)를 설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와 링크를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Smith-Yoshimura, Karen. 2020. Transitioning to the Next Generation of Metadata. Dublin, OH: OCLC Research. https://doi.org/10.25333/rqgd-b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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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메타데이터의 전략과 인공지능 기술

•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지 않은 채 현재의 도서관의 서지구축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도서관의 혁신과는 괴리된 불필

요한 기술 적용이라는 또다른 문제로 작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관점은 향후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의 자원을 기술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될 메타데이터에 대한 도서관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만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모든 메타데이터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미래지향적인 메타데

이터 전략 아래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단기, 중기, 장기적 전략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상응하는 기술에

대한 도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향후 메타데이터가 객체 중심의 도서관 자원의 기술(Description)과 다양한 외부자원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기술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임

Smith-Yoshimura, Karen. 2020. Transitioning to the Next Generation of Metadata. Dublin, OH: OCLC Research. https://doi.org/10.25333/rqgd-b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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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2019년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의 비전 실현을 위해 자체 연구조직인 LC Lab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계학습의 도입(The Season of Machine Learning)을 검토하기 시작함

• 기계 학습의 도입은 도서관과 사서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기계학습 기술을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 적용할 때 기술적 변

화는 물론 윤리적, 운영적, 사회적 고려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기계학습이 도서관에 미칠 기회와 위험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LC Lab은 Northeastern University의 Ryan Cordell 에게 의뢰

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2020년 7월에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LC의 보고서는 도서관은 책임감 있는 기계 학습을 구현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며, 전문 지식 육성의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Cordell, Ryan. (2020).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https://labs.loc.gov/static/labs/work/reports/Cordell-LOC-ML-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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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보고서는 도서관의 ML기술 도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편향성의 관리(Managing Bias) : 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의 윤리적 편향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자의 동의(Participant Consent) : 도서관의 이용자는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의해 처리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환경적인 영향(Environmental Impact) : 전처리, 알고리즘 분석을 위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에 따른 많은 전력 소모를 피하기 위한 환경

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도서관의 기계학습 적용을 위해서는 1) ML 접근 방식에서 가장 유익한 데이터 세트는 무엇입니까? 2) 이러한 데이터셋에서 어떤 패턴이 가장 의미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기계학습 도입의 기술적, 운영적인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Crowdsourcing

• Discoverability In and  Across Collections

• Clustering and Classification

• Pre-Processing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Handwriting Recognition

• Metadata Recognition and Extraction

• Historical Tabular Data Extraction

• Visual Data Annotation

• Audio Data Annotation

• Linking Collections

• Library Administration and Outreach

• Collection Management

•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 ML Literacy Education

• Supporting Patron ML Experiments

• Creative and Activist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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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보고서는 도서관의 기계학습 도입을 위한 가장 큰 도전적인 이슈를 데이터 문제로 진단하고 있음

• 도서관의 기계학습 도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계가 실행 가능한 데이터셋(Machine-actionable Data)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

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적용하거나, 외부 연구자들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도서관의 기존 메타데이터 및 컬렉션을 기계학습에 즉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메인별 정답이 되는 데이터(Ground Truth) 및

학습데이터의 생성이 필요함

• 또한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황금 표준(Gold Standard)으로 간주되는 외부의 데이터를 도서관의 기계 학습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이해 과정이 필요함

• 시대적, 역사적, 주제 분야별 도메인의 불일치한 학습데이터의 사용은 도서관의 기계학습 적용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용하

고자 하는 도서관 자원에 적합한 도메인별 정답이 되는 데이터 및 학습데이터 구성이 필요함

• 도서관의 기계학습 적용 과정에서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저작권이 해소되지 않은 데이터의 공유

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문제와 더불어 기계학습에 관한 사서의 전문성 부족은 실질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 및 예산은 효과적인 기계학습 도입에 있어 사서의 전문 지식을 강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기술 구현의 초점을 맞추려는 지식보다는 데이터 및 기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

터 리터러시(Data Literacy)의 역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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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도서관은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GPU가 필요한 기계학습의 컴퓨팅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 비용은 제한된 예산 환경에서는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AWS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지출되는 문제와 아울러 장기적인 효

용 가치를 고려하여 도서관은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매할 것을 권장함

• 도서관의 기계학습 처리과정에서의 각 업무 단계별 작업 흐름(Work Flo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도서관의 사서들은 기계학습의 전반적인 작업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 실행 및 배포의 각 단계별로 이를 구체적으로 개

발 과정을 문서화하고, 이를 다른 도서관들과 서로 참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도서관의 기계학습의 결과들은 도서관 시스템 및 인프라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도서관은 이용자의 검색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목록 등 도서관 시스템에 기계학습에 의해 생성된 결과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

해 주저하고 있음.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기계학습에 의해 생성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됨

• 하지만 대량의 자료들의 OCR 처리 결과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문 검색의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자료 처

리에 대한 기계 학습의 유용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도서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인간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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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보고서는 도서관의 기계학습 도입을 위한 권고사항을 즉시 실행 가능한 것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측면까지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음

• 도서관의 기계학습 적용에 따른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있는 운영의 원

칙,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및 방안을 이용자들에게 대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책임있는 운영의 핵심적인 기본 원칙은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도구 및 결과 및 처리 방식들에 대한

설명가능성임

• 이러한 책임있는 운영 과 관련한 감사 및 보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PART 1. 도서관의 책임성 있는
기계학습의 육성
(Cultivate Responsible ML in Libraries)

• 데이터의 생성을 위한 작업은 기존 도서관 업무와 분리된 것이 아닌 기존 워크플로우 안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수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습데이터 및 결과물들을 공유하기 위해 이들을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타기관들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

가 있음

•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외부 인력자원의 참여와 기존 외부데이터의 창의적인 재사용을 장려함

PART 2.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
터의 접근성 향상
(Increase Access to Data for ML)

• 기계학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MOU 등을 활용한 협력관계 도

출

• 기계학습의 개발 및 처리 과정을 문서화하고, 결과로서의 구현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것

PART 3. 도서관의 기계학습을
위한 인프라 개발
(Develop ML + Libraries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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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도서관의 기계학습 도입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

들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기반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또한, 기계학습의 결과를 도서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함. 기계학

습에 의해 확률적으로 표시된 결과들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면 “설명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임

PART 4. 도서관의 기계학습을
위한 지원
(Support for ML + Library Projects)

• 기계학습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 및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는 기계학습을 기존 도서관 정보문해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및 알고

리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

• MLIS(미국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에서의 기계학습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

요함(신규직원 채용)

• 기존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공유 채용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에서의 인력확보 및 개발 업체들과의 협업 및 지침 공유를 통한 협력관

계 수립

PART 5. 도서관의 기계학습 전
문성 확보
(ML Expertise i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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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Learning + Libraries :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Field 
•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 및 권장 사항을 토대로 LC에서 기계학습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2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 미국 의회 도서관 보고서의 모델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ML 프로젝트와 관련된 새로운, 수정 또는 특별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공통

• 우리 도서관이 ML에 대한 가치 진술 (SoV)의 초안을 작성 했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현재 값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까? 

• SoV가없는 경우 채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동료 기관의 모델이 있습니까? 

• 설명 가능한 ML에 대한 알고리즘 영향 평가 및 계획을 개발 했습니까? 

• 이 프로젝트의 환경 적 결과는 무엇이며 의미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영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SoV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려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치

• 우리는 이 ML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기존 프로젝트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정리 및 관리를 관리 할 수 있습니까? 도메인

특정 훈련 데이터 주석; ML 개발 및 배포; 인터페이스 및 시각화 개발; 결과의 도메인 별 평가? 

• 필요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이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내부에서 교육하여 (유용하게) 팀원의 포트폴리오를 풍부하게하는 동시에 기

관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 내부 교육이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 프로젝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 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

는 우리에게 전문 지식을 모으고 공동으로 작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까?

• 우리 팀은 다양한 의견, 배경 및 사고 유형을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부족을 어떻게 사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직원과
전문성

•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모든 협력자의 의무와 예상되는 결과 (집단 및 개별)를 요약 한 양해 각서 (MOU)를 작성 했습니까?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의 기

술과 전문성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협력자가 그들의 기여에 대해 공정하게 인정 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결과를 설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까? 

협력과 팀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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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에 ML 모델을 교육하고 원하는 컬렉션에 적용 할 수 있는 적절한 하드웨어가 이미 있습니까? 

• ML 알고리즘을 실행하기위한 올바른 소프트웨어 환경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하

드웨어가 있습니까? 

• 위 중 하나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인 경우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습니까?

• 위의 답변이 "아니요"인 경우 필요한 하드웨어 및 /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필요한 장비 / 공간을 임대 할 예산이 있습니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조사하고자하는 도메인에 기계로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컬렉션의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우리가 모델링하고자하는 영역에 훈련 데이터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 데이터에 주석을 달 수 있는 도메인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 모델링하려는 도메인에 대해 훈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더 작은 도메인 특정 데이터 세트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ML 모델을 사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까? 

• 교육 데이터가 대표적임을 확인하고 가용성, 선택 및 전문 지식의 불가피한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데이터를 감사 했습니까? 

• 교육 데이터에 주석을 달고, 결과를 평가하거나, 인터페이스와 시각화를 파일럿하는 데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시민 연구원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기계학습
데이터

• 프로젝트 개념에서 ML 결과의 지속 가능한 구현으로 이동하기위한 명확한 파이프 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설명 가능한 ML을 모델링하고 고객에게 작업 결과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시각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 다른 ML 연구원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교육 데이터, 코드 및 ML 주석 데이터를 게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요소를 게시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합니까? 

• ML 주석 데이터를 수집 탐색 및 검색을 위해 시스템에 통합 할 수 있습니까? 즉,이 실험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컬렉션을 향상시킬까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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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도서관의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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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도서관의변화 I� Digital�Scholarship�(1/5)

• 도서관(문헌정보)의 환경 변화 (1) – Digital Scholarship 

• 디지털스칼라십(Digital Scholarship)은 “디지털증거와 방법, 디지털저작, 디지털출판, 디지털 큐레이션과 보존, 스칼라십의 디지털 이용과 재이

용이다” (Rumsey, 2011), “연구과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스칼라십의 전통적인 방법과 기법을 넘어서는 것”(Ames, 

2019) 등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이러한 디지털 스칼라십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컬렉션 + 디지털화 + 데이터사이언스가 융합되어 오늘날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

• LC의 News Navigator 서비스 개발 사례처럼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에서는 자체적인 연구조직을 통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록유산 컬렉션을 대상

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스칼라십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인 성과물들을 도출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디지털스칼라십 서비스 제공기관 (국립중앙도서관 2020)

이름 이름 (약자) 국가 웹사이트

Library of Congress Digital 
Scholarship Lab

LC Lab U.S. https://labs.loc.gov

British Library Labs BL Labs British
https://www.bl.uk/subjects/

digital-scholarship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KB Digital 

Scholarship Lab
KB Lab Netherlands https://lab.kb.nl

Austrian National Library 
ONB Lab

ONB Lab Austria https://labs.onb.ac.at/en

National Library of Norway 
Digital Humanities 

Laboratory
NB Lab

Norway
https://www.nb.no/en/fors
kning/digital-humanities-la

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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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20)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스칼라십의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스칼라십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를 통한 환경 구축, 데이터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제시하였음

• 연구의 핵심은 내부의 자원을 데이터화하고, 외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전략과 동일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음

• 도서관의 가치와 미래를 고려할 때, 단순한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디지털 스칼라십

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과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지점과 결합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신문아카이브 및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고전적종합목록, 웹자원 아카이브(OASIS) 서비스는 핵심적인 디지털

스칼라십의 적용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로드맵(국립중앙도서관, 2020)

4.1.1�도서관의변화 I� Digital�Scholarship�(2/5)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1�도서관의환경변화



62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 및 디지털 컬렉션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1883년부터 1960년까지 신문 98종의 기사

(620만건)와 색인(1,800만건)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고문헌 및 귀중자료, 역사, 문화, 음악, 시사경제의 주제 영역별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인 디지털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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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전적종합목록(KORCIS)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5년도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 받아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국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74개 기관과 국외 일본동경대학도서관 등 48개 총 1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

지목록 46만 8천 건, 원문이미지 5만 3천 건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21. 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정보 제공 기준)

•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사무국의 회장기관으로 누리집 재구축 및 고도화를 준비 중에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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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웹자원 아카이브(OASIS)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OASIS는 2003년 10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디지털 유산 보존 헌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

원인 인터넷 지식자원의 보존 및 영구적 이용을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의 결과임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OASIS의 시스템 구성도

(출처:http://www.oasis.go.kr/about/oasisSystem.do?menuI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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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도서관(문헌정보)의 환경 변화 (2) – OPEN SCIENCE

•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 연구(출판, 데이터, 샘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학회, 일반인 또는 전문가가 쉽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운동’ 혹은 ‘연구와 관

련된 모든 자료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오늘날 연구데이터는 오픈액세스 저널과 더불어 이러한 생태

계를 구성하는 오픈사이언스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음

• 이러한 연구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관리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형성하고 있으며, 계획, 생성 및 수집, 프로세스, 보존, 이관 및 폐기, 접근 및 이

용 등의 데이터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도서관의 참여와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DCC의 연구데이터를 위한 Curation Lifecycle Model
(출처 : https://www.dcc.ac.uk/guidance/curation-lifecycle-model)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출처 : 김주섭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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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오픈사이언스 활동

• 국립중앙도서관은 OAK (Open Access Korea) 국가리포지터리 서비스를 통하여 이미 오픈사이언스의 핵심 요소인 오픈 액세스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국내 기관 리포지터리 지식정보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에서 학술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액세스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유일하지 않으며, 연구데이터의 국가

적인 관리에 관한 역할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관련 유관기관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인 자료(도서, 정책자료)에서 나타난 그림, 도표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러한 데이터셋

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국가리포지터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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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과 인공지능 (1) – 데이터 생산 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서업무지원 및 서비스 도입의 기본 방향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현재의 도서관 상황에 적용해 볼 때 (1)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부족 (2)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기에

는 보다 많은 전처리 과정의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도서관의 데이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됨

• 당장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외부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확보라는 단편적인 해결책 밖에 제시될 수 없

는 문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함

DATA AI

TASK

SERVICE

데이터기반의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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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DATA

• 국립중앙도서관과 인공지능 (2) - 데이터 생산 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

•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은 수많은 유형의 원시데이터를 수집 및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을 주목해야 함

• 인공지능 시대, 도서관에 의해 수집 및 생산된 데이터가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현

재 인공지능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데이터의 생산이 국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서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업무 및 서비스

의 적용에 활용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와 평가(Evaluation)

가 필요함. 그리고 학습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다양한 실험(Experiment)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이터 보강(Enrichment)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야 할 것임

TASKRaw Data SERVICE

DATA의 관점에서 도서관 업무의 흐름

Metadata
(MARC/MODS/LOD)

Name/Subject AF

Full Text

Collection
…

Datalization

Datalization

Datalization

Dat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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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과 인공지능 (2) - Evaluation, Experiment, Enrichment의 필요

Experiment

Evaluation

Enrichment

AI

DATA
by the AI

DATA
for the AI

Training Data 
As Gold Standard

• 기계학습,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함
• 현 시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학습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 및 구축 계획은 도서관에서의 활

용 목적과 더불어 표준적인 학습데이터로써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재활용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우선 도서관의 자원(메타데이터, 전거, 디지털 원문)을 대상으로 학습데이터 구축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정하고, 도서관계는 물론 산업적으

로 활용 가능한 황금표준(Gold Standard) 데이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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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황금 표준(Gold Standard) 데이터

DATA
for the AI

Gold Standard

?

Metadata of NLK

?

FullText of NLK

?

Authority File of NLK

• 이러한 황금 표준(Gold Standard)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한 후 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국립중앙도서
관의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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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의 황금 표준(Gold Standard) 데이터

• 국립중앙도서관의 황금 표준 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학습데이터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측면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

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제공될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 저자 전거 데이터는 관련된 지식기반의 인공지능 산업에서 중요한 핵심 데이터로 재사용될 수 있을 것임

DATA
for the AI

Gold Standard

Digital Humanities

Open Science

?

Metadata of NLK

?

FullText of NLK

?

Authority File of NLK
OPEN DATA

AI Training Data Set

AI Industry For Korea

Future of NLK

AI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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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국가서지 데이터셋 제공의 필요성

•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20)에서는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서지에서 제공할 핵심 서비스로 1) 검색서비스

의 강화, 2) 대용량의 데이터셋 제공 및 3) 분석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국가서지 데이터셋은 국가서지에서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주제, 인물, 사건, 자원유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서지를 추출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요청한 데이터셋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대표적인 사례로 영

국 국립도서관의 “Researcher Format Dataset”이 해당됨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습데이터 구축의 결과는 단순하게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서지에 관한 데이터

셋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함

영국 국가서지를 활용한 데이터셋 서비스 사례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2020).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4.1.3�도서관의변화 III  도서관과데이터 (6/6)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1�도서관의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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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의 외부데이터와 업무 적용 가능성 검토

•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서지구축업무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실험적으

로 적용해 보는 것임

• 연구를 통해 외부데이터를 활용한 목차 및 책소개글 기반의 주제어 자동 추천의 업무 적용 가능성은 확인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별도의 목차DB를 구축하고 있으나, 목차DB의 구축 시점이 자료의 서지구축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기구축

된 목차 DB를 활용한 학습데이터의 구축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업무 절차에서 실제 업무의 적용을 위한 신착자료의 목차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자료의 등록 단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FullText

Authority File of NLK

목차

소개글

주제명표목표

서지구축 업무의 적용 가능성 검토현 단계에서의 적용가능 방안에 대한
실험적인 적용

주제어

외부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서업무지원도구 개발의 개념 프로세스

기관 A

기관 B

기관 C

4.2.1�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도서관업무시스템분석(1/5)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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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업무기능

•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 유형별(납본·구입·기증 등) 자료를 효율적으로 등록·정리하는 자료관리기능 및 도서관 각

부서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업무 업무내용

수서

단행 관리
단행본 도서 및 비도서 접수, 복본조사, 구입, 기증, 납본, 등록, 미납본관리 자료반
입 등의 업무기능을 수행

연속 관리
연속간행물 자료의 서지정보관리, 폐간자료관리, 제본, 교환자료 관리, 권호관리, 
기사관리 등 업무기능을 수행

온라인 관리
온라인 자료의 납본접수, 구입, 구독, 기증, 기타입수, 미납본자료관리, DRM관리, 
저작권관리, 정부간행물, 디지털 콘텐츠관리 등 업무기능을 수행

등록
수서처리가 완료된 모든 자료의 등록원부작성, 등록원부관리, 등록원부대장관리, 
특수자료관리 등 업무 기능을 수행

정리
수서처리가 완료된 자료의 복본조사, 분류, 메타표준 정리(KORMARC or MODs), 
분류기호관리, 도서기호관리, 전거관리 등 정리 업무를 수행

열람
등록·정리가 완료된 자료 배가기록, 배가변경, 비치자료관리, 서고자료신청관리, 
등 열람관련 업무를 수행

대출반납
대출반납, 대출자관리, 대출환경설정, 이용현황, 미반납관리 등 대출반납관련 업무
를 수행

기사색인 및 목차초록 표지 구축
통합정보시스템과 분리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기사반입, 기사구축, 표지, 목차
및 초록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

주제명표목표관리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의 주요 업무 기능

4.2.1�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도서관업무시스템분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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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차) 제안요청서(2021.04)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의 목표 구성도

• 2020년도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업무기능 구축

•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기반으로 외부 연

계가 용이하도록 구축하며, 내·외부연계시

스템과 상호호환성을 유지

• 기사색인 및 목차초록시스템의 기능 분석

으로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 통합

• 온라인 납본시스템 구축

• 2021년도 고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의 온라인 수

집 기능 구축

• 공통자원(기사색인 및 목차초록, 표지) 구

축 업무를 수행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DCMS), 서지

정보유통지원시스템, 온라인디지털자원수

집보존시스템(OASIS)의 재구축

4.2.1�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도서관업무시스템분석(3/5)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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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1,2차)의 핵심요소

•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 통합 업무 기능 구축
• 온라인 납본 시스템 구축
• 기사색인 및 목차초록, 표지 구축 업무에 필요한 기
능을 제공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검색서비스 재구축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연계기능 도출

1차 계획

• 온라인 신규 기능 구축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신규 수집 기능 업무 구축
• 구입, 기증, 국제교환, 웹사이트, 자체수집, 제작, 해
외수집, 연계, 구독 등 납본 외 온라인 수집 기능 개발

• 연계시스템 웹사이트 재구축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DCMS), 서지정보유통지
원시스템,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보존시스템(OASIS)
의 업무 편의성 기능 강화

2차계획

국가지식자원의 포괄적 수집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자료 관리의 일원화

•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고도화는 온라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업무의 변화와 관련 연계시스
템의 재구축을 통하여 국가지식자원의 포괄적인 수집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이러한 업무 변화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4.2.1�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도서관업무시스템분석(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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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1,2차)의 핵심요소

1차 계획안

ㅇ 기사색인 및 목차초록, 표지 구축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

- 목차, 표지, 기사 일괄구축 기능

- 단행·연속 서지정보와 목차연계

- 단행·연속 서지정보와 초록연계

- 단행·연속 서지정보와 표지연계

- 기사구축, 기사 MARC반입, 구축, 기사관리, 기사검색 등

ㅇ 현재 분리 되어 있는 기사, 목차초록구축·관리기능 통합

ㅇ 기사색인 및 목차초록, 표지 구축 업무에 필요한 통계 기능

•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업무기능 구축
• 온라인 납본 시스템 구축
• 기사색인 및 목차초록, 표지 구축 업무에 필요한 기
능을 제공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검색서비스 재구축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연계기능 도출

1차 계획

• KOLIS 온라인 신규 기능 구축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온라인 납본 외 수집시스템에

대한 기능 신규 구축 및 기존 업무 변경사항 반영

•연계시스템 웹사이트 재구축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DCMS), 서지정보유통지
원시스템, 온라인디지털자원수집보존시스템(OASIS)
의 업무 편의성 기능 강화

2차계획

2차 계획안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신규 수집 기능 업무 구축
- 구입, 기증, 국제교환, 웹사이트, 자체수집, 제작, 해외수집, 연계, 구독 등

납본 외 온라인 수집 기능 개발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식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 개발
ㅇ 표준화된 업무체계에 따라 소장자료(온·오프라인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웹 인터페이스 기반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ㅇ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기반으로 외부 연계가 용이하도록 구축하며, 

내·외부연계시스템과 상호 호환성 유지
ㅇ 기존에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 DBMS 적용 및 설계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그리드 개선
ㅇ 온라인 자료 활용 강화를 위한 색인 및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 개선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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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별 도서관 업무의 절차와 평가 대상 데이터 확보 가능성

Offline 자료

Online 자료

수집 등록 정리 배가 열람

원문원문

목차목차

초록초록

표지표지

원문원문

목차목차

초록초록

표지표지

온라인 자료

오프라인 자료

정리 이전단계에서 확보가능성이 낮음

정리 단계에서 활용가능성이 확보됨

4.2.2�서지구축업무지원을위한데이터확보방안(1/14)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자료 유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적인 데이터로 필요시 되는 원문, 목차, 초록, 표
지 등의 확보 가능성은 상이함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2�사서업무의인공지능기술도입방안



8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지구축업무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방안 검토 - 온라인자료

• 온라인 자료의 경우 원문 이미지 및 원문 텍스트의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한 구조임

• 온라인 자료의 유형별(정부간행물, 학술기사, 정책자료, 학위논문, 웹사이트 등) 특성을 도출하고, 각 자료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 적

용 전략을 수립한다면, 온라인 자료의 상당 부분은 원문 텍스트 기반의 학습데이터로 구축이 가능함. 이러한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신규 자료

들의 주제분류, 주제어 추천 및 주요 전거사항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항목들을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정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원문(텍스트, 이미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Online 자료 수집 등록 정리 배가 열람

원문원문

목차목차

초록초록

표지표지 AI

주제주제

저자저자

분류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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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지구축업무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안 검토 - 오프라인자료

• 오프라인 자료의 경우 기구축된 목차DB,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지만, 현재의 업무절차 구조에서는 직접적으로 업무

에 적용할 자료에 관한 목차, 초록, 표지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습데이터 구축 및 업무 적용에 활용 가능한 목차, 초록, 표지 등의 데이터의 확보 방안은 ➀ 업무절차의 개선, ➁ 외부 데이터

연계, ➂ 외부 데이터 구입으로 정리할 수 있음

Offline 자료 수집 등록 정리 배가 열람

DATA A DATA B DATA C
원문원문

목차목차

초록초록

표지표지➁ 외부 데이터 연계

➀ 업무절차의 개선

➂ 외부 데이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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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 자료의 서지구축업무 인공지능기술 도입 방안 – ➀ 업무절차의 개선

• 업무절차의 개선은 AI-OCR 기술을 적용하여 정리 구축단계에서 서지 구축자에 의해 정리 대상 도서의 표지 및 목차를 스캔 작업을 수행하여 확보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작업 결과를 인공지능 기술의 학습데이터 및 업무 데이터로 활용함은 물론 향후 목록 작업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함과 동시에 도서에

대한 목차 및 표지 DB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OCR의 정확도 기술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정리 단계에서 목차 및 표지 정보를 생산한다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물

론 도서의 목차 및 표지 이미지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목차DB, 표지DB 등의 도서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4.2.2�서지구축업무지원을위한데이터확보방안(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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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혼자서 본 영화

정희진

01 . AAAaaa
-aaa
-bbb
-vvv

02. NNNMMM
-ccc
-ddd

이미지 텍스트변환

주제주제

저자저자

분류분류

……

MARCMARC

목차DB목차DB

표지 DB표지 DB

자료입수 스캔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업무 절차의 개선 방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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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 자료의 서지구축업무 인공지능기술 도입 방안 – ➁ 외부 데이터 연계

• 상당수의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국립중앙도서관 입수 이전에 출판사 혹은 서점 등의 출판사 유통망을 통해 형성되어 있음

• 관련된 신착도서의 메타데이터는 출판사, 서점, 서적 유통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생산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도서관 목록과의 적합성에 따른 품질 문

제를 따지기 이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부 생산기관들과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임

4.2.2�서지구축업무지원을위한데이터확보방안(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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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KB)의 외부연계 데이터의 활용 검토 사례

KB. (2019). Exploration possibilities Automated Generation of Metadata.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KB)은 도서관 자원의

메타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메타데이터의 자

동 생성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가서지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출판사에 의해 생성된 서적 유통망

(Centraal Boekhuis)의 메타데이터(ONIX)

의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 물론 서적 유통망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 및 보강 절

차를 거쳐 국가목록으로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서적유통망

메타데이터 적용 가능성 검토는 출판사에 의

해 관리되는 메타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함으

로써 학습데이터 구축에 활용함과 동시에 서

지구축 과정에서 메타데이터의 자동생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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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운용 가능성의 모색 필요

공급사슬상의 메타데이터의 흐름 (조재인, 2010) 

• 조재인(2010)은 각계의 노력으로 풍부해진 데이터 요소들이

상호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계와 출판

계는 MARC와 ONIX의 부족한 부분을 적시에 교류할 필요성

이 있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작성된 ONIX의 서지 요소가

KORMARC로 변환되어 서지 유틸리티 기관을 통해 도서관계

에 보급되고 있음. 여기에 사용되는 변환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ONIX와 KORMARC가 상호 보강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

입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건전한 협력관계가 형성되면,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된 국가서지 구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차원을 넘어서 도서유통단계에서의 ONIX의 품질 개선에 일조

하여 자연스럽게 일선 도서관의 목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측면

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4.2.2�서지구축업무지원을위한데이터확보방안(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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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차세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메타데이터 공유 개념도
(출처 : 북넷코리아, https://bnk.kpipa.or.kr/home/center/centInfoGuideView)

• 2021년 하반기 서비스 출시 예정인 차세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스템은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다양한 정보(목차, 책소개, 주
제분류(ONIX), 저자 소개 등)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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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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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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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 자료의 서지구축업무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방안 –– ➂ 외부 데이터 구입

•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업계 등과의 외부 데이터 연계과정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구매에 의한 확보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발행 및 제작된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납본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본과 관련

하여 납본 수집 업무 대행을 위한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납본 주관사업자를 통해 서지구축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필요한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등의 관련 도서 정보를 납품 받는 방법이

있음.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정보들의 적정 보상 비율을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해 준 출판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납본보상금 제

도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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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도서관 업무의 절차와 인공지능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도서관의 데이터 확보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함

Internal
DATA

(Gold Standard)
AI

TASK

SERVICE
External 
DATA

DATA AI

TASK

SERVICE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할 학습데이터와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내외부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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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수립의 필요

Experiment

Evaluation

Enrichment

AI

DATA
by the AI DATA

for the AI

Gold Standard

DATA A DATA B DATA C
Internal &
External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단순히 인
공지능 기술을 업무 및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함

• 현재의 내외부의 자원들을 토대로 다양한 실험과 평가를 수행하여, 자체적
으로 도서관 자원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관점을 확장하여 데
이터 확보 및 전처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4.2.2�서지구축업무지원을위한데이터확보방안(14/1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2�사서업무의인공지능기술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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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구성의 변화 – 온라인 자료의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부터 도서관법 제2조제9호에 의해 정의된 온라인 자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ISSN)을 부여 받은 자료도 납본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규모도 온라인 자료에 대한 망라적인 수집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집계이므로,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온라인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와는 달리 이에 상응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 및 예산은 증가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또한 국립중앙도

서관 사이버 이용자수가 온라인 자료의 증가율 만큼 확대되고 있지 못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온라인 자료를 요구로 하는 이용자들의 잠재적

수요가 도서관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14,000,000

 16,000,000

 18,000,000

 20,000,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근 6년간 장서 현황

총장서수 온라인자료수

정원 예산(백만원) 인건비(백만원) 사이버이용자

2015 329 76,627 17,282 8,406,717

2016 326 83,780 17,724 6,613,380

2017 326 95,428 18,599 9,875,274

2018 330 100,227 21,266 10,464,463

2019 331 101,341 22,469 9,273,087

2020 312 96,658 19,154 5,058,916 

4.2.3.�국립중앙도서관의온라인자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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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자책
전자
저널

전자
신문

음성·
음향

영상·이미지 웹사이트
디지털화

자료
해외

기록물
국외

고문헌
장애인

대체자료
계

수 량 1,130,220 4,930,211 1,017 489,529 267,626 757,650 9,055,049 39,011 17,983 51,069 16,739,365

비율(%) 6.8 29.5 - 2.9 1.6 4.5 54.1 0.2 0.1 0.3 100

온라인 자료의 유형별 구축 현황(‘20.12월말/면․건) – 2021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구성의 변화 – 온라인 자료의 확대

• 2021년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외부 용역사업에 의해 7억원의 예산으로 195,000건(단행자료 82,000건, 연속

간행물/학위논문 113,000건)의 메타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예산 사업을 통한 메타데이터 DB 구축은 온라인 자료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자료 관리의 한계를 보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지 구축 업무의 적용 대상은 이러한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온라인 자료 중 국가서지 구축과정에서의 업무 난이도를 중심으로 대상을 유형화하고, 이중 메타데이터의 자동생성 가능성이 높은 자료 유형

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가서지 구축의
업무 난이도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가능성

4.2.3.�국립중앙도서관의온라인자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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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료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

• “모든 자료는 완벽한 메타데이터로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KDC 혹은 DDC의 주제분류는 향후 시맨틱 웹 환경에서 주제의 서지 표현에 대한 역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주제탐색을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음

•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황은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완벽에 가까운 메타데

이터 작성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또한, 온라인 자료에서 적용되는 주제분류는 효과적인 열람 및 관리적 측면에서 도서관 내 장서의 위치를 식별하고 자료의 배열의 기준이 되

는 소장기호의 기능이 오프라인 자료와는 달리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색인과 분류의 효율적인 방식을 결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DDC Short Number를 적용한 독일국립도서관(DNB)

의 실험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물론, 이러한 시도는 독일이 통합전거파일(GND)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가 지

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식조직시스템(knowledge organization systems, KOS)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조

건을 만족해야 할 것임

• 우선, 온라인 자료의 원문을 온라인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KDC, DDC 등의 주제분류가 자료의 식별과 탐색

과정에서 주제어에 비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부적인 조사·분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2.3.�국립중앙도서관의온라인자료 (3/3)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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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모형(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모형

정보제공 기능 중심의 단방향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도서관 내·외

부의 모든 자원과 요소들이 유동

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향

질의의 수준에 따라 참고정보서비

스 관련 자원의 투입량을 유동적

으로 조절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향

내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활용

하는 참고정보서비스를 지향

4.3.1�도서관 서비스의인공지능기술도입방안 (1/4)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모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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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질의 수준별 서비스

Gauge & Lever 모형 및 정보요구 수준별 단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2019)

단계 정보요구 종류

0단계 민원,안내 등 단순 문의

1단계 즉답형 정보요구

2단계 지시형 정보요구

3단계 조사형 정보요구

4단계 연구형 정보요구

PHASE I
Automation

PHASE II
Autonomous

PHASE III
Intelligent

•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의 수준별로 유형화된 정보 요구의 단계를 기반으로 서비스 모델을 체계적
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4.3.1�도서관 서비스의인공지능기술도입방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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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기반의 참고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은 정의되어 있는가?

이용자의 요구는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는가?

이용자의 요구는 학습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구조인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방향은
<데이터 중심의 정부업무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의 요구를 명확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4.3.1�도서관 서비스의인공지능기술도입방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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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정보서비스와 챗봇

• 챗봇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자 대다수의 국내 및 해외의 도서관에서 적용

하고 있는 방법임

• 챗봇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질의 수준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챗봇 개발 목

적과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챗봇 개발의 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음

4.3.1�도서관 서비스의인공지능기술도입방안 (4/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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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챗봇 설계및 구축프로세스 (1/4)

챗봇개발의 Life Cycle 
(출처 : Cameron et al., 2018)

도서관 챗봇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
(출처 : 유지윤, 2020)

Cameron, G., Cameron, D., Megaw, G., Bond, R.R., Mulvenna, M., O’Neill, S., … McTear, M. (2018). Back to the future: Lessons from knowledge engineering methodologies
for chatbot design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32nd international BCS human computer interaction conference. http://dx.doi.org/10.14236/ewic/HCI2018.153

유지윤. (2020). 비대면 참고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챗봇 설계 및 구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 151–179.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151

• 도서관의 챗봇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 정립의 필요성

• 챗봇의 도입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서관의 경우, 참고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 분석을 토대로 구현되어야 하며, 도서관의 운영 현실에 적합한 챗봇의 개발

방법 선정과 시나리오 설계, 챗봇의 퍼스널리티 선정,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사용성 테스트 등이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함(유지윤, 2020)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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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개발의 생애 주기 (Life Cycle)
(출처 : https://chatbotsmagazine.com/the-bot-lifecycle-1ff357430db7)

• 챗봇의 개발 방법론

• 범용 개발 도구를 활용한 챗봇의 개발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기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능

을 부가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따라서 사용 기관에 적합한 목적의 정확한 구현과 세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를 사용하여 도서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유지윤, 2020).

• 챗봇의 개발 방법론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과 유사하지만, 챗봇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점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

많은 메시징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성 테스트가 필요하며, 배포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용자의 대화 흐름을 개선

해야 하는 이유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순환적인 생애주기 모델 적용이 필요함

4.3.2�챗봇 설계및 구축프로세스 (2/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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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요구분석의 필요

• 유지윤(2020)은 S 대학교 도서관의 챗봇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카카오톡채널의 실시간 채팅 222건, 카카오톡 채널의 스마트채팅

800건, 도서관 홈페이지의 자주 찾는 질문(FAQ) 72건의 클릭수와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을 토대로 챗봇으로 설계하였으며, 챗봇의 효용성이 높은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챗봇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응대 수준을 분류하여 챗봇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따라서 챗봇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챗봇 시스

템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도서관 서비스의 챗봇 구축 효용성 평가
(출처 : 유지윤, 2020)

4.3.2�챗봇 설계및 구축프로세스 (3/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10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챗봇의 구현 전략에 따른 시나리오 설계의 필요

• 챗봇의 개발은 우선 적용하고자 하는 챗봇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선정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방식(메뉴형, 대화형, 사서연결

등)을 채택하여 챗봇 설계에 반영해야 함

• 이러한 설계 방안을 토대로 챗봇의 데이터 구조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하여 대화 인식의 성공률을 높이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여 자연스러

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함(유지윤, 2020)

도서관 서비스의 챗봇의 논리적 구조와 시나리오 및 키워드 설계 구현
(출처 : 유지윤, 2020)

4.3.2�챗봇 설계및 구축프로세스 (4/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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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성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결과의 접근과 공유 원칙

•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범국가적으로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술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된 학

습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하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생성에서 보존, 그리고 공유 및 재사용을 통해 다시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생애주기(Life Cycle)를 형

성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함.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모두를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DATAONE의 연구데이터 생애주기 모형
(출처 : https://old.dataone.org/data-life-cycle)

4.3.3�도서관의데이터공유체계 (1/2)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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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유 원칙 - FAIR PRINCIPLE

•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공유 체계는 데이터의 검색, 접근, 상호운용성 및 재활용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적용 중

인 FAIR 원칙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Wilkinson, M., Dumontier, M., Aalbersberg, I. et al. The FAIR Guiding 
Principles for scientific data management and stewardship. Sci
Data 3, 160018 (2016). https://doi.org/10.1038/sdata.2016.18

4.3.3�도서관의데이터공유체계 (2/2)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3�인공지능기술의서비스도입방안



4.4�관련 법 및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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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인 학습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스칼라십 및 인공지능 전략이 국가기록유산 및 오픈 액세스 학술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저작권

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2021.02.28 )’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 규정 신설을 추진과제에 포함하였음. 

또한, 국가문헌의 대규모 디지털화 및 변환을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및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을 올해 8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3회 이상 개최하여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학습데이터와 관련한 법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의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

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공정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이슈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재훈 (2020).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과정책, 26( 2), 95- 128.

4.4.1�학습데이터의저작권 (1/3)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4�관련법및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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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TDM(text and data mining)을 위한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입법 현황

4.4.1�학습데이터의저작권 (2/3)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4�관련법및 제도분석

<출처 : 박성호. (2020).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94, 39-69.>

국가명 주요 내용

유럽연합(EU) 지침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 2019.6.7 발효, 
허용범위 규정
• 제3조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TDM’ :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TDM’(text and data mining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과 관련하여 연구 기관(research organizations)뿐만 아니라 도서 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문화유산기관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을 추가함

• 제4조 ‘TDM을 위한 권리제한’ 규정 : 일반적인 TDM으로는 시장조사, 기계학습 등 연구 이외 의 것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면서도, 
콘텐츠 등 저작물의 권리자가 메타 데이터를 삽입 설치하 는 등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권리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도록 규정함

독일
독일 저작권법 개정(2018.03.01 시행) 중 TDM 허용 범위 규정(제60d조) 마련
• TDM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이 경우 그 이용자는 비상업적 목적만을 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영국
개정 저작권법(2014.06.01 시행) 중 TDM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제29A조) 마련
• 텍스트와 데이터 분석이 ‘비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한정하여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음

일본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2호(개정 전 제47 조의7) – 2019. 01.01 시행
• 정보해석(TDM)이 비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정보해석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영리목적으로 행해

지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허용함

미국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fair use)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 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 는 경우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다음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함
⑴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⑵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⑶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 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⑷ 그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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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의견수렴 공청회 참고자료)>

• 저작권법 제35조의5 신설조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저작권법 제35조의5 조항과 관련하여 정보분석

을 위한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법개정의 추진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저작물 이

용 산업 및 기술의 진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음

• 이러한 조치는 학술연구 목적 이외에도, 상업적 목적의 정보분석에 대해

서도 적용됨에 따라 공정이용에 따른 행위에 있어서의 명시적 조항 신설

이라는 의미가 있음

•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지며,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 법 개정은 학습데이터의 구축과정에서의 수집 및 활용의 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학습데이터의 배포 및 공유를 허용하는 것의 의미는 아니

므로 법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4.1�학습데이터의저작권 (3/3)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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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대응

•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의 발효(2018년 5월)에 따라 인공지능에 적용된 알고리즘의 투명

성과 책무성에 대한 규범적 쟁점과 논의가 확대되었고, 개인은 프로파일링에 대해 반대할 권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주

장할 수 있게 되었음

• GDPR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2020.08.05에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

호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였음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는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개인은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가 있음을 의미함(김재완, 2019).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도서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을 통한 책임 있는 운영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임

• 따라서 이용자 경험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

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알고리즘 설계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지양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

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김재완 (2019).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민주법학, 69, 277- 298.

4.4.2�인공지능기술도입과개인정보보호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4�관련법및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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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서간 유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

•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특정 업무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와 연계된 다른 업무 및 서비스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특정 업무영역에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의 부서 단위의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추진될 경우 유기적으로 통합된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략이 도출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임

• 도서관 자료 및 데이터에 관한 수집·정리·보존 및 공유·활용의 단계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종합적인 전략이 도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조직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1. (확충) 지식과 지식을 모으고 잇는 도서관

1-1. 경쟁력 있는 국가지식자원의 지속 발굴

1-2. 국가서지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고품질화

1-3. 국가지식자원 보존 체계 강화

2. (포용)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서관

2-1. 이용자 중심 차세대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2-2. 정책 및 연구도서관 서비스 강화

2-3. 안전하고 포용적 서비스 환경 조성

3. (혁신) 미래를 여는 지능형 도서관

3-1. 국가문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3-2. 데이터 기반 지능화 서비스 강화

3-3. 담없는 도서관 구현

4. (리더십) 국가대표 역량을 키우고 실천하는 도서관

4-1.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리더십 확보

4-2. 선도적 도서관 인재 개발

4-3. 지속가능한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및 홍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인공지능 기술

4.3.3�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조직운영 (1/3)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4�관련법및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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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조직운영 (2/3)

• 해외도서관의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 운영 사례

•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경우 디지털스칼라십의 활동을 위해 디지털 컬렉션 구축,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디지털 데이터의 통합, 개방, 공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및 외부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한 자체 연구조직(LAB)을 운영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바람직한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은 과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를 계획,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미래공방TF를 구성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신기술 도입 방안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의 연구를 직접 수행함은 물론, 해외의 사례처럼 외부 연구인력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중앙정부조직의 특성상 정원의 확대 및 조직의 신설 및 직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

연구
조직명

설립시기
전담조직
인원수

전담인력 구성 외부연구인력 비고

미의회도서관 LC Labs 2017년 9월 7명
정보화담당관실 디지털전략과 소속/과장1, 차
장5, 주무관1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자, 인턴, 펠로우

쉽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자, 인턴, 펠로우쉽 참여자
등 외부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이
진 행 되 며 관 련 된 과 의 내 부 담 당 직 원 인
선임주무관(차장)이 협력하는 형태임

영국국립도서관 BL Labs 2013년 2명
도서관실 장서국 디지털스칼라십과 BL연구소
팀/팀장1, 기술책임자1

(자문단) 외부 자문위원(교수 7명), 내부
위원(과장 9명)

네덜란드국립도서관 KB Labs 2014년 6명
혁신&IT부 연구과 KB연구소팀/팀장1, 디지털
컬렉션 큐레이터2, 연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 디지털스칼라십 고문1

(외부연구원) 교수 및 박사과정 학생 등
16명

일본국립국회도서관 NDL Lab 2013년 9명
디지털정보부 디지털정보기획과 차세대시스템
개발연구실/전임5, 타부서 소속의 연구협력겸
임2, 비상근조사원2

(협력연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연구
자 혹은 연구기관 수시 모집

전임직원 2명과 비상근조사원 2명이 시스템, 인공
지능 전공자로 Lab 연구를 주도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4�관련법및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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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간 업무 협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부서 단위의 계획 수립에 따른 외부 연구 및 사업용역에 의한 개발 추진은 중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구

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부서간의 협업을 극대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인 손실과 부서간 업무의 중첩과 분절을 최소화하는 등 도서관의 전체 전략을 유기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의 국가도서관 사례에서처럼 도서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 혹은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4.3.3�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조직운영 (3/3)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4�관련법및 제도분석

학습데이터 구축의 외부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부서별 업무 협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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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우리나라정부의인공지능전략분석 (1/4)

• 인공지능 관련 정부의 전략 (1)

•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2019),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 수립 이후, 범정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

즘을 핵심적인 구성 기술로 설정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 또한 단순히 기술의 산업적 차원을 넘어서 법, 제도, 문화, 일자리 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 AI-HUB(2017 ~ ) 국가 데이터 정책방안(2021.02 )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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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관련 정부의 전략 (2) 

• 올해 2월, 정부는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국가 데이터 정책방안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데이터 정책 방안으로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과제로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및 공무원 역량 제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제시하며 데이터 중심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출처 : https://www.4th-ir.go.kr/cdn/project119.pdf

4.5.1�우리나라정부의인공지능전략분석 (2/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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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의 핵심 주체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임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계획안을 검토하고 이를 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 혁신 방안에 적용하여 향후 정부 혁신의 모범사례로써 활용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출처 : https://www.innogov.go.kr/static/ucms/file/2021_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pdf)

2021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지능형 + (업무 & 서비스)를 통한

정부 혁신

4.5.1�우리나라정부의인공지능전략분석 (3/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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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의 핵심 주체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

•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서는 정부가 만든 앱 외에 공공시설 예약, 생활 불편신고 등을 가능하게 오픈API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

에 개방하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이러한 계획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공공서비

스 기능들을 개방하려는 의도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정부혁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민간 개방 방법들에 대해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챗봇의 경우 미의회도서관(LC)의 경우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챗봇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의 챗봇을 일반 이용자의 친

숙한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20.6)
(출처 : https://www.innogov.go.kr/ucms/main/contents.do?menuNo=300134)

4.5.1�우리나라정부의인공지능전략분석 (4/4)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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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1/7)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라는 국가적인 도서관 발전전략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

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략은 이러한 정책 수립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
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
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
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9~2023

0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전략방향)
(핵심과제) 도서관 인프라 확대
(추진과제)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

목표 III.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
국가디지털장서 확충
스마트디지털 서비스 구현
디지털 서비스 공유 협력 강화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

추진과제 : (혁신) 미래를 여는 지능형 도서관
3-1. 국가문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3-2. 데이터 기반 지능화 서비스 강화
3-3. 담없는 도서관 구현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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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도서관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  4대 목표

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2/7)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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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관련 업무 계획 (20”)

AI 기술도입

데이터 구축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 구현(20”)
• AI 기술의 도서관 분야 적용 연구 개발
• AI 기반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키오스크 도입

국가 디지털 장서 확충(20”)
• 온라인 자료 및 국가문헌 디지털화 등 디지털장서 확충
• 디지털 큐레이션 기능 강화

연구·정책 지원 서비스 및 창작기지 역할 강화(20”)
• 학술 DB 제공 확대 및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

발 연구

COVID-19 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가속화

•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추진계획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음
• 하지만 COVID-19를 계기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구축 등의 산업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중

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3/7)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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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관련 업무 계획(21”)

AI 기술도입AI 기술도입 데이터 구축데이터 구축

한국 고문헌의 수집 및 활용성 강화(21”)
• AI를 활용한 자동 원문 텍스트 구축으로 고문헌 접근성 향상
한국 고문헌의 수집 및 활용성 강화(21”)
• AI를 활용한 자동 원문 텍스트 구축으로 고문헌 접근성 향상

국가서지 데이터 고품질화(21”)
• 고품질 국가서지 구축으로 표준목록 제공 및 검색 편의성 향상
• 목차데이터및 학술지 기사색인 구축
•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관리

국가서지 데이터 고품질화(21”)
• 고품질 국가서지 구축으로 표준목록 제공 및 검색 편의성 향상
• 목차데이터및 학술지 기사색인 구축
•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관리

데이터 식별과 연계 강화(21”)
• 국가전거 데이터 구축 및 활용성 강화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록기관 운영 및 협력 강화

데이터 식별과 연계 강화(21”)
• 국가전거 데이터 구축 및 활용성 강화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록기관 운영 및 협력 강화

국가대표 보존·복원센터 역할 제고(21”)
• 디지털화된 시청각자료 보존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자동추출* 도구

개발

국가대표 보존·복원센터 역할 제고(21”)
• 디지털화된 시청각자료 보존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자동추출* 도구

개발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의 융합 서비스 제공(21”)
•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 AI 로봇 기반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의 융합 서비스 제공(21”)
•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 AI 로봇 기반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21”)
•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21”)
•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및 큐레이션(21”)
• 국가문헌 디지털화 전환 가속
• 국가도메인 웹사이트 포괄적 수집(웹아카이빙, OASIS) 및 웹자

료 구축
• 주제별 디지털 큐레이션 구축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및 큐레이션(21”)
• 국가문헌 디지털화 전환 가속
• 국가도메인 웹사이트 포괄적 수집(웹아카이빙, OASIS) 및 웹자

료 구축
• 주제별 디지털 큐레이션 구축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연구 개발(21”)
•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2021~2023)」 수립 및 관리
• 차세대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개발
• 신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업무 효율화 추진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연구 개발(21”)
•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2021~2023)」 수립 및 관리
• 차세대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개발
• 신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업무 효율화 추진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및 보존체계 고도화(21”)
•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2차)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및 보존체계 고도화(21”)
•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2차)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정책정보서비스(21”)
•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정책정보서비스(21”)
•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 2020년 대비 2021년 업무추진계획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이를 위한 데이
터 구축 이슈가 업무추진 계획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음

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4/7)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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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관련 업무 계획(21”)

AI 기술도입AI 기술도입

국가대표 보존·복원센터 역할 제고(21”)
• 디지털화된 시청각자료 보존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자동추출* 도구

개발

국가대표 보존·복원센터 역할 제고(21”)
• 디지털화된 시청각자료 보존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자동추출* 도구

개발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의 융합 서비스 제공(21”)
•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 AI 로봇 기반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의 융합 서비스 제공(21”)
•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 AI 로봇 기반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연구 개발(21”)
•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2021~2023)」 수립 및 관리
• 차세대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개발
• 신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업무 효율화 추진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연구 개발(21”)
•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2021~2023)」 수립 및 관리
• 차세대 도서관 지능형 서비스 개발
• 신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업무 효율화 추진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강화(21”)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및 공유
• 디지털 원문의 본문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 시스템 시범 구축

업무의 혁신업무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서비스의 혁신

• 2021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드러난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밀접한 세부추진계획은 크게 업무
의 혁신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의 기술 도입을 위한 본격적
인 가능성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음

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5/7)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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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관련 업무 계획(21”)

데이터 구축데이터 구축

한국 고문헌의 수집 및 활용성 강화(21”)
• AI를 활용한 자동 원문 텍스트 구축으로 고문헌 접근성 향상
한국 고문헌의 수집 및 활용성 강화(21”)
• AI를 활용한 자동 원문 텍스트 구축으로 고문헌 접근성 향상

국가서지 데이터 고품질화(21”)
• 고품질 국가서지 구축으로 표준목록 제공 및 검색 편의성 향상
• 목차데이터및 학술지 기사색인 구축
•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관리

국가서지 데이터 고품질화(21”)
• 고품질 국가서지 구축으로 표준목록 제공 및 검색 편의성 향상
• 목차데이터및 학술지 기사색인 구축
•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관리

데이터 식별과 연계 강화(21”)
• 국가전거 데이터 구축 및 활용성 강화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록기관 운영 및 협력 강화

데이터 식별과 연계 강화(21”)
• 국가전거 데이터 구축 및 활용성 강화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록기관 운영 및 협력 강화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21”)
•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21”)
•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및 큐레이션(21”)
• 국가문헌 디지털화 전환 가속
• 국가도메인 웹사이트 포괄적 수집(웹아카이빙, OASIS) 및 웹자

료 구축
• 주제별 디지털 큐레이션 구축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 및 큐레이션(21”)
• 국가문헌 디지털화 전환 가속
• 국가도메인 웹사이트 포괄적 수집(웹아카이빙, OASIS) 및 웹자

료 구축
• 주제별 디지털 큐레이션 구축

국가서지·전거국가서지·전거

디지털스칼라십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오픈사이언스

온라인자료온라인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및 보존체계 고도화(21”)
•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2차)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및 보존체계 고도화(21”)
•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2차)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정책정보서비스(21”)
•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정책정보서비스(21”)
•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 2021년 업무추진계획에서는 도서관

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데이

터 구축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도서관의 기존 국가 서지 및 전

거에 대한 영역을 넘어서 온라인자료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디지털 스칼라

십 및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음

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6/7)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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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2021-2023)

온라인 자료의 수집 강화온라인 자료의 수집 강화

디지털스칼라십 기반 강화디지털스칼라십 기반 강화

오픈사이언스 기반 강화오픈사이언스 기반 강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자원화데이터의 표준화 및 자원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강화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강화

국가 문헌 활용가능성 강화국가 문헌 활용가능성 강화

업무 및 서비스의 신기술 적용업무 및 서비스의 신기술 적용

도서관 운영 및 조직의 변화도서관 운영 및 조직의 변화

국가도서관 리더십 확대국가도서관 리더십 확대

업무의 혁신업무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서비스의 혁신

국가서지·전거국가서지·전거

디지털스칼라십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오픈사이언스

온라인자료온라인자료

도서관의 혁신도서관의 혁신

지능형 도서관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3개년 계획(2021~2023)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및 서비스 혁신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중 내외부의 데이터를 자원화
하고, 이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로드맵은 현재 계획 중인 이러한 검토 방안들의 연속적인 관계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핵심적인 로드맵 추진 전략 요소는 업무 및 서비스의 혁신, 데이터 확보 및 공유 체계 수립을 위한 데이터 전략, 그리고 결과로서의 도서관의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4.5.2�국립중앙도서관의전략분석 (7/7)
IV.�국립중앙도서관의현황분석
4.5�우리나라정부및국립중앙도서관인공지능전략분석



V.�직원 및 전문가 면담



5.1�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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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면담 개요 (1/2)

• 면담 개요

V.�직원 및전문가면담
5.1�면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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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직원 및전문가면담
5.1�면담개요

• 면담 일정

5.1�면담 개요 (2/2)



5.2�면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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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인공지능기술의업무적용시나리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및
업무 현장
시범 도입

인공지능
모델 개발

•

•

•

•
•

•

•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품질 검증

•

•

데이터의 누적

VER�1.0

VER�2.0
NEW

Service

재학습

알고리즘수정

서비스 및
업무 도입

서비스고도화&�신규서비스개발

업무및서비스의적용

V.�직원 및전문가면담
5.2�면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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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업무 적용시나리오의이슈도출(1/4)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는가?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할 학습데이터 현황 파악 및 향후 확보 계획
기존 데이터를 정제하고, 외부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함

V.�직원 및전문가면담
5.2�면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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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대상 및 구현 가능성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대상에 대한 전략 수립 여부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및 서비스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 영역이 선정되면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성능 평
가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 함

5.2.2�업무 적용시나리오의이슈도출(2/4)
V.�직원 및전문가면담
5.2�면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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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서비스 적용과정에의 문제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인식
검증 절차 추가에 따른 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실제 업무 및 서비스 현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본격적인 업무 적용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인공지능에 의한 결과물의 품질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적으로 명확한 품질 기준 설정이 필요함

5.2.2�업무 적용시나리오의이슈도출(3/4)
V.�직원 및전문가면담
5.2�면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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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도입 이후의 변화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 변화에 대한 전망
사서의 업무 변화, 조직의 변화 등에 관한 인식
인공지능의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새로운 업무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함

5.2.2�업무 적용시나리오의이슈도출(4/4)
V.�직원 및전문가면담
5.2�면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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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면담 대상별질의구조설정

관리자급

TO�BE

데이터 확보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

업무 및 서비스 적용의 문제업무 및 서비스 적용의 문제

도서관의 변화도서관의 변화

AS�IS

실무자급

전문가

이슈의
구체화

V.�직원 및전문가면담
5.2�면담설계

업무적용
시나리오의
핵심이슈



5.3�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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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면담 결과 - 관리자(1/5)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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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면담 결과 - 관리자(2/5)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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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및 서비스 도입의 목적과 기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도서관 및 사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
한 관리자급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세부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무자 면담을 진행
하였음

5.3.1�면담 결과 - 관리자(3/5)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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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면담 결과 - 관리자(4/5)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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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운영부
실질적인데이터확보전략수립의주체

자료관리부
인공지능기술의실무활용주체

실무자공통질문

5.3.1�면담 결과 - 관리자(5/5)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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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면담 결과  실무자(디지털자료운영부)

• 새로운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임

• 현재 구축된 데이터의 정비 및 이를 활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 제기 및 국회도서관, KERIS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챗봇의 경우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데이터 누적에 의한 효과의 기대가 현실적임

• 챗봇의 경우 기술적 가능성보다는 학습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예측하고 있음

• 낮은 단계의 단순 반복성 민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우선 도입하고, 데이터 누적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업무절차상 발생되는 데이터의 활용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법 개발의 필요

• 현재 국중의 업무 과정 중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집단 지성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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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면담 결과  실무자(자료관리부)�(1/2)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는 동의하나 성능 부족 및 검증 업무 추가의 부담이 우려됨

• 목차 기반의 현행 시제품 개발 방식의 결과에 대해 정확도와 신뢰성의 우려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업무지원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성능 저하로 인해 검증 업무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전반적인 업무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동의하나, 주제명 편목의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목록 전체 과정에서의 업무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핵심 요인으로 사용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목록 구축 프로그램

의 문제가 전반적인 업무생산성 저하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업무 부담은 분류기호 부여, 저자전거, MARC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제명 부여에 대한 업무 난이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효성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진단 및 직원 요구 조사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선정된 주제어가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 KDC 분류결과와의 낮은 차별성 등 문제점은 동의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주제명의 반복적 사용에 대

한 지적도 있었음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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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도입과정에서의 검증업무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으나, 상대적 효과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도입에 의한 검증업무 추가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기간의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 단,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기(실질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제명 부여는 주제분류번호 부여와 동일 업무 영역이라는 판단 아래 주제 분류를 배제한 기술 도입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함

5.3.3�면담 결과  실무자(자료관리부)�(2/2)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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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면담결과실무자(도서관&사서의변화에대한인식)�

• 업무 및 조직의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변화 및 직무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현업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되

고 있음

• 이슈 중심의 조직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우려됨. 기술중심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의 적확한 직무분석과 이용자의 정보 요구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공지능 도입 분야를 선정해야 함

• 특히 업무 변화의 관점에서 직무기술 및 조직개편의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TFT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위기는 동의하지 않지만, 도전과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함

• 인공지능은 새로운 차원의 업무지원도구로서 사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함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설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례중심의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제공이 필요함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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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면담
도서관의로드맵수립을위한
핵심이슈도출

5.3.5�면담 결과  전문가 (1/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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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면담 결과  전문가 (2/8)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목적 설정의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이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사업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음. 이러한 시도는 전체 도서관의 향후

사업 방향에도 모범사례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에 근간하여 판단해야 함

• 즉, 국립중앙도서관이 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임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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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는 국중이 보유한 데이터 중 활용 가능한 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국중이 보유한 부분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여 편향된 인공지능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선순환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현재 정비 중인 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가 있음

5.3.5�면담 결과  전문가 (3/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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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의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목적은 사서의 업무 지원 도구로의 역할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사서의 업무 지원 차원에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보조적 도구로써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주제어 추천에 관한 자동 색인 방법(Zipf의 연구, Luhn의 자동색인법 등)이 있음에도 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는가

의 적용 근거에 대하여 외부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제명 부여의 과정을 목록 구축작업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주제어 본연의 가치, 즉 이용자와 검색시스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목차의 패턴이나 구조 등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차만의 활용이 가능한 자료의 영역을 선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3.5�면담 결과  전문가 (4/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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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에 의한, 사서를 위한 품질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목적은 주제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서의 업무지원을 위한 도구의 개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서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사서의 품질 검증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이므로, 현재 품질 상태에 대한 내부적 성찰과 품질 기준 확립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만약 잘못된 품질 검증에 의해 평가된 결과를 인공지능이 재학습하게 될 경우 이른바 Garbage In, Garbage Out 현상이 우려될 수 있음

5.3.5�면담 결과  전문가 (5/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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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직무기술 변화의 필요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직무기술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기술의 변화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내용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임을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도서관 및 교육 현장에서 국중의 직무기술 변화를 참고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직

중심의 직무기술이 아닌 업무 중심의 체계적인 직무기술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3.5�면담 결과  전문가 (6/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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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의 사서 역량 강화

•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위기’ 이슈는 사서의 고유 업무에 대한 특수성의 이해 부족에 따른 현상이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사서의 역량 강

화는 매우 중요함

• 사서와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를 설정하고, 사서의 업무 영역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 사서 업무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 및 데이터 리터러시의 이해를 높이는 등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 인공지능 시대에 사서의 업무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부적인 고민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5.3.5�면담 결과  전문가 (7/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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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언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을 토대로 전체 도서관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중요함

•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 도입만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기술 도입 단계에 맞추어 병행하여야 할 것임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라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로드맵은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감있는 단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3.5�면담 결과  전문가 (8/8)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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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면담 결과종합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도입

도서관 및 사서의 변화

로드맵을 위한 제언

실무자 및 전문가 면담결과 요약 정리

V.�직원 및전문가면담
5.3�면담결과종합

실무자 전문가



VI.�시제품 개발



6.1�(학습)데이터 구축



159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1.1�데이터 수집 (1/2)

• 분류별 주제어 데이터 수집 : 총 99,615건 수집

분류 개수 분류 개수 분류 개수

소설 27,844 컴퓨터IT 1,093 외국어 736

시에세이 3,709 유아 5,957 가정육아 2,763

경제경영 4,528 어린이초등 4,184 건강 1,464

자기계발 3,503 어린이전집 0 여행 2,950

인문 7,119 어린이영어 424 요리 1,651

역사문화 3,856 청소년 1,721 취미실용스포츠 1,710

종교 1,165 초등참고서 424 잡지 16

정치사회 3,994 중고등참고서 247 만화 9,887

예술대중문화 3,357 대학교재 2,057 한국소개도서 6

과학 1,921 취업수험서 546 K컬렉션 49

기술공학 734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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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시제품개발
6.1�(학습)데이터구축6.1.1�데이터 수집 (2/2)

주제어

책소개글

목차



161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1.2�주제어 (1/2)

• 주제어 매핑 진행 : 총 31,379 개 주제어 중 9,608 건의 주제어 및 4,674 건의 유사 주제어 매핑

VI.�시제품개발
6.1�(학습)데이터구축



162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1.2�주제어 (2/2)

• 유사 주제어 병합 진행 : 총 31,379 개 주제어 중 약 4,000 여개 주제어 병합

VI.�시제품개발
6.1�(학습)데이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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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서지 질의응답

• 서지 질의응답 학습 데이터 구축 진행 : 소설 분야 약 5,000 권에 대해 약 13,500 여개 질의응답 셋 구축

VI.�시제품개발
6.1�(학습)데이터구축



16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1.4�민원 질의응답

• 민원 질의응답 학습 데이터 구축 진행 :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기반으로 약 700여개의 질의응답 셋 구축

VI.�시제품개발
6.1�(학습)데이터구축



6.2�시제품 개발 - 주제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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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문제 정의

• ‘주제어 추천’이란?
• 문헌의 자동 분류는 사전 정의된 몇 개의 범주(시소러스 등의 통제어휘 혹은 KDC, DDC 등의 분류기호)에 따라 입력된 문서를 자동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판준 & 이재윤, 2012)
•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자동분류 방법 중 통제어휘(주제명표목표)에 기반하여 특정 도서의 주제어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주제어 추천’

으로 정의함

• 문제의 정의
• 도서의 목차 및 소개글과 외부기관의 주제어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주어진 도서에 대한 주제어의 추천을 목표로 함
• 추가적으로 주제어 추천과 별도로 학습데이터 도서에 부여된 KDC(한국십진분류표)의 ‘주제 분류’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주어진 도서에

대한 분류기호의 자동 부여 가능성을 검토함

• 문제의 특성

학습데이터 도서
총 58,745권

외부기관의 주제어
총 29,507개

주제어에 비해 도서 권수가 적음 주제어가 각 도서에 언급된 횟수 차이가 큼

주제어 언급횟수

세계고전문학 3793

일본라이트노벨 2086

… …

컴활 1

여행한국어 1

Ø 학습데이터 도서에 대해 주어진 모든 주제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음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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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알고리즘

• AttentionMeSH
• 다양한 주제어 및 비균등한 주제어 분포에 적합한 자동 분류 알고리즘

• KNN(K-Nearest Neighbor)을 이용하여 입력된 텍스트와 유사한 텍스트들의 주제어를 neighbors로 추출하고, 입력된 텍스트를 BiGRU로
처리한 output과 내적하여 주제어 분류

VI.�시제품개발
6.2��시제품개발  주제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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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학습 방법  전처리 (1/2)

학습 검증 평가

INPUT
언급 횟수 n회 이상의
주제어를 가진 도서의
저자, 제목, 목차

TOKENIZING
제목, 목차에서 ‘명사’만 추출하
고 저자를 포함하여 토큰화

EMBEDDING
Word2vec을 사용하여 토큰
을 벡터화

1, 2, 3, 
1, 5, 6, 
3, 7, …

INDEXING
토큰을 숫자로 맵핑

INPUT
언급 횟수 n회 이상의
주제어

EMBEDDING
Word2vec을 이용하여 주제
어를 벡터화

1, 2, 3, 
1, 5, 6, 
3, 7, …

INDEXING
주제어를 숫자로 맵핑

1, 2, 3, 
6, 8, 9

NEIGHBOR 
EXTRACTING
KNN을 이용하여 입력된 텍스
트와 유사한 텍스트의 주제어
를 neighbors로 추출

SPLIT
학습(70%), 검증(15%), 
평가(15%) 데이터 셋으로 분리

OUTPUT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 셋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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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전

• 전처리 후

VI.�시제품개발
6.2��시제품개발  주제어추천6.2.3�학습 방법  전처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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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학습 방법  학습 및 성능평가

학습

검증

평가

PT

model

TRAIN

TEST

주제어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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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실험 결과 (1/5)

• 목차 기반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실험
• 목차 개수 33,693
• 주제어 개수 259

threshold F1�Score Precision Recall

0.1 0.5356 0.4176 0.7468

0.2 0.6249 0.5657 0.6978

0.3 0.662 0.6598 0.6641

0.4 0.6801 0.7321 0.6351

0.5 0.6856 0.7854 0.6082

0.6 0.6848 0.8307 0.5824

0.7 0.6779 0.8708 0.555

0.8 0.6637 0.9123 0.5215

0.9 0.6226 0.9417 0.465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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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기반 주제어가 언급된 횟수에 따른 실험 결과 비교

언급횟수 주제어개수 목차개수

threshold 0.5

F1 Score Precision Recall

100 259 33,693 0.6856 0.7854 0.6082

90 286 34,372 0.6591 0.7938 0.5634

80 332 35,838 0.6011 0.7477 0.5026

60 456 38,654 0.5039 0.7824 0.3716

40 697 42,080 0.4367 0.7816 0.3029

20 1350 47,138 0.3715 0.7402 0.2479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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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기반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실험
• 소개글 개수 32,736
• 주제어 개수 251

threshold F1�Score Precision Recall

0.1 0.5059 0.4786 0.5366

0.2 0.5511 0.6016 0.5084

0.3 0.5676 0.6789 0.4877

0.4 0.5727 0.7308 0.4709

0.5 0.5734 0.7751 0.455

0.6 0.57 0.8103 0.4397

0.7 0.5644 0.8445 0.4238

0.8 0.5517 0.877 0.4025

0.9 0.527 0.9157 0.3699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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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기반 100회 이상 언급된 KDC 분류를 대상으로 실험
• 목차 개수 9,469
• KDC 분류 개수 35

threshold F1 Score

0.2 0.2342

0.3 0.2493

0.4 0.2587

0.5 0.2533

0.6 0.2473

0.7 0.2419

0.8 0.2162

0.9 0.1711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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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기반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Human Level Performance와 모델 성능 비교
• 목차 개수 33,693
• 주제어 개수 259
• 평가 데이터 개수 5,003

F1 Score

Human 0.3931

Model 0.6856

• 소개글 기반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Human Level Performance와 모델 성능 비교
• 소개글 개수 32,736
• 주제어 개수 251
• 평가 데이터 개수 4,910

F1 Score

Human 0.3842

Model 0.5734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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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결론

목차 기반 주제어의 언급 횟수가
많을 수록 성능 향상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 사용

threshold가 0.5일 때
성능이 가장 높음

Human Performance보다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함

소개글 기반의 모델보다
목차 기반의 모델 성능이 더 우수함

Ø 목차 기반의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threshold를 0.5로 설정하였
을 경우 최적의 성능이 도출됨

100 ≤
0.5

< <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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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서지 질의응답의정의

• 서지 질의응답
• 서지 질의응답은 MRC 기술을 이용하여 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서비스

•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MRC) 는 주어진 문서를 빠르게 이해하고 문서에 기반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기술

• MRC 엔진에 문장과 문장에 대한 질문을 입력으로 넣으면 답변을 출력

• 질의 응답 서비스 절차

질문-문서검색

유사도평가

질문분석

후보문서

평가

과제 범위

QA�Model

질문

문서(문장)

질문 + 문서(문장)

답변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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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서지 질의응답예제

• 질의응답 예제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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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서지 질의응답알고리즘 (1/3)

• BERT 를 사용해서 질의응답 구현
• BERT 는 Bidirectional Transformer로 이루어진 언어모델(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참고)

• BERT 는 masked language modeling(MLM) 과 next sentence prediction(NSP) 방식을 사용하여 훈련시킨 모델

• 잘 만들어진 BERT 언어모델 위에 1개의 classification layer만 부착하여 named entity recognition(NER), question answering(QA) 등의
다양한 NLP task 수행 가능

input embeddings 

VI.�시제품개발
6.3�시제품개발  질의응답(챗봇)



181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3.3�서지 질의응답알고리즘 (2/3)

• XLM-RoBERTa 모델
• 기본 BERT 에서 학습의 hyper parameter 들을 조정하여 성능을 개선한 모델인 RoBERTa 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언어 데이터로 학

습한 다국어 언어 모델(Unsupervised Cross-lingual Representation Learning at Scale 참고)

• ELECTRA 모델
• 기본 BERT 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Replaced Token Detection (RTD) 방식을 이용하여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개선한 모델(ELECTRA: 

Pre-training Text Encoders as Discriminators Rather Than Generators 참고)
• koELECTRA 는 대용량의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한 ELECTRA 모델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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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서지 질의응답알고리즘 (3/3)

• Transformer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파이토치(Pytorch) 모델로 구현
• Transformers 라이브러리는 HuggingFace 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로 최신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모델들을 지

원하는 라이브러리

•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로서 구글에서 개발한 Tensorflow 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프레임워크

구분 TensorFlow Pytorch

Developed�by Google Facebook

Release 2015 2017

Graphs Static�Graphs Dynamic�Graphs

Learning�curve Easy�to�learn Steep�learning�curve

Community Comparatively�small Large

Distinguish Feature TensorBoard TensorBoard

Serving TensorFlow�Serving Torch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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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서지 질의응답학습방법

• KorQuAD 1.0 데이터로 BERT 모델 전이학습(Fine-Tuning) 
• KorQuAD 1.0은 한국어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MRC)을 위해 만든 데이터셋으로 1,560 개의 Wikipedia article에 대해

10,645 건의 문단과 66,181 개의 질의응답 쌍을 제공

QA�Model

Fine-Tuning

평가

개선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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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서지 질의응답실험결과

• KorQuAD 1.0 으로 전이 학습한 결과

Model F1�Score

DistilBERT 0.7286

XLM-RoBERTa 0.8230

koELECTRA 0.9064

• KorQuAD 1.0 으로 전이 학습한 모델에 대해 서지 QA 데이터로 성능 평가 결과

Model F1�Score

DistilBERT 0.6947

XLM-RoBERTa 0.8155

koELECTRA 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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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서지 질의응답의고도화

• BERT 모델 구현
• DistilBERT 모델 테스트 및 서지 질의응답 데이터로 Fine-Tuning 계속 진행

• 토치(Torch) 모델의 배포를 위한 서비스 프레임웍인 토치서브(TorchServe) 설치 및 테스트
• 토치서브 핸들러 정의, 모델 변환 및 등록

• 프로토타입 테스트 페이지 개발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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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민원 질의응답의정의

• 민원 질의응답
• 민원 질의응답은 질의에 대한 규칙 정의를 통해 각종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질의에 대한 규칙 및 프로토타입은 현재 국가서지 LOD에서 적용되고 있는 챗봇 솔루션을 이용해 구현

• 질의 응답 서비스
• 챗봇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규칙 정의

• 민원 질의응답에 대한 테스트 페이지 제공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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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민원 질의응답적용결과

• 민원 질의응답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 프로토타입을 위한 챗봇 환경 설정 및 구성

• 챗봇 관리도구를 사용하여 질의응답 데이터 적용

• 프로토타입 테스트 페이지 개발

• 챗봇 관리도구를 사용하여 질의응답 데이터를 적용한 예제

• Q: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 A: 단체 견학(5명 이상)이 가능하며, 초·중등학생도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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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주제어 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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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시제품개발
6.4�시제품결과6.4.1�주제어 추천 (2/4)

• ISBN으로 표제,�저자,�소개글,�목차 가져오기

•표제,�저자,�소개글 및 목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서지 정보

•표제,�소개글,�목차
기반 추천(분류)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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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주제어 추천 (3/4)
VI.�시제품개발
6.4�시제품결과

➀

➁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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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정보

•표제 기반 결과

•소개글 기반 결과

•목차 기반 결과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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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주제어 추천  주제어구분

교보문고 주제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어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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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주제어 추천  주제 네트워크
VI.�시제품개발
6.4�시제품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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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서지 질의응답 (1/6)

• 서지 질의응답
- 개별 서지에 대한 질의응답

- 개별 서지에 대해 소개글로 학습

소개글 소개글 소개글 소개글 소개글

학습

[적합] [XXX] 소설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부적합] 홍길동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è 어떤 홍길동요? 어디에 나오는?

…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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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질의응답

- 전체 서지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학습데이터가 달라져야 함.

소개글 소개글 소개글 소개글 소개글

학습

[적합] 홍길동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도서는?

…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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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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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검색을 통한 소개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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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➁

➂

소개글에서 추론 가능한 ➀질문을 입력

후 ➁실행하기를 누르면 소개글 기반의

➂질문의 답변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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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은??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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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➁

➂

➃

책소개글 이외의 임의 내용 기반의 질의응답을 진

행할 경우 ➀직접넣기를 실행하여 ➁질문의 대상이

되는 내용글과 ➂질문을 입력하면 ➃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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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민원 질의응답 (1/5)

• 민원 질의응답
• 민원 질의응답은 질의에 대한 규칙 정의를 통해 각종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질의에 대한 규칙 및 프로토타입은 패턴 기반 챗봇 솔루션을 이용해 구현

• 질의 응답 서비스
• 챗봇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규칙 정의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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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봇 관리도구를 사용하여 질의응답 데이터를 구축

• Q: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 A: 단체 견학(5명 이상)이 가능하며, 초·중등학생도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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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질의응답 메뉴

• 직접 넣어도 됨

VI.�시제품개발
6.4�시제품결과6.4.5�민원 질의응답 (3/5)

• 챗봇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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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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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용실은 디지털도서관 이용
자들이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작업
을 수행하거나 본관에서 대출한 도서
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하2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용실에서 제공하는 시설은
유무선 인터넷 환경, 전원시설 등이
있으며, 16세 이상 개인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
앙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
도 이용자의 업무와 연구, 독서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
텐츠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메뉴형 버튼을 활용한 민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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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요”�와 같
은 패턴을지정을통해
다양한질의표현의구
현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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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시제품 개발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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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시제품 결과분석 - 학습데이터(1/6)

• 시제품 학습데이터의 주제 편향성

•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99,615건의 주제별 분포는 상당 부분 소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소설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주제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분류 개수 분류 개수 분류 개수

소설 27,844 컴퓨터IT 1,093 외국어 736

시에세이 3,709 유아 5,957 가정육아 2,763

경제경영 4,528 어린이초등 4,184 건강 1,464

자기계발 3,503 어린이전집 0 여행 2,950

인문 7,119 어린이영어 424 요리 1,651

역사문화 3,856 청소년 1,721
취미실용스
포츠

1,710

종교 1,165 초등참고서 424 잡지 16

정치사회 3,994
중고등참고
서

247 만화 9,887

예술대중문
화

3,357 대학교재 2,057
한국소개도
서

6

과학 1,921 취업수험서 546 K컬렉션 49

기술공학 734

2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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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류 1419 1509 1418 1388 1485

철학 1612 1880 2245 2291 2452

종교 3158 3374 3110 2958 3373

사회과학 12417 11674 11881 12374 12734

순수과학 916 960 947 965 897

기술과학 7080 6935 7193 7140 7388

예술 2572 2308 2404 2411 2534

어학 2371 2219 2116 2300 1977

문학 12901 12904 13346 13567 13608

역사 1985 2131 2288 2308 2257

학습참고 1426 1203 2572 2855 2484

아동 7217 6698 7289 8078 8003

계 55074 53795 56809 58635 59192

최근 5년간 연도별/주제분야별 출판 발간 종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통계 참조)

• 신간도서 주제의 불균등한 분포 구조

• 최근 5년간의 신규도서의 주제별 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신규 도서 발간 비중이 시제품의 학습데이터와 유사하게 상대적

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VI.�시제품개발
6.5�시제품개발결과분석6.5.1�시제품 결과분석 - 학습데이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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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5년간 연도별/주제분야별 출판 발간 종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통계 참조)

• 최근 5년간 신간도서의 주제 분포를 살펴보

면, 매년 신간으로 발간되는 도서의 주제분

포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신간도서의 불균등한 주제별 자료분

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의 주제분포와 유

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신간도서의 불균등한 주제분포는 학습데이

터의 주제별 분포로 연결되며, 그 결과 충분

한 학습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한 주제영역에

서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분포는 주제어 추천은 물론 KDC, 

DDC 등의 주제분류에 적용할 경우에도 자

료의 수가 적은 주제영역에서 정확하게 분류

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됨

• 신간도서 주제의 불균등한 분포 구조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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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서지의 분야별 분포 현황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9 참조)

VI.�시제품개발
6.5�시제품개발결과분석6.5.1�시제품 결과분석 - 학습데이터(4/6)

• 국립중앙도서관 보유 장서의 불균등한 주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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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도 주제어 중심의 편향적인 학습 구조 - 시제품

• 시제품 개발 결과 100회 이상 언급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학습시킬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주제어별 100회 이상의 빈도를 포함하는 학습데이터의 주제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주제영역(특히 소설 분야)으로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다빈도 주제어를 대상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성할 경우 전체 주제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KDC, DDC 등의 주제분류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균등한 주제분포로 인하여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구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됨

• 결과적으로 많이 언급된 주제어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적게 언급된 주제분야 도서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 주제

어 추천 및 주제분류 결과의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목차기반주제어의언급횟수가
많을수록성능향상

충분한학습데이터를가질수있도록
100회 이상언급된주제어사용

100 ≤

대량의 학습데이터에 의존하는 현재의 기계학습, 딥러닝 기술의 특성상 모든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주제어 추천 도구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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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NLSH의 편향적 사용 분포

• 국가서지의 주제명 전거 현황을 살펴보면, 미부여 주제어가 250,521건으로 57.4%에 해당되며, 1~100건은 11,566건(2.7%), 100건 이상은

174,215(39.9%)로 나타나 사용되고 있는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편중된 주제명 전거의 부여 구조를 토대로 학습데이터를 구성할 경우, 전체 용어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함

주제명 전거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 참조)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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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시제품 결과분석  주제어추천

• 책소개글 보다는 목차의 모델 성능이 더 우수함

• 시제품 개발 결과, 책소개글보다 목차를 활용한 결과가 모델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이유는 수집대상 기관의 책소개글이 단순히 책의 정보를 요약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책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성격이 높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됨

• 또한, 목차의 기능이 단순한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문서의 지적 구조를 함축적으로 포괄하는 내용들을 표현함에 따라 추출하고자 하는

주제어를 목차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모든 자료 유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도서의 경우 책소개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부데이터를 기반

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소개글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차 정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소개글기반의모델보다
목차기반의모델성능이더우수함

<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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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시제품 개발결과분석  질의응답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경험

데이터
학습데이터로 구축가능한 데이터의 부족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의 부족

도서관 홈페이지의 FAQ의 내용을 토대로
단순 민원질의를 응답할 수 밖에 없는

챗봇으로 개발된 한계가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챗봇 서비스 목적

VI.�시제품개발
6.5�시제품개발결과분석

• 챗봇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분석을 토대로 챗봇 서비스의 목적을 설정하고, 챗봇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확인하였음

• 특히 이용자 경험의 의해 생성된 도서관의 다양한 데이터(민원 관련 전화 녹취 파일, 개인별 도서관 서비스 활용에 대한 시스템 로그 등)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를 밟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의 경우 학습데이터로의 구축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이용자 경험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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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주제어 추천시제품개발의시사점 (1/3)

• <제안> 인공지능 기술도입이 가능한 주제분야의 선정

• 자료분포의 문제로 인해 전체 주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주제어 추천 도구의 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장기

적으로는 모든 주제 분야를 고르게 포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주제분야를 확장하는 학습데이터 구성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목차를 활용한 학습데이터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목차 구축 및 확보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당장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학습데이터 구축이 용이한 다빈도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목차 구축에 따른 효과가 강조될 수 있는 주

제분야를 선정하여 학습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시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빈도 주제어를 포함한 주
제영역의선정

100 ≤

효용성 있는
목차 구축의 주제영역 선정

특정주제영역대한
목차기반의모델시범적용학습 검증 평가

학습데이터셋 구축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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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서지구축 적합 모델에 대한 가치 판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구축된 장서는 물론 앞으로 입수하게 될 도서들의 주제 분포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주제 분포의 불균등 문제로
인해 전체 지식 구조를 포괄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구축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 또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서 주제어 및 주제분류를 상세하게 추천해주는 방식은 정확성의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독일국립도
서관의 사례처럼 다소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주제분류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어들을 다수 추천해주는 방식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국가서지 구축의 책임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정확한 주제어와 주제분류 부여는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자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검색 가능성
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온라인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서지 구축의 방법, 현실적인 이용자의 검색 가능성 확보 방안,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18.92238
(소아 관점에서 본 천식)

618.92238  
Resource 10

618.92
(소아과)

618.92
Resource 130,000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주제어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적합도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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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자료의 유형별 적용 가능성에 기초한 단계적 적용

• 주제어 추천 등의 서지구축 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적인 도서관 적용 방안은 자료유형의 시리즈별로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독

일 국립도서관(DNB)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독일 경우 Series H(대학출판물), Series O(온라인자료)에 적용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입수되는 모든 자료들을 국가서지 구축의 관점에서 업무 난이도와 메타데이터 생성의 자동화에 활용될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

능성을 각 자료별로 유형화하여 업무 난이도가 낮고,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난이도와 기술의 복잡도를 높

이는 단계적인 전략 수립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서지구축의 업무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자동 생성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서의 검증 및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모델을 설계하

여, 인공지능 기술이 사서의 서지구축업무에 지원하는 목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AI 사서

서지구축의업무난이도

그룹 C그룹 D 그룹 B 그룹 A

자동화 검증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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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챗봇 도구개발의시사점 (1/4)

• <제안>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국립중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 모형의 적용과 챗봇 도입 검토

• 챗봇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인식

해야 함. 따라서 챗봇 도입의 목적과 서비스의 목표를 정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 가능한 영역과 도입해야 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

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챗봇의 도입은 기술적 도입 가능성만을 판단하여 도입의 목적과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목표가 부재한 채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서는 실패할 가능

성이 높음.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 모형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서관 내부 데이터 활용, 질의 수준별 서비스 제공, 도서관 내·외부

자원과 요소들의 상호작용 지향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토대로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챗봇 도입의 목적과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현 방법을 챗봇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모형

정보제공 기능 중심의 단방향적

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도서관 내

·외부의 모든 자원과 요소들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향

질의의 수준에 따라 참고정보서

비스 관련 자원의 투입량을 유동

적으로 조절하여 효율적인 서비

스 운영을 지향

내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활용

하는 참고정보서비스를 지향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모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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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챗봇의 개발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설계 및 구축프로세스의 계획을 수립할 것

• 참고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 분석을 토대로 구현되어야 함

• 도서관의 운영 현실에 적합한 챗봇의 개발 방법 선정과 시나리오 설계, 챗봇의 퍼스널리티 선정,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사용성 테스트 등이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함

챗봇 개발의 생애 주기 (Life Cycle)
(출처 : https://chatbotsmagazine.com/the-bot-lifecycle-1ff357430db7)

도서관 챗봇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
(출처 : 유지윤(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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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챗봇 도구개발의시사점 (3/4)

• <제안> 서지 질의응답 기술 모델을 활용한 도서관 자원의 특성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시제품은 딥러닝 기반의 MRC를 적용한 대화형 서비스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 서지 질의응답 모델은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습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질의 및 응답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적용하고자 하는 질의 서비스의 수준에 맞는 학습데이터의 구성 및 질의 방법들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우선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임

• 따라서 1) 원문 TEXT의 확보 및 활용 가능한 자료의 유형과, 2) 각각의 자료 유형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3) 정보요구에 적합한 질

의 구조를 도출하여, 이에 필요한 원문 TEXT를 질의응답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TEXT의 유형 분석

서지 질의응답
서비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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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근대 한국문학 서지 질의응답 서비스 모델 <- 저작권 해소의 원문 기구축 자료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METADATA

황순원

소나기
김유정

동백꽃
이상

날개
…

근대 한국문학 원문 기반의 학습데이터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황순원의 소설은?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나는 곳은?

➁ 국중 서지와의 연계를 통한 도서검색 질의서비스

➀ 특정 문헌 내의 본문 내용에 대한 질의서비스

이상의 날개 중 “날개야 다시 돋아라”라는 메시지의 상징적 의미는?

근대 한국문학 해제
원문 기반의 학습데이터

➂ 문학비평 해제 등의
2차 저작물과의 연계를 통한
고차원의 질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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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챗봇 도구개발을위한고려사항 (1/2)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TEXT의 유형

분석

대화형
서비스 모델 개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경험 기반
정형데이터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경험 기반

비정형데이터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경험 데이터

수집 체계 개발

대화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성능 및 품질 평가

단계 정보요구 종류

0단계 민원,안내 등 단순 문의

1단계 즉답형 정보요구

2단계 지시형 정보요구

3단계 조사형 정보요구

4단계 연구형 정보요구

정보요구 수준별 단계적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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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도구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퍼스널리티 설계가 필요함

• 챗봇의 퍼스널리티는 챗봇 개발 시에 이용자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을 높이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며, 챗봇의 퍼스널리티에 따

라 정보의 형태 및 이용자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일관된 성격을 부여해야 함(유지은, 2020)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서비스영역에서 챗봇을 활용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관된 퍼스널리티를 설정

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큐아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 단위별
퍼스널리티가 분산될 우려가 높음

챗봇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업형, 상담형, 친구형

챗봇의 성격은 어떠한가? 
친구형, 비서형, 절충형

챗봇의 외형적 모습은 어떠한가? 
로봇형, 동물형, 사람형, 추상형

챗봇의 어휘, 말투 등은 어떠한가? 
해요체, 경어체, 문장형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퍼스널리티 설정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퍼스널리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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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후속 연구과제의범위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차를 기준으로 확보 가능한 학습용
원천데이터 조사

2. 목차를 기준으로 학습용 원천데이터 분석 및 대상(분야, 장르 등) 
선정

3.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어 추천 시범 서비스 개발

• 학습데이터 구축

• 학습모델 개발

• 시범서비스 개발

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어 추천 시범 서비스 검증
및 평가

5. KOLIS 연동을 통한 검증 및 평가

6. 후속 연구 도출

1. 챗봇 서비스를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 (전체 서지 질의응답, 개별
서지 질의응답, 민원용 주제/방식 등등)

2. 확보가능한 원천데이터 조사 및 분석

3. 챗봇 방식 선정 (규칙 기반, 딥러닝 기반)

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및(또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챗봇
시범서비스 개발

• 학습데이터 구축 또는 규칙 구축

• 시범서비스 개발 (규칙 기반 또는 딥러닝 기반)

5. 챗봇 시범 서비스 검증 및 평가

6. 후속 연구 도출

VI.�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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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후속 연구과제  주제어추천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차를 기준으로 확보 가능한
학습용 원천데이터 조사

• 분야 및 장르에 따른 편향, 주제어 분포에 따른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수집 및 확보 방식 결정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조사, 분석

• 목차를 기준으로 학습용 원천데이터에 대한 분야
선정

• 편향 방지를 고려한 대상 선정

• 업무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반영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학습데이터 범위 및
대상 선정

• 선정된 범위를 대상으로 학습데이터 구축

- 편향 방지를 위한 주제어 매핑

- 목차 전처리

• 학습모델 개발

- 기존 연구 활용

- 필요 시 추가 학습모델 반영

• 시범서비스 개발

• 단계별 학습모델 적용 및 전이학습을 통한
학습모델 및 시범서비스 평가

• (비)전문가를 활용한 학습모델 및 시범서비스 평가

• 평가에 따른 학습모델 튜닝 및 시범서비스 개선

• KOLIS 연동 방식 결정 및 개발

- API 방식 또는 팝업 방식

- 추천된 주제어 연관 정보 제공 방식

- KOLIS 연동 기능 개발

• KOLIS 연동을 통한 시범서비스 평가

- KOLIS 기반 시범서비스 평가

- 추가 요구사항 반영

• 재학습 및 사서 판단에 따른 결과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도출

• 확장 가능성 및 중장기 로드맵을 반영한 후속 적용
분야 도출

•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후속 연구 도출

•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후속 연구 도출

VI.�시제품개발
6.6�단기후속연구제안



227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6.3�후속 연구과제 챗봇 서비스

• 챗봇 서비스를 위한 목표 설정

- 전체 또는 개별 서지 질의응답을 위한 챗봇

- 민원을 위한 챗봇

- 두가지 방식의 통합

•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챗봇 서비스 목표 및
로드맵 설정

• 챗봇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한 원천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원천데이터 확보가 미흡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에 대한 의사 결정

• 원천데이터 확보 및 의사 결정에 따른 목표 재설정

• 설정된 목표와 조사, 분석된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 방식 결정

- 딥러닝 기반 챗봇

- 규칙 기반 챗봇

- 하이브리드 방식의 챗봇

• 챗봇 서비스 방식에 따른 데이터 구축

- 학습데이터 또는 챗봇 규칙

• 챗봇 시범서비스 개발

- 딥러닝 기반 또는 규칙 기반

-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 이해관계자 대상 시범서비스 평가

• 전문가 평가

• 이용자 서비스 등에 대한 의사 결정

•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의사 결정 및 후속연구 도출

• 내부 업무 활용을 위한 의사 결정 및 후속연구 도출

사전 조사 및 의사 결정

VI.�시제품개발
6.6�단기후속연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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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핵심 추진전략및로드맵수립프로세스

기술 현황 및 사례 분석

면담 결과 분석

시제품 결과 분석

이슈 도출

해외 국가도서관 관련 이슈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분석

제반 환경 분석

개선과제 도출
비전 및 전략 수립

시사점 도출

시사점 도출

시사점 도출

로드맵 수립

시제품 개발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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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이슈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을 핵심
인프라로 하고 있는 현재 진행중인 기술 이슈임

기술 및 산업적
측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여
인간의 행동을 보조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현재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Depp Learning)은
가능성과 한계가 명확한 기술임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요구로 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

우선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판
단하여 적용 가능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7.2�기술 현황및 사례연구의시사점 (1/3)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충분한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대량의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중
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은 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외부에서의 확보가 용이한 업무 및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및 컴퓨팅 등의 기술적 제반 환경 조성 등의 집중적인 투자와 아울러, 기술 도입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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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적용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이슈

국내 도서관의 경우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서관 구현의 관점에서

관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음

도서관의 적용
측면

가장 현실적인 도서관 서비스 적용 방안으로
챗봇 서비스가 도입, 확산되고 있음

주요국의 국가도서관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자체 연구조직(Lab)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도서관 내 연구조직이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
한 사항을 주도하고 있으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도서관이 보유한 기록유산 및 장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
을 통해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의 도입은
도서관 변화의 필요성을 촉진시킬 것임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어야 할 것
임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할 데이터 중심의 업무 및 서비스의
변화와 함께, 이를 위한 사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현재 도서관은 챗봇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
술들을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전체 도서관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7.2�기술 현황및 사례연구의시사점 (2/3)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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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기술 현황및 사례연구의시사점 (3/3)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기술 및 산업적 측면, 도서관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서
관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1) 도서관에 적합한 학습데이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 지능형의 관점에서 업무 및 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기
술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3) 기술 도입에 따른 도서관 조직 및 운영 체계의 확립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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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

기술 도입의 합리성

7.3�직원 및 전문가면담의시사점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데이터의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도입, 사서 및 도서관의 변화 측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직원들의 인식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
였으며,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략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기술 도입의
목적에 따라 업무 효율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기술 적용의 대상 및 방법론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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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도서관의 관련 이슈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분석

제반 환경 분석

➀ 현실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한
방향성 설정

➂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안 모색

➁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구축 전략 수립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드맵
수립 방안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방향성을 도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체계를 도출

기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서관의 적용 방안을 수립

7.4�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의핵심이슈

이론, 사례 분석 결과 및 면담 수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드맵 수립 방안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방향성,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기반환경 조성
을 위한 전략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체계, 기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서관의 적용 방안의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이슈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해외 국가도서관의 관련 이슈를 조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 및 제반 환경과 시제품 개발 결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시제품 결과 분석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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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도서관의 관련 이슈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분석

제반 환경 분석

시제품 결과 분석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1/10)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해외 국가도서관의 기술 도입 이슈,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및 제반 환경, 시제품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
한 로드맵의 핵심 추진 전략을 4E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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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4가지 추진 전략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접근

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위한 풍부한 도서관 데이터의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본격적인 적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업무 및 서비스 전환에 따른 지능형 도서관으로의 진화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2/10)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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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4가지 추진 전략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 FAIR 원칙을 준수한 데이터셋의 공개 및 공유

• API, 오픈소스에 의한 인공지능 개발 결과의 공유

Openness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의 확보
Responsible 
Operation

Sustainable

• 도서관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책임있는 운영 체계 확립

•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가능한 공유체계의 확립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3/10)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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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4가지 추진 전략의 목표 설정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업무의 혁신업무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서비스의 혁신

국가서지·전거국가서지·전거

디지털스칼라십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오픈사이언스

온라인자료온라인자료

도서관의 혁신도서관의 혁신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4/10)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4E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의 핵심 추진 전략의 세부 목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및 전거, 디지털 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 
온라인자료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혁신, 업무의 혁신을 모색함과 동시에 전체의 성과가 도서관의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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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혁신업무의 혁신

국가서지·전거국가서지·전거

온라인자료온라인자료

도서관의 혁신도서관의 혁신

온라인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가능성 검토

국가 서지 및 전거 기반의 데이터 표준화

온라인 자료 자동화 관리율 70% 구현인공지능 기반의 고품질 메타데이터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

업무혁신 TRACK

Responsible 
Operation

Sustainable

책임있는 운영과
지속가능한 체계의 확보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5/10)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업무의 혁신은 국가서지 및 전거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온라인 자료의 서지구축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서관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임. 또한, 책임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체 도서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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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혁신서비스의 혁신

국가서지·전거국가서지·전거

도서관의 혁신도서관의 혁신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도구의 구축 및 활용

국가 서지 및 전거 기반의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공유-활용 체계 확립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데이터 확보

서비스혁신 TRACK

디지털스칼라십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오픈사이언스

Openness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6/10)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서비스의 혁신은 국가서지 및 전거, 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의 산출물(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내외 도서관계는 물론 일반 산
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관리-공유-활용의 체계를 확립하여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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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I. Experiment

•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실험
•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데이터셋 구축 실험
• 도서관 연계를 위한 외부데이터 발굴 및 확보에 관한 실험
•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도서관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구축 실험
•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도서관 서비스 적용 실험

Experiment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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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II. Enrichment

• 다양한 실험의 부가적 산물로써 구축된 데이터셋의 확대
• 국가 서지 관련 전거파일의 표준 데이터로서의 기능 강화
• 기구축·신규 자료의 메타데이터의 품질 및 연계성 강화

Enrichment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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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III. Enhancement

• 도서관 데이터셋 기반의 서지구축업무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 도서관 데이터셋 기반의 이용자 제공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 표준 데이터로서의 역할 강화
• 디지털 스칼라십 서비스 강화
• 오픈사이언스 서비스 강화

Enhancement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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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IV. Evolution

• 지능형 도서관으로서 조직 및 운영 체계 확립
• 지식 기반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
•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의 확대
• 도서관 혁신 모델 보급 및 확산

Evolution

VII.�시사점분석및핵심추진전략도출

7.5�로드맵의핵심추진전략 (10/10)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1�로드맵수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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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로드맵 개요

• 로드맵 수립 목표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

•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제시

• 로드맵 수립 방법

• 인공지능 이론 분석, 직원 및 전문가 면담, 시제품 개발 결과에서 나온 주요 시사점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도출

•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분석 및 전략 수립 계획 검토, 주요 해외 국가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 참조

• 도서관 제반 환경의 변화 예측 요소를 참조

• 인공지능 국가전략(관계부처 합동, 2019)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로드맵 문헌 참조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1�로드맵수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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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로드맵 설계방안 (1/4)

• 장기적인 로드맵 설계의 필요성

기간

성과

10 year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1�로드맵수립전략

•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성과는 단기간 내 극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우

므로, 이른바 S커브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기술수용모델의 특성을 반

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든 조직 역량을 총동원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 투입(예산, 인

력, 조직)이 불가능한 환경이므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통한

장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이러한 장기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어렵고, 

추진 기간 중 대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

지만, 안정적인 기술 도입과 함께 체계적인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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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로드맵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 또한 당장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도서관의 제반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못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국가적인 도서관 발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

려해야 할 것임. 국가대표도서관에서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목적을 ‘지능형 도서관으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성과를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로드맵 추진 기간과 관련하여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이 종료되는 2023년도까지의 계획은 지능형도서관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단계로 설정하여 업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혁신적인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1.07 2022 2023 2024 2028.12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지능형 도서관 전환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 및 실험 단계

지능형 도서관 이행 및 전환의
완성 단계

8.1.2�로드맵 설계방안 (2/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1�로드맵수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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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추진 전략의 설정

• 인공지능 기술의 목적은 기술이 지향하는 발전 단계에 따라 자동화(automation), 자율화(autonomous), 지능화(intelligent)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지능화(Intelligent) 수준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및 기술, 인력과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함

• 따라서 현재는 자동화 (automation) 수준에서의 적용 단계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토대로 자율화, 지능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의 전략은 현재 지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자동화 측면에서 검토하고, 추후 단계에서 자율화 및 지능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PHASE I

AUTOMATION

PHASE II

AUTONOMOUS

PHASE III

INTELLIGENT

사람의 판단이 포함된 행동을 AI/빅데
이터 기술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Action하
는 시스템(인간을 대체하는 수준)

이해 적용 전환

8.1.2�로드맵 설계방안 (3/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1�로드맵수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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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의 단계별 추진 전략

2021.07 2022 2023 2024 2028.12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PHASE I. Automation PHASE II. Autonomous PHASE III. Intelligent

2026.7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2021~2023)

8.1.2�로드맵 설계방안 (4/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1�로드맵수립전략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국가적인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향후 발전 전망과 조직의 기술수용모
델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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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1/8)

•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

• 도서관에 활용될 인공지능 기술은 도서관의 개별 업무 영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호 밀접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추진과제는 정교하게 설계되

어야 할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략은 단순히 도서관 개별 영역에서의 업무 및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됨. 향후 전체 도서관에게 영

향을 미칠 혁신적인 전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됨

• 장기 전략에 따른 업무의 특성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방향의 추상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정책과제 및 연구개발 과제들이 이른바 “계획을 위한 계

획”으로 치중될 우려가 큼

• 중앙정부조직 운영은 법에 의하여 업무 내용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융통성 있는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각 부서별 역할 범위 내에서 세부과제의 실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의 내용들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인 도서관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도서관의 모든 업무 및 서비스 영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간 사업관리

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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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ketchbubble.com/en/presentation-snowball-effect.html

•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절대 투입 대비 성과가 정비례하지 않음을 직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른바 스노우볼 효과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티핑포인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 그리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로드맵은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인프라 등의 기반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이러한 초기 단계의 집적된 성과물들이 업무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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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K DATA Platfom (Open Science & Digital Scholarship) 

•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의 국가서지, 국가전거 등을 데이터화함과 동시에 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의 결과들을 토대로 파생된 데이터들을 추가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체
계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로드맵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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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I LEVEL II

LEVEL II

LEVEL III

LEVEL III

LEVEL III

LEVEL IV

LEVEL IV

LEVEL V

국가서지 구축의 업무 난이도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복잡성

 단
계

적
 이

행

온라인 자료 유형별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전략

• 온라인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자료를 인공지능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로드맵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복잡성과 서지 구축의 업무 난이도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단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각 단계별로 온라인 자료의 서지 구축 업무의 자동화

에 대한 이행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임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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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LEVEL I 정책정보 POINT – 최신정책동향 (자동화 목표 비율 100%)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정책정보를 정부 업무 기능별로 분류하며
정책정보포털의 경우 17개 분야 68개 정책영역까지 적용

요약문 혹은 원문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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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LEVEL II or III 연구보고서 (자동화 목표 비율 30%)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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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A & AI-OCR

• 우선적으로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축 업무 과정에 도입될 수 있는 기술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및

AI-OCR 기술임

• RPA 기술은 비즈니스 과정 중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자동화하는 것으로 업무 과정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정형

화하고 논리적으로 자동 수행하는 기술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AI-OCR 기술과 접목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평가 받음

• 따라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온라인자료를 대상으로 AI-OCR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업무 도구를 사서의 업무 개입도가 낮은 단순 영

역에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AI-OCR
정확한 텍스트 추출

RPA 
(반복적인 패턴 도출)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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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조직 운영

• 위원회 중심의 사업 운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만, 사업 및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로서

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라는 이슈를 다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직 운영 방안은

TFT(Task Forces Team)라고 판단됨. 

• 하지만 신기술 도입에 관한 TFT는 아이디어 개발 수준에서의 성과 도출이라는 한계점을 보일 우려가 큼

• TFT는 기술의 적용 과정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서관의 데이터 및 업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원 교육

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특히 직원들은 학습데이터를 기획하고, 수집·정제 작업을 거쳐 배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들을 직접 수행해볼 필요가 있음. 단순한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은 직원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직시해야 함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과정상 시행착오는 불가피함. 독일의 국립도서관의 사례처럼 실험적인 적용과 평가 및 수정 보완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

해야 할 것임

• 외부에 의존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라면 그만큼 직원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늦어질 것이며,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 덜 성숙한 환경에서 무

리하게 추진될 우려가 높음

• 학습데이터 구축에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까지 TFT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들은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음

• 하지만 조직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TFT 방식의 조직 운영은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OCLC,IFLA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도서관의 인공지능에 관한 “책임있는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도 필요할 것임

• 우선적으로 정규조직 신설 이전에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 설치 혹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

서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함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8.2.1�로드맵 수립의고려사항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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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1/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 국립중앙도서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서지구축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무엇을 대상으로 2)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Experiment) 계획을 수
행하여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탐색 과정은 적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수준, 적용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의 특성, 학습데이터 및 실제 업무 적용에 활용할 데이터
(표지, 목차, 초록, 원문 등)들의 획득 가능성들을 토대로 단계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야 할 것임

• 우선적으로는 기초 단계(LEVEL I)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표지DB에 구축된 이미지와 표지에 연결된 자료들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다
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서지구축 업무 지원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탐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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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DB
목차 DB 메타데이터

AI-OCR
IMAGE

LEVEL II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2/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Experiment

• 표지DB의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목차DB의 정
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제
목, 저자 등 추가 정보의 추출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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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DB
목차 DB 메타데이터

AI-OCR
IMAGE

원문 DB

LEVEL III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3/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Experiment

• 다음으로는 원문DB의 Fulltext를 적용하여, 메타데이터의 자
동 추출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서지 질의응답의 가능성과
성능을 높이는 탐색을 시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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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DB
목차 DB 메타데이터

IMAGE

원문 DB OPEN SCIENCE Digital Scholarship 국가전거

Experiment

LEVEL IV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4/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 다음으로는 다양한 연구데이터로 의미가 있는 표 및 그림 등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고문헌 등의 문자식별 및 번역과 주제명, 
인명 등의 국가전거분야 적용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유 자원에 대한 좀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좀 더 다양한 자료 유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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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원과의 연계

외부데이터의 활용

Experiment

LEVEL V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5/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 마지막으로는 외부의 학습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습데이터와 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험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학습데이터 구축의 비용과 노력을 줄임과 동시에, 알고리즘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컴퓨팅 자원이 소모되지 않도록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하

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각 실험들을 통해 단계별 최적의 학습 모델을 도출하고, 단계별 도출된 모델들을 실제 업무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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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데이터의 활용

이용자 사서
Enhancement

Enrichment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6/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 다양한 실험과정에서 생성된 학습데이터는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자원으로 활용되어 도서관 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도서관 메타데이터의 품질
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정확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서의 효율적 업무 지원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편의 제공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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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가치와 방법의 확산

인간과 기술의
협력적 상호작용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7/8)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기술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실현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경험과 결과물들을 전체 도서관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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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의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필요

OPEN API
데이터와 기술의 확산

OPEN Platform

OPEN SOURCE
국가 AI 생태계 기여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위한
데이터 및 적용기술의
상세한 소개

8.2.2�최적의 적용모델수립을위한탐색 (8/8)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의고려사항

• 국내의 전체 도서관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결과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개발된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구축한 학습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개발 결과물들의 개방은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임



8.3�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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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2 2023 2024 2028.12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PHASE I. Automation PHASE II. Autonomous PHASE III. Intelligent

2026.7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2021~2023)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2025.7

Tipping Point

지능형 도서관
전환의 성과

8.3.1�로드맵의수립방안 (1/3)

• 핵심 추진 전략으로 도출된 실험(Experiment), 강화(Enhancement), 진화(Evolution)는 전체 로드맵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이행 및 데이터 구축의 완성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을 목표로 하며, 도서관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자원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보강(Enrichment)할 수 있는 로드맵 구조를 설정함

• 기술수용의 S커브 곡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이행 기간의 중간 지점에 티핑포인트를 설정하고, 이전 단계에서는 전체 로드맵 이행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

며, 이후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업무 및 서비스 적용을 목표로 함

• 또한 지능형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로드맵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온 전환의 성과들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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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2 2023 2024 2028.12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PHASE I. Automation PHASE II. Autonomous PHASE III. Intelligent

2026.7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2021~2023)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2025.7

Tipping Point

지능형 도서관
전환의 성과

OPEN SCIENCE & DIGITAL SCHOLARSHIP 

8.3.1�로드맵의수립방안 (2/3)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략은 이러한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줄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들을 로드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오픈사이언스와 디지털 스칼라십에 대한 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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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2 2023 2024 2028.12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제4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PHASE I. Automation PHASE II. Autonomous PHASE III. Intelligent

2026.7

디지털서비스 3개년 계획
(2021~2023)

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2025.7

Tipping Point

지능형 도서관
전환의 성과

OPEN SCIENCE &  DIGITAL SCHOLARSHIP 

LEVEL I LEVEL II

LEVEL II

LEVEL III

LEVEL III

LEVEL III

LEVEL IV

LEVEL IV

LEVEL V

• 첫번째 Experiment 단계에서는 도서관 직원에 의한 다양한 실험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두번째 Enhancement 단계에서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및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세번째 Evolution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발 성과들을 토대로 지능형 도서관으로의 운영체계를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의 성과를 본격적
으로 확산시키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전체 단계를 아울러 Enrichment 단계에서는 도서관의 데이터를 꾸준히 확장하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강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8.3.1�로드맵의수립방안 (3/3)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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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l 업무단위별,국가도서관 기능별 지능
형 도서관 전환 계획 수립

l 자료유형별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을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l 이행 단계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l 통합적인 전략 계획 수립

8.3.2�통합 비전및 전략수립

l 지능형 도서관에 적합한 업무
중심의 사서 직무모델 개발

l 업무 변경에 따른 조직 및 운영
체계 전환 계획 수립

l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역량
강화

l 적용 기술 및 방법 등에 관한
표준안을 수립

l 도서관 관련 산업을 위한 지능형
도서관 표준안 제정

l 전체 도서관으로의 교육, 보급 및
확산 체계 수립

l 실험 결과 및 구축된 학습데이터
를 기반으로 최적의 지능형 업무
및 서비스 적용 모델 개발

l 품질 평가 체계 구축

l 실험적인 업무 및 서비스 적용을
위한 통합 전략 수립

l 업무 및 서비스 적용을 위한
학습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l 실험계획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및 서비스 시범적용

l 국가서지, 전거 데이터의 국가 표
준데이터화 및 관리 체계 구축

l 오픈사이언스, 디지털스칼라십 관
련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l 외부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

l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도서
관 성과 모델 개발

l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공유 및 활용체
계 및 시스템 구축

l 기존 국중 메타데이터 보강 방안 마련

l 통합 모델 업무시스템별 시스템
개발

l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 수립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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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

지능형 도서관을 위한 실험 수행

지능형 도서관 전환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 구축

인공지능 적용 통합 모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 구축

지능형도서관의 운영 모델 개발

지능형도서관의 방법과 가치 확산

온라인자료 자동화 구축 계획 수립

국중 데이터 운용 통합 전략 수립

업무 적용을 실험계획 수립

시스템 인프라 구축

실험 평가 및 도서관 도입 체계 개발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모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업무 모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모델 개발

KOLIS 적용 시스템 구축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체계 구축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모델 개발

지능형 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서비스 시스템 구축

8.3.3�세부 이행과제도출 (1/2)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 세부 이행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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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료 자동화 구축 계획 수립

국중 데이터 운용 통합 전략 수립

업무 적용을 위한 실험 계획 수립

실험 평가 및 도서관 도입 체계 개발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모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업무 모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모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업무 시스템 구축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체계 및 시
스템 구축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모델 개발

지능형 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계획 설계 구현 운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단계적 실험 수행

업무의 적용 및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적용 및 시스템 고도화

확산 모델 적용 및 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8.3.3�세부 이행과제도출 (2/2)

• 각각의 세부 이행과제는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인 계획, 설계, 구현, 운영 단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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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세부 이행과제종합 (1/4)

No. 이행과제 과제설명 주요내용

1 온라인자료 자동화 구축계획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자료에 대한 자동화 이행의
전략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자동화의 난이도, 국가서지의 중요도 관점에서 온라인 자료를 각
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전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수립

•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전사적인 분석 연구

- 매체 유형별 특성 도출

- 온라인자료 유형별 자동화를 위한 패턴 도출

• 온라인 자료 유형별 적용가능한 관련 자동화 기술(인공지능 RPA 등) 검토

2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운용 통합

전략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생산, 관리, 공유, 활용의 통합 운용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애주기 (Life Cycle)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구현 가능한 응용 방안을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생애주기 통합 모델 개발

•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전환 모델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업무 분석을 통한 데이터 생산 계획 수립

3 업무적용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핵심 콘텐츠를 선정하고, 국중
자체적인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실험적 적용을 목적으로 함

• 1)온라인 자료 자동화 계획 , 2)데이터 서비스 계획과 연동하여
2022~2024까지의 실험 수행 방안을 설계함

• 디지털 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 중심의 핵심 콘텐츠 선정 및 데이터 생산
계획 수립

• 실험인프라(시스템 및 학습데이터 저작도구 개발) 구축계획 수립

• 국립중앙도서관의 실험 수행 조직 및 운영방안 확립

4 실험평가 및 도서관 도입 체계 개발

• 실험계획의 이행에 따른 실험 결과물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업무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품질 평가 체계 도출을 목적으로 함

• 매해 수행된 실험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험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함

• 각 실험 단위와의 유기적인 평가 및 수정 보완 체계 확립

• 구축된 학습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 결과물들에 대한 품질 평가
체계 구축

5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모델 개발

• 국가서지, 전거, 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를 고려한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플랫폼으로써 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영역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 체계를 구축

• 데이터 생산,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제공 플랫폼 시스템 설계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디지털스칼라십, 오픈사이언스 기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6 인공지능 적용 업무 모델 개발

• 이행과제 1, 2, 3, 4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구축 업무와 관련한
업무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개발된 업무 모델을 토대로 해당 업무 영역의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 및
KOLIS와의 시스템 연동방안을 설계함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한 자동화 이행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도서관
업무 체계의 구축 및 업무 전환에 따른 도서관 업무 영향평가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 설계 및 KOLIS 시스템 고도화 설계

7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모델 개발

• 이행 과제 6과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시스템
등을 포함한 이용자 대상의 전반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개발된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해당 서비스 영역의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을 설계함

•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의 이용자 서비스 요구 분석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이용자 검색 및 추천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설계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한 설명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의함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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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행과제 과제설명 주요내용

8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 및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환경에서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시스템 인프라는 초기 실험 단계에서의 적용을 위한 1) 실험 시스템
인프라 구축, 2)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

• 각 단계별 구축 목적별에서 필요한 HW/SW 인프라 구축

• 지식개념 추출도구 및 학습데이터 저작도구 개발

• DB 환경 구축

9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국가서지, 전거, 메타데이터, 원문 등의 국중의 내부 디지털 자원을
기반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및
통합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제공

• 데이터 수집, 정제, 배포와 관련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통합메타데이터 설계 및 데이터 DB구축

10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공유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함

• OPEN API 등의 데이터 공유 체계 및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도구
제공을 통한 활용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학습데이터 및 인공지능 적용 기술의 대외 공유서비스 환경 구현

• UX/UI 웹개발

11 인공지능 적용 업무 시스템 구축
• 누적된 실험 결과로서의 이행과제 4를 반영한 이행과제 6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업무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기존 KOLIS III와의 연계한 업무 시스템 구축

• 신규 업무 시스템 구축

• KOLIS III 업무시스템 연계

12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누적된 실험 결과로서의 이행과제 4를 반영한 이행과제 7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및 검색 추천서비스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 OPAC 시스템/검색 인터페이스 개편 구축

• 서비스 UI/UX 시스템 개편

13 지능형 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 지능형 도서관 전환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직무, 운영 등의
변화를 고려한 운영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이행과제 2,5,6,7의 모델 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각각의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한 업무 및 서비스 적용 방안 도출

• 지능형 도서관 직무 모형 및 업무 절차 개선 방안 연구

• 지능형 도서관 조직 및 운영 체계 전환 연구

14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모델 개발
• 국가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지능형 도서관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성과들을 전체 도서관에 확산시키기 위한 통합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교육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성과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

• 지능형도서관 기반의 업무 표준 모형 개발

• 지능형도서관 기반의 서지표준안 개발

• 지능형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및 도서관 솔루션 제공 업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방안 수립

• 데이터 기반의 KOLIS-NET 개선 방안 도출

• 지능형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헌정보학계 교육 모델 제공 방안 수립

8.3.4�세부 이행과제종합 (2/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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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행과제 과제설명 주요내용

15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체계 및

시스템 구축

• 이행과제 14를 토대로 전체 도서관으로의 성과 확산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KOLIS-NET, 사서업무지원 도구 고도화 등의 제반 시스템의
개선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데이터 기반의 KOLIS-NET 시스템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업무지원도구의 고도화

• 사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실습 프로그램 구축

16 단계적 실험 수행
• 이행과제 1, 3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및 학습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단계적 실험 수행을 목적으로 함

• 각 단계별 실험 과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행과제 4와 연동하여 추진

• 온라인 자료 유형 LEVEL I~V 에 관한 단계별 실험 설계 및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를 대상으로 학습데이터 구축

• 실험 결과에 대한 업무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방안 도출

• 실험 성과물에 대한 공유 체계 수립

17 업무의 적용 및 시스템 고도화

• 업무 적용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능형 도서관
모델에 최적화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KOLIS IV의 개발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차세대 국가서지 표준 이행 및 보급 체계 구축

• 차세대 국가서지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

• KOLIS IV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온라인 자료 자동화 이행률 100% 완료

18 서비스 적용 및 시스템 고도화
• 서비스 적용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능형 도서관

모델에 최적화된 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 추론기반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인간 수준의 참고정보봉사 서비스 구현

• 인터내셔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구축

19 확산 모델 적용 및 시스템 고도화

• 지능형 도서관 성과 확산 체계 도입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 관종별 도서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과 확산 체계의 고도화 방안 수립

• 지능형도서관 전환 이후 발전 방안 모색

• 제6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 성과확산 시스템(KOLIS-NET 등) 고도화

8.3.4�세부 이행과제종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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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로드맵수립



279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8.3.4�세부 이행과제종합 (4/4)

이행과제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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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실험계획수립방안제안 (1/4)

•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행 과제는 향후 2023년 12월까지의 종합적

인 실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실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인프

라구축이 필요할 것임

• 실험계획을 통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과정에서의 다

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학습데이터의 품질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시스

템 개발과 본격적인 업무 및 서비스 적용 단계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실험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데이터 및 기술들은 데이터 공유 체계

의 중요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실험의 단기적 성과는 중장기적 예산확보의 근거가 활용될 수 있음

• 한편, 직원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직원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인공지능 기

술과 관련한 업무 참여의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직원들의 다양한 실험계획 참여는 직원교육의 효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의 중요성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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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학습데이터
(Training Set)

업무 적용을 위한
데이터

➂ 자료 유형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 탐색

➃ 자료 유형별 내·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학습데이터 적용 방안 탐색

➁ 업무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적용 방안 탐색

시제품 개발 결과

시제품 개발 결과 기반의 주제어 추천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 방안 제안(1/3)

➀ 실험 적용하고자 하는 최적의 자료유형 대상의 탐색

8.3.5�실험계획수립방안제안 (2/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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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 결과 기반의 주제어 추천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 방안 제안(2/3)

➀ 실험 적용하고자 하는 최적의 자료유형 대상의 탐색

➁ 업무적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적용 방안 탐색

• 업무절차 상에 기술 도입이 가능한 자료유형을 결정해야 함. 우선적으로는 학습데이터 구축 및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용할 데이터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온라인자료의 유형별 목차, 초록, 표지, 원문 Fulltext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서지구축의 업무 난이도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복잡

성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에 따라 난이도를 설정하고, 각 난이도별 단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8.3.5�실험계획수립방안제안 (3/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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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 결과 기반의 주제어 추천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 방안 제안(3/3)

•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 연산속도, 경제성, 안정성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함. 따라서 알고리즘의 선
정 기준은 오직 정확성만을 우선해서는 안되며, 경제성과 연산속도 및 안정성 등의 상대적인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온라인자료의 특성에 따른 자료유형별 최적의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고, 필요한 학습데이터 규모와 구성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목적, 인공지능의 성능, 비용 대비 효과와 적용 대상들의 특성들을 고려한 최적의 알고리즘과 학습데이터의 구성 방

법을 탐색하는 방안이 실험계획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➂ 자료 유형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 탐색

➃ 자료 유형별 내·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학습데이터 적용 방안 탐색

자료유형 A

자료유형 B

자료유형 C

알고리즘

알고리즘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C

알고리즘 D

학습데이터

목차기반

표지기반

초록기반

Fulltext기반

메타데이터

Best Practice
도출

Best Practice
도출

8.3.5�실험계획수립방안제안 (4/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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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업무수행조직 (1/4)

2021.07 ~ 2023.12  Phase I Experiment

관장

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자료수집과
디지털정보이용과

WG I. 예산 및 행정지원, 전략 수립

총무과

WG II. 온라인 자료 자동화 실험

자료운영과 WG III. 데이터 서비스 실험

국가서지과

기획총괄과

WG IV. 학습데이터 실험(국가서지, 전거, 디지털 스칼라십)

고문헌과

WG V. 각 실험 단위별 기술 지원
전처리 기술 및 알고리즘 실험

정보시스템운영과

도서관 미래공방 PHASE I 총괄

NLK Labs

정책자료과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재 업무단위별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각 업무단위별 협업
을 통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8.2�로드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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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규 조직 및 인력 확보의 필요

• 데이터 플랫폼 운영 조직의 필요

•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조직을 통해 도

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들을 수행

하고 있지만,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내 별도의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

이터의 수집, 생산, 관리, 활용에 대한 업무의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

는 과단위 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

한 조직 신설(가칭 데이터 서비스과) 및 인력 확보 방안을 수

립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주도

하고, 도서관계는 물론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

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대외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8.3.6�업무수행조직 (2/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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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6.6  Phase II Enhancement

관장

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자료수집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총무과

자료운영과

국가서지과

기획총괄과

고문헌과 정보시스템운영과사서교육문화과

데이터 서비스과 Phase II 지능형 도서관 데이터 서비스 총괄

Phase II 지능형 도서관 전환 계획 이행

• 데이터 서비스과(가칭)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의 생산, 관리, 공유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능형도서관의 데이터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개발 및 구축 완료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각 부서에 도입하고 업무 및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능형 도서관 전환을 위한 계획을 이행함

8.3.6�업무수행조직 (3/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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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 2028.12  Phase III Evolution

관장

? ? ?

데이터 서비스과

Phase III 지능형 도서관 전환에 따른 조직 체계 변화?
•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이 안정화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단계에서는 지능형 도서관에 최적화된 새로운 업무 절차와 직

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 및 운영 체계의 개편을 추진함

8.3.6�업무수행조직 (4/4)
VIII.�국립중앙도서관의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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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현황 및 국내외 도서관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직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하였음.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주제어 추천, 대화형 질의응답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개발과정에서 확인

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에 근간한 기술 도입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능형도서관이라는 성공적인 전환의

성과를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 핵심 사항으로 제안하였음

• 또한,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함을 직원 및 전문가 면담과 시제품 개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었음.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으로 외부데이터와의 연계 및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외부 데이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

이 보유한 자원을 토대로 구축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대외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국가서지, 전거, 디지털 원문 등은 어느 기관도 갖지 못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유한 표준데이터로서 도서관계는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습데이터 구축을 단순히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외

적인 제공 및 활용 목적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누적된 학습데이터의 구축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의 업무 및 서비스 분야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물론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콘텐츠

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9.1�결론 (1/6)
IX.�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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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의 개발 결과, 업무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가능성이 확인됨

• 주제어 추천, 서지 질의응답 등에 적용된 딥러닝 기술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기존의 자연어 처리 등에 의한 기계학습 방식을 넘어 도서

관의 서지구축업무에 딥러닝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됨

• 특히, 소개글보다 목차 기반 학습데이터에서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왔다는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목차 DB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체계적인 목차 정보의 수집 및 구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최소 100건 이상의 동일 주제어가 포함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과 시제품에 적용된 학습데이터의 주제 분포가 균등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편중된 주제어 추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이 확인되었음. KDC, DDC 등의 주제분류 역시 대상 자료의 주제 분포가 특정 주제 영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주제 분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체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시스템 개발에는 학습데이터 구성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주제어의

분포를 고려하여 학습데이터 구축이 용이한 주제 영역을 선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주제어 추천 및 주제 분류를 해당 주제 영역에 시범적으

로 적용해볼 것을 제안함

• 서지 질의응답의 경우, 소개글 기반의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가 제시글에서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한 단순 질의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향후 학습데이터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학습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질의 처리가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필요

가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근현대 한국문학 혹은 아동문학 등의 원문 텍스트의 학습을 토대로 독서지도 등의 수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민원질의 챗봇의 경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이용자 경험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었음. 우선적으로는 체계적인 이용

자의 요구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9.1�결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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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자료의 서지구축업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적인 도입이 필요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 개편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변화를 준비 중에 있음. 하지

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자료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인력과 비용 측면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자료의 서지구축업무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국가서지구축의 업무 난이도, 자료유형

별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음

• 또한 독일국립도서관의 사례처럼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적합한 주제어 및 주제분류의 부여 방식을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현재의 오프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상세하고 정확한 주제분류 및 주제어 부여 방식을 온라인 자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자

료 탐색 과정에서의 주제분류 및 주제어에 대한 선호도와 검색 이용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융통성 있는 주제어 및 주제분류 부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의 주제적 접근성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중앙도서관 주

제명표목표의 어휘 체계 및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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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전략과의 연계가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스칼라십 및 오픈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결과들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

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음

• 하지만 데이터와 관련한 사업 결과물들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분산되어 부서 단위의 개별 성과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공유, 활용에 관한 통합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도서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 핀란드 국립도서관의 ANNIF의 사례는 주목할 만함

• 해외국가도서관의 사례와 전문가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데이터 선순환 체계의 구축은 함께 병행해

야 할 과제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의 구축은 인공지능 기술 전략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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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무리한 단기성과에 집중한 전략은 기술 도입의 기반 환경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현실성 있는 단기적 성과의 연속성 선상에서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임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전망 및 국가 도서관 종합 발전 계획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능형도서관으로의 전환이라는 의

제를 설정하고, 4E(Experiment, Enrichment, Enhancement, Evolution)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전략의 핵심 성공 요인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다양한 실험(Experiment)을 수행하고, 도서관의 자원들을 좀 더 풍부하게

(Enrichment) 함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전략적인 실험 설계와 실험에 의한 단기적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 계획의 이행을 위한 예

산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한 체계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서

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도서관으로의 전환 성과를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산

업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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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

• 시제품의 개발 결과 업무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가능성이 확인됨

• 온라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전략과의 연계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전략 수립의 필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만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데이터의 관리 전략이자 지능형 업무 및 서비스의 적용을 통한

도서관의 혁신적인 전환을 위한 변화의 총체로써 접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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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1/20)

1. 자기지도학습

○ 자기지도 학습은 기계가 사람의 지능이나 지식으로 학습하는 대신, 기계 스스로 대상을
인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 기술
○ 자기지도 학습은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 스스로가 지식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기술. 새
로운 학습데이터의 정제, 자연어 학습, 이미지 복원 분야에서 많이 사용
- 학습 데이터 정제: 학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정보를 군집화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
분 특징 조합, 인식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술.
- 자연어 학습: 무작위의 수많은 언어 데이터를 입력하고 단어 또는 문장들 사이의 상관관
계를 학습, 오타가 있는 질문을 사람처럼 감내하고 인식하거나 질문 형태를 인식
- 이미지 복원: 하나의 영상을 조각으로 나누고 섞었을 때 각각의 조각 옆에 위치할 조각을
찾는 문제.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하거나 주변부의 특징과 매칭되는 영상을 생성하는 분야
에 활용
○ 언어지능 모델에서는 기존의 구문분석 대신 End-To-End 학습 방법으로 BERT가 기술
주도
- 한국어 분야에서는 ETRI의 ‘한국어 BERT’ 모델
(https://aiopen.etri.re.kr/service_dataset.php)과 SKT의
‘KoBERT’(https://github.com/SKTBrain/KoBERT)가 주로 사용
○ 시각지능 분야에서는 주변의 영상 조각이 어떤 것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
으로 사물검출, 사물분류 등의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문제 해결에 기술이 활용
- 2010년도 초반 연구 초기 단계부터 출발하여 Supervised Learning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기술이 발전. 하지만. 연구개발 단계, 상용화 등의 단계로 가기엔 아직 연구가
더 필요
○ 자기지도 학습 기술의 활용 분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자율 주행자동차, 비
행 드론 등에서 활용 확대, 특히 알려지지 않는 특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전 센서에 활
용 가능성이 높음
○ R&D 추진과제
-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기주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출처: 손진희.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자기
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의 최신동향. 
KISDI outlook. 2000년 여름 Vol.2)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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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2/20)

2. 메타학습

○ 메타학습은 현재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가능케 하는 few-shot learning, 데이터 전처리, 학습 알고리즘 선택,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등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Auto ML 등에 적용

- 메타학습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

○ Auto ML
- 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출 방법, 알고리즘 선택,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등, 사용자가 개입해야 하는 요소들을 전부 데

이터만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자동화 하는 기술
- Google: Cloud AutoML
- Amazon: SageMaker (딥러닝을 위한 autoML toolkit)
- SigOpt, Auto-sklearn, H2O: AutoML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프로젝트/실리콘벨리 기업

○ R&D 추진과제
- 소량의 데이터 제한된 환경에서 학습방법의 학습이 가능한 메타학습 기술 개발, 
- 인간처럼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배움이 가능한 메타학습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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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 주요기술 (3/20)

3. 강화학습

○ 강화학습은 인간의 개입 없이 반복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습득하는 방법. 강화학습은 지능 에이전트(Agent)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시행착오 경험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당 데이터 속의
패턴을 학습하여 지능화하는 기계학습의 주요 기술분야

- 심화 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
- 게임 인공지능, Game AI 구글(딥마인드)
- 강화학습 표현력, RL Representation 강화학습
-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 Multi-Agent RL
- 모델 기반 강화학습, Model-based RL
- 모사학습, Imitation RL 강화학습

○ 강화학습 응용분야는 자율주행, 로봇 등 가상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과 순차적 의사결정 서비스의 핵심요소

- 모방학습 기반 신경망을 활용한 자율주행 (테슬라)
- 참고용 지도없이 낯선 환경에서 자율주행 가능한 모델 (페이스북)
- 학습자 진단, 분석,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튜터 (뤼이드)
- 민첩한 동작을 수행하는 4족 보행 로봇 인공지능 (구글)

○ 자율주행, 로봇 등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
가

○ R&D 추진과제
- 목적 지향 시각지능 생성 및 추론 기술 개발
- 복잡한 실세계 환경에서 다중 문제 해결을 위한 강건한 범용 강화학습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오픈소스 환경에 기반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진화
출처: 이승훈, 알파고(AlphaGo)탄생의 비밀 ‘강화학습
기반 인공지능이란?’LG경제연구원. 2017.12.6. 
https://blog.lgcns.com/1588)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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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기반 추론기술

○ 지식기반 추론은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논리 추론에 의한 지식 추출, 확장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 지식기반 추론은 지능로봇, 지능형 의료 서비스, 적응형 재난정보 제공, 대화 시스템 등에 적용 가능

○ 기계독해기술(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단락 수준의 기계 독해 기술 연구를 통해 대용량 텍스트 기반 정보 추출 및 추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 복합추론
- 미국 DARPA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와 함께 추론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예측. 2016년부터 인공지능 추론 기술 다각화 연구에 집중

투자

○ IBM은 추론 기술 기반 인공지능 질의응답 시스템 왓슨 (Watson)을 전면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

○ R&D 추진과제
- 인간과 같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 및 축적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술
- 멀티모달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복합지능 인공지능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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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식기반 추론기술

○ 상식기반추론은 상식을 수집하고 컴퓨터에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 컴퓨터가 상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
도록 돕는 인공지능 분야
○ 상식기반추론은 로봇과 인간의 협업, 결론을 설명하는 기계학습 시스템, 소셜 미디어 및 스토리 이해

- 소프트웨어, 대화 시스템 등에 적용.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형화된 형식의 commonsense knowledge와 상식 추론을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 진행

- 기호 논리를 기반으로 외부 상황을 인지하여 상식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추론하는 연구 진행
- 상식 추론을 기반으로 자연어로 구성된 문장을 기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거나 구성하는 연구 진행

○ R&D 추진과제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식을 체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론/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
- 멀티모달 정보로부터 상황을 이해하는 상식추론기반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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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6/20)

6. 실세계변화 적응기술

○ 자율 사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드론) 등), 질병 진단 시스템, 자율형 로봇, 질의응답 서비스, AI 스피커 등에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탐지,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상관관계로 인해 많은 계산과 분석이 필요한 실세계 현상에 대한 해석과 예측을 적정시간 내
에 도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새롭게 주어지는 비정형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문제들과 유사성을 분석하여 해결

○ 실세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얻어진 정보(데이터)에 대한 모델링 연구,상황 판단 관련 핵심 기술 연구 진행

○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
- 미국의 DARPA는 원거리 사람 추적 및 식별을 위한 HID (Human Identification at a Distance) 과제 수행, 걸음걸이 인식, 얼굴인식, 홍채인

식 등 기술 개발(`19)

○ AI 스피커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분야에서는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빠
르게 확산. 보다 자연스러운 AI-휴먼 인터랙션에 대한 기술 개발진행

○ R&D 추진과제
- 실세계 환경을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술
- 심층 학습 및 자가 지도 학습을 통한 실세계 복합 현상에 대한 이해·추적·제어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Google Duplex Process

출처: Google AI Blog(2018)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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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7/20)

7. 절차적지식

○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사실이나 사물에 관한 명시적 지식으로 기억과 추리과정이 요구되는(‘A는 B다’ 혹은 ‘A는 B의 원인
이다’) 반면,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추론,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등 특정 인지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및 행동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

- 텍스트 형태 정보로부터 절차 추출에 필요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
- 멀티모달 정보(텍스트, 비디오 등) 처리에 필요한 기계학습 기술
-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퀀스를 포함하는 미디어로부터의 절차적인 지식 추출 및 생성 기술(예, 자연어 설명 및 튜토리얼 등)

○ Microsoft는 비디오와 대본 정보를 이용하여 요리법을 추출하는 연구수행. 구조화된 절차적 지식(Structured Procedural Knowledge) 개념
사용

○ Adobe 는 기하적 최적화(Geometric Optimization) 기법을 이용 사용자가 지정한 물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D Tutorial 을 생성 연구 수행

○ R&D 추진과제
- 인공지능 기반 절차적 지식 융복합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306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1.�인공지능주요기술 (8/20)

8. 절차적지식

○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 역량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단 및 자가 개선하는 것

○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은 블랙박스 모델을 통해 보다 높은 정확도에 기반한 연구가 주. 점차 인공지능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

○ 인공지능이 스스로 수행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태스크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조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모사/에이전트 기반
학습 연구

○ R&D 추진과제
- 인공지능 기반 절차적 지식 융복합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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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9/20)

9. 평생학습

○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란 신규 데이터로부터 지속적
으로 스스로 학습하며, 과거에 배운 지식을 축적 및 유지함으로
써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습 기술

○ 평생학습의 개념은 Thrun과 Mitchell에 의해서 1995년경에
처음 제안 이후 여섯 가지 큰 영역에 걸쳐 평생학습에 관한 연
구 진행

- 평생지도학습
- 딥러닝에서의 평생 학습
- 개방 세계 학습(Open-World Learning)
- 평생 비지도 학습
- 평생 준지도 학습
- 평생 강화 학습

○ R&D 추진과제
-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을 상호보완하며 학습하는 인공

지능
- 스스로 성장하는 평생 기계 학습 기술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Learning without Forgetting
(출처 : Li Z., Hoiem D. (2016) Learning Without Forgetting. 

In: Leibe B., Matas J., Sebe N., Welling M. (eds) 
Computer Vision – ECCV 2016. ECCV 2016.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9908.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319-46493-0_37)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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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0/20)

10. 뇌인지 발달모사

○ 뇌인지 발달 모사 AI란 인간의 뇌인지 기능이 발달하
는 과정을 모사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한 인공
지능

○ 뇌인지발달 모사 AI의 최종 목표는 인간 수준 인공지
능의 구현.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직업적 수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범용 인공지
능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 진행

○ 뇌인지발달 모사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의 인간 뇌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하
게 진행

○ R&D 추진과제
-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기주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 인간 운동학습 및 발달의 뇌인지 메커니즘을 모사하여

정교한 움직임을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디지털 휴
먼 인공 신체-운동 지능(Artificail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
평가원

Machine Common Sense 서비스
(출처 : Gunning, David. (2018).) Machine common sense 

concept paper. arXiv preprint arXiv:1810.07528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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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1/20)

11. 연합학습

○ 중앙서버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하에, 다수의 클
라이언트/디바이스가 기계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
업하는 기술. 분산 데이터 상의 기계학습 문제에서 일련의
특성과 제약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우선
적 해결하기 위한 Federated Learning, 혹은
Collaborative Learning 기술을 통칭

○ 개인 정보의 노출·침해 없이 데이터의 활용 및 학습할
수 있는 연합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NVIDIA는
Clara를 활용하여 유전체 분석, 종양 검출 등에 활용

○ R&D 추진과제
-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반 연합학습

기술 개발
- 데이터 이질성, 디바이스 이질성에 강인한 연합학습

최적화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

평가원

Nvidia Clara Imaging
(출처 :Nvidia Clara Imaging, 

https://developer.nvidia.com/clara-medical-imaging)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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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2/20)

12. 설명 가능한 AI

○ AI(Explainable AI, XAI)는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이
유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
는 AI기술을 의미. 설명 가능한 AI는 판단 이유 및 근거 제
시를 통하여 AI 인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세계 인간·AI 협업을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

- 시각 분야는 설명 가능한 AI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
로, 설명 가능성을 위한 많은 기법이 제안

- 언어 분야 설명 가능한 AI 연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텍스트 분류 태스크에 적용, 텍스트 분류 결과에 대한 설
명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

-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융합한 설명가능성 연구 수
행 활발

○ 설명 가능한 AI는 딥러닝 모델 내부를 분석하는 도구로, 
향후 모델 견고성 평가 및 공정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활
용될 것으로 예상

○ R&D 추진과제
- 전문가 판단 증강을 위해 판단근거 제공
-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 방식의 설명가능성 제

공 기술 개발
- 전문가 판단 증강을 위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의사

결정 지원 AI 기술
- 다양한 설명모드를 이용하여 딥러닝의 판단결과를 설

명하는 기술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O)의 예시
(출처 :금융보안원. 2018.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소개. 금융보안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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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3/20)

13. 견고한 AI

○ 견고한 AI 분야는 AI 모델이 오동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연구로 AI 모델에 대한 취약성 연구와 AI 모델을 통해 데이
터를 추출하거나 공격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연구로 구분

- AI 모델의 취약성 연구 : AI 모델의 민감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데 기여
- AI 모델을 통한 데이터 유출 및 공격 방지 연구

○ AI 모델을 이용한 공격/탐지/코드 은닉 연구는 현재 연구 초기 단계로 타 인공지능 세부분야와 비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성숙된 상황이
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

○ R&D 추진과제
- 스스로 강인해지는, 회복, 통제가능 견고한 AI 기술
- 음성, 영상 등의 복합지능 정보를 이용한 견고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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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4/20)

14. 견고한 AI

○ AI 공정성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그램의 편향적 결과를 보여준 사례들에서 부각된 이슈. 공정(Fairness)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시
공정성이 성능과 역방향으로 설정되어 공정성이 예측 성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음. 공정성이란 개념은 영역 따라 다를 수 있어 영역마다 공정
성 개념을 확립해야 하며 이에 맞는 수학적인 Measure를 개발해야 함

○ 공정한 AI 연구 주제는 최근 3년간 주목받은 내용으로, 주로 글로벌 IT 기업(IBM, Google, Facebook) 위주로 공정한 AI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 R&D 추진과제
- AI 수요 맞춤형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정책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준수하는 AI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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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5/20)

15. 단일감각지능 고도화

○ 단일 감각 지능은 인공지능이 외부와 소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 기술. 딥러닝 기술 발전에 힘입어 최근 급격한 성능 향상. 다만
소수의 특정 작업을 제외하고는 인간 수준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기술 개발이 필요

- 단일 감각 지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감각 정보 센싱 능력과 지능적인 처리 능력 수반. 센싱 능력은 이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지능적 처리 능력이 단일 감각 지능 성능 향상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

○ 시각지능은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미지 분류, 객체 검출, 객체 분할, 행동 인식, 물체 추적, 초
해상도, 3차원 복원 등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왔고, 최근에는 기존 문제들에 더하여 객체 관계 인식, 캡션 자동 생성, 비디오 질의응답 등 보
다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에 딥러닝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 언어지능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한 기술로, 형태소분석 및 개체명인식과 같은 언어분석, 정보검색 및 기
계독해와 같은 질의응답, 문장 동의관계 및 함의관계 인식과 같은 문장 의미 추론, 기계번역, 요약 등 응용 별로 다양한 태스크 존재

- 딥러닝 적용 초창기에는 각 개별 태스크 별로 적합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여 적용. 사전학습 언어모델 기술의 등장으로 많은 태스크에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추세. 최근에는 서술형, 복합 근거형, 상식 추론형 등 보다 고난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진행

○ R&D 추진과제
- 비디오데이터 기반 스토리 생성 기술 개발
- 영상 인식 오류 최소화를 위한 피처 추출/융합 및 학습 기술 개발
- 영상의 시간적 공간적 상관관계 유추 및 정밀 분석 기술
- 혼합 (MR) 현실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초실감형 시네마급 4차원 영상 복원 기술
- 2D 비디오에서 4D (3D+시간) 영상 모델 생성 및 자유시점 복원 기술 개발
- 퓨삿 학습이 가능한 자연어 분석 기술
- 오디오 캡션 기술
- 음성대화 검색 기술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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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6/20)

16. 복합대화기술

○ 인간과 AI의 인터랙션 수단이 영상, 텍스트, 음성 등의 단일 모달 기반의 소통에서 진화하여, 음성,표정, 동작, 제스처 등의 두 개 이상의 복
합 모달리티의 통합적 맥락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융합 지능 기반 인공지능 대화 처리 기술 연구. 단일 모달로 성능의 한계를 보이는 AI와의 의
사소통에 복합 정보 활용 기술로 성능향상 및 대화 만족도향상을 기대

○ 사람이 컴퓨터와 편리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멀티 모달리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추세. 이에 따른 멀티모달리티 분석 및 표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복합대화 서비스 기술 연구 전망.

○ 상황 인지 기반 대화 중심 인간 로봇 교류 엔진 연구를 통해 복합 데이터 입출력을 통한 대화 관리와 대화 흐름 제어 기술 연구.

○ R&D 추진과제
- 사회성을 갖고 인간과 교감하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AI 기술
- 사회성 향상 및 심층 이해를 위한 멀티모달 기반으로 완전한 인간 모사가 가능한 복합 대화 모델링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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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7/20)

17. 에이전트간 협업기술

○ 에이전트 간 협업기술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들이 같은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른 인공지능을 인지하고 협업하는 기술
을 의미. 에이전트 간 협업기술의 가치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행동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현실 세계의 많은 AI들을 묶어주는 연결고리의 역
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

- 에이전트 간 협업 알고리즘은 대부분 ’중앙화된 학습, 분산된 행동(Centralized Training with Decentralized Execution)방식

○ 다중 에이전트의 협업 알고리즘은 다수의 로봇이나 무인 이동체를 활용하여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에서도 활발히 개발. 특히, 합의
기반의 작업할당 알고리즘(Consensus-Based Bundle Algorithm)을 활용하여 무인 이동체들이 자율적으로 임무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10여년
전부터 성숙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학습 기반의 임무 계획 수립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함

○ R&D 추진과제
- AI 자율성장을 위한 멀티 에이전트 기반 복합지능 강화형 오토씽커 기술개발
- AI 에이전트 협업기반 신경망 변이 및 지능 강화 기술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부록 1.�인공지능주요기술



316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1.�인공지능주요기술 (18/20)

18. 다중감각인지

○ 멀티모달(Multi-Modal) 입력기반 상황분석/이해/예측/판단: 인공지능이 여러 감각양식 정보를 처리하고 각 감각양식 간의 우세성 및 의존성
등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여 주어진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함

○ 멀티모달 소셜 인터랙션(Multimodal Social Interaction): Text, Speech, Video 등 멀티모달 정보 입력을 활용하여 감정 맥락(Emotional 
Context) 분석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성을 제고하는 기술 제안

○ R&D 추진과제
- AI 비대면화상회의 지원을 위한 다중감각 인지 기술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수어 번역 기술 개발
- 다중감각적 통합표상 알고리즘 기반 맥락이해 및 상호작용 시스템 개발 연구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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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19/20)

19. 행동지능

○ 사람의 마음과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사람에게 협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을 의미. 
- 행동지능은 사람 간의 사회적 교류 행동 모델을 근간으로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로봇을 통해 적합한 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으로 구성

○ 로봇이 처한 상황과 경험에 대한 인과 모델(Causal Model)을 구축하고 물리 현상과 심리 상태에 대한 직관적 이론(Intuitive Theories)을 현
실 세계와 연관하여 학습할 수 있는 상황 맥락 이해 지능을 구현하려는 연구 진행
○ 사회친화적 행위 계획은 로봇이 사람의 상황과 의도를 고려하고 사람이 해석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고 협
동 효율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인간-로봇 공존을 위한 사회 규범/윤리의 학습과 준수로 범위가 확장

○ R&D 추진과제
-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학습하고 향상시키는 AI 로봇 행동/소셜 지능 기술 개발
- 인간과 공존과 협업을 위한 로봇 자율 복합 행동지능 기술 개발
- 효율적 학습과 적응이 가능한 서버 연동형 로봇 기술 개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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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주요기술 (20/20)

20. 교감형 AI

○ 사용자의 의도와 감정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유대감 형성이 가능한 AI.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를 구현하기 위한 핵
심 요소 기술. 청각적, 언어적, 시각적 특징(음성, 텍스트, 표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이고 추상적인 정보(감정, 의도, 맥락)들을 이해하고 생성
하여 사용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

○ 교감 인공지능
- Report Ocean은 2020년 9월 발간한 ‘Artificial Intelligence-Emotion Recognition market’보고서에서 COVID-19로 인해 감정 인식 인공지능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감정인식 인공지능 시장은 2018년 8.1356 억 달러에서 2025년 18.9067 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CAGR) 12.8% 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삼성은 ‘20년 인간의 모습을 한 디지털 아바타 Neon을 공개함.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없으나, 딥러닝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 내에서 인간과
매우 흡사한 아바타를 구현하여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감정과 지능을 표현 가능한 수준.

○ R&D 추진과제
- 질문하면서 성장하며 개별적인 개성을 갖는 에이전트 기술
-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연어 이해를 통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극사실 품질의 디지털 휴먼 개발
- 단일 및 멀티모달 내 감정 분석 기술을 통한 감정적 대화 생성 시스템

출처: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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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및 지능형서비스도서관국내적용사례

1. 이순신 도서관 ‘AI 로봇’

○ 로봇이 선반 배열 형태에 맞춰 정확히 도서를 스캔하며 도
서관 곳곳을 돌며 잘못된 도서의 위치들을 찾아 실시간으로 화
면에 표시
○ AI알고리즘을 통해 수만여 권의 도서를 점검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은 단 6시간 걸리며 1년에 한 번도 수행하기 힘든 장서
점검을 AI로봇이 대신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뿐 아니라 업무
환경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
○ 장착된 센서가 시민들의 동선을 감지해 로봇 스스로 충돌
사고도 예방

이순신도서관 AI 로봇 자료화면
*출처 : AI타임즈. 2020. AI로 명품도서관 되고 있는
이순신도서관 “로봇이 책 위치 찾아요”. 

2. 빅데이터 기반 도서추천서비스 ‘키오스크’

○ 빅데이터 기반 도서추천서비스는 인공지능 키오스크에 이
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관심사 등을 입력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
○ 43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책 추천 서비스를 선보이
며, 추천 도서 세부 정보와 대여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해 주고
실시간 문자메시지(SMS)로 서가 위치도 알려줌
○ 현재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 도입 중

부록2.�인공지능및지능형서비스도서관국내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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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및 지능형서비스도서관국내적용사례

3. ALGO(Automated Library GO)’

○ SK텔레콤이 최근 사내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 'T-라이브러리' 내 '출
입 기반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 ALGO(Automated Library GO)'을 도입
○ ALGO는 SKT Corp2센터와 AIX센터 Security Labs, AI 서비스단 AI 기
술 Unit이 협업해 만든 시스템으로, 출입구에서 구성원의 얼굴과 책을
자동으로 인식
○ 대여한 책을 반납할 경우 ALGO 앞에서 빌린 책을 들고 서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빌린 책이 없다면 구성원 얼굴인식 후 자동으로
개문
○ RFID 안테나는 T-라이브러리 내 도서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기에

사람이 직접 책을 대출기에 태그 할 필요 없음
○ ALGO 내 얼굴 인식 시스템은 구성원의 기분을 파악하는 '오늘의 표

정' 기능이 탑재되어 안면 인식 카메라 앞에 선 사용자의 입 꼬리를 인
식해 '웃음', '무표정', '슬픔'까지 3가지 이모티콘으로 대답

SKT 도서관의 ‘ALGO’의 모습
*출처 : 뉴데일리경제. 2020. SKT, 사내 도서관 T-
라이브러리 내 'ALGO' 도입

4. 큐아이

○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시해설 및 안내 서비스를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큐아이'를 선보임
○ 인공지능 기반의 '큐아이'는 자율주행과 다국어(한·영·중·일) 

안내 및 음성 채팅이 가능해 전시를 상세하게 소개
○ 도서관 시설 및 공지사항 안내, 사서 추천도서 관련 정보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국 도서관의 인기 대출 도서 정보도 소개 가
능
○ 내장된 질문 뿐 아니라 학습을 통해 관람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로봇 ‘큐아이’
출처 : 인터뷰365. 2019. 도서관 안내 로봇
등장...국립중앙도서관, 전시 해설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 선봬.

부록2.�인공지능및지능형서비스도서관국내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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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 읽어주는 도서관’

○ LG유플러스가 '책 읽어주는 도서관'과 시각 보조앱 '설리번+' 등 시
각장애인 전용 AI서비스를 개편
○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도서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 편리성을 대폭 향상
○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특정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도서

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음성도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다시 듣기, 페이지 수 안내, 책갈피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성도
개선
○ 음성도서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여 12개 분야 총 11,000여 권의 도

서를 제공
○ AI 시각보조앱 ‘설리번+’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

어 총 5개 국어 버전이 추가된 안드로이드 전용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
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시각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제공

LG상남도서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출처 : 조선Biz. 2018. LG유플러스, 시각장애인용
AI서비스 '책 읽어주는 도서관' 출시

6. 국회도서관 아르고스 & 번역 AI

○ 국회도서관은 의회 정보 분석 시스템 '아르고스'를 활용하여 국
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해 이를 빅데이터, AI와 연계해 맞춤형 입
법 지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 지금까지의 국회도서관 입법 지원 기능의 특징은 간행물 중심
입법 정보로 개별 국회의원이 문의해야만 답하는 획일적이고 수동
적
○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외부 여론을 통한 입법 과제를 발굴
하고 이를 보고서, 논문 등 내부 전문 자료와 연계
○ 추출된 이슈 키워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 제공해서 여론
동향을 파악해 국회의원별로 다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사용자
가 원하는 내용을 직접 분석
○ 국회의원 맞춤형 정보를 목표로 300명에 이르는 개별 국회의원
의 특성과 관심사를 파악하여 저서, 발표문, 관심 분야, 입법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지원 및 의안 제목 형태소 분석, 제안 이유 본문
전체에 대한 빈도 분석도 가능하며 세미나, 토론회의 자연언어처
리 분석 등도 실시 가능함

○ 국회도서관과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
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
○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법률 번역 자료를 보
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네이버 측에 제
공하고,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일본법 분야에 특화된 인공
지능 번역시스템을 개발
○ 국회 내에 실시간 법률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최소 3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던 번역서비스 기간도 대폭
단축
○ AI를 활용한 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는 일정 기간 국회 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
출처 : 대한뉴스방송. 2020. 국회도서관-네이버, 일본법 번역 AI 개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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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포중앙도서관 ‘IoT 기기’

○ 마포중앙도서관에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도
서관의 열람실과 주차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 각 층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하여 이용자와 차량의
방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여유/보통/혼잡 등 3단계 수준으로 구분 후
안내
○ 열람실의 경우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센싱 기술을 활용해 이용객의
실별 체류시간, 이용률, 동선, 재방문율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한 후 열람실별 이용 밀집도 표시
○ 안내서비스는 도서관에 층별로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종합정보안내
시스템)와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스마트폰 마포구립도서관 어플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마포도서관의 IoT 기기
출처 : 시사경제신문. 2019. 마포중앙도서관, IoT
기술로 공공도서관 혼잡도 정보 제공

8. 강서구 스마트도서관 ‘IoT 기기’

○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 형태의 무인화기기로 강서구립 도서관 회원
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500여권의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시간에 상관없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기계 하단부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전용 키패드가 별도로 구비
○ 도서는 1인당 최대 2권, 14일 이내로 대여가 가능하며 반납은 대출
받은 스마트도서관에서만 가능하며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전
설치해 함께 운영

강서구 스마트 도서관 앞 IoT 기기
출처 : globale. 2020. 강서구, IoT기술 적극 활용...구청
앞 스마트도서관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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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도서관 - BookBot

○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도서관은 원격으로 제어
되는 자동 도서대여 및 반납 시스템인 ‘BookBot’을 도입
○ 도서 정보를 기입하면 ‘BookBot’은 5분 내로 기입된 도서를
프론트로 보내는 기능 보유
○ 기존의 도서배치 형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도서가
중앙 집중식으로 보관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가능
○ BookBot’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대출, 반납 같은 전통적 작업
은 기계에 맡기고 사서는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작업
을 수행 가능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도서관
출처 : ZenMaster. 2019. AI幫你找書 · 還書一智慧圖書館時
代來臨 · 還書也不用出門. 
<https://www.zencosmos.com.tw/2019/07/science/1948
3/>

2. 일본 지바 현 후나 바시시 도서관 - ELCIELO

○ KCCS 제공하는 공공 도서관 시스템 ‘ELCIELO’는 이미지 분
석 AI를 조합 한 ‘AI 장서 점검 시스템’으로 도서관의 서가 일면
을 촬영하고 촬영 한 선반의 표지 데이터와 ‘ELCIELO’에 등록된
선반 범위의 장서 데이터를 이미지 분석 AI로 가져와 매칭 분석
○ 장서점검을 실시할 때 수동으로 점검하지 않고 선반 단위로
장서점검을 할 수 있음

후나 바시시 도서관 ‘ELCIELO’
출처 : AINOW. 2020. AI活用で書架を撮影するだけで蔵書点
検、ドローンの活用で無人化も ―千葉県船橋市の図書館で
AIが試験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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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신뎬 초등학교 - 북 드림 홀

○ 신뎬 초등학교 AI 도서관 "드림 홀"은 의 AI 얼굴 인식 기능
을 통해 기존의 도서관 카드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최신 기술
보유
○ 도서관 카드를 챙기지 않아도 학생들은 직접 얼굴을 스캔하
여 읽고 싶은 책을 대여 가능
○ 대출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독서활동 증진에 기여

‘드림 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
출처 : 新北市政府. 2020. 教育新聞-
新店國小AI圖書「夢想館」落成 刷臉借書超方便. 

4. 일본 전기 통신 대학 UEC - Agora

○ Agora는 전기통신대학도서관에서 실험되고 있는 AI로 AI에
의한 도서관 환경 구성과 자율적인 상호작용 서비스를 목표
○ AI에 의한 도서관 환경 구성은 예를 들어 이용자가 프레젠
테이션을 실행 시 프로젝터의 전원이 켜지고 전동 스크린이 내
려지며 조명이 어두워지는 등의 조치가 이용자의 추가 조치 없
이 AI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
○ Agora의 향후 목표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자동 제어 할 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빛, 온도 등 인간의 오감에 작용하는 요소를
조절하여 학습 환경을 이용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변화
○ AI에 의한 자율적 인 상호 작용 서비스는 이용자의 학습 진
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AI가 자율적으로 할 것을 목표. 
예를 들어, 학습 수준에 따라 적절한 자료 (도서 · 논문 등)의 권
장 사항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등 자율적
인 정보 서비스 제공

UEC의 ‘Agora’
*출처 : BOOKS KINOKUNIYA. 2018. 図書館とAI研究：電
気通信大学 UEC Ambient Intelligence 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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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마운틴 뷰 공립 도서관 – BookBot robot 

○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 밸리의 마운틴 뷰 공립 도서관에서는
‘BookBot robot’을 도입
○ 이 로봇은 도서관 외부로 나가 이용자들이 예약한 대출, 반
납 서비스를 수행 가능
○ 무인자동차처럼 도시 경로를 스캔하여 이동하고 책 배달
서비스를 마친 후 자동으로 도서관에 복귀

운행 중인 ‘BookBot robot’
*출처 : ZenMaster. 2019. AI幫你找書 · 
還書一智慧圖書館時代來臨 · 還書也不用出門. 

6. 일본 후나바시 공립 도서관 - IBIS

○ 일본 지바 현에 있는 후나바시(船橋)시는 리베라웨어
(Liberaware)와 교세라커뮤니케이션시스템(KCCS)가 공동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 도서관에 인공지능 장서점검 시스템
을 구축
○ 리베라웨어의 소형 산업용 드론인 ‘IBIS’를 이용해 도서관
내부를 자율 비행하면서 장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 장서점검
시스템과 연동해 도서관장서 관리 업무를 자동화
○ IBIS는 드론의 크기가 작아 도서관 같은 실내 공간에서 비
행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

운행 중인 ‘IBIS’
출처 : 로봇신문. 2020.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도서관 장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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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버지니아 주 크리스천스버그 학교 도서관 – 구글 윙

○ 버지니아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소도시 크리스천스버그의
한 공립중학교 도서관 책을 학생들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 드론으로 책을 배달받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달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600여 명으로 학생들이 구글
양식에 맞춰 주문을 하면 도서관 사서가 해당 서적을 찾아 포장
한 뒤 윙 배송센터를 통해 배송 시작

운행 중인 ‘구글 윙’
*출처 : 한겨레. 2020. 도서관 책도 드론으로 배달해 줍니다. 
발급기 설치

8. 일본 - Keb_bi

○ 비접촉으로 대출 가능한 도서 셀프 대출 로봇 ‘Keb_bi’
○ 코로나 바이러스 · 안티 바이러스에 대응. 화면 터치를 없
애고 음성 인식에 의한 탐색 기능 · 바코드는 비접촉 스캐너를
채용, 사람과의 접촉 기회 밀도의 감소를 도모하고, 대출 반납
업무도 비접촉으로 기능

비대면 로봇 ‘Keb_bi’
*출처 : 圖書館總合展. 2020. 日本初！！！
∼非接触型貸出ロボット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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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도쿄 도립 중앙 도서관 - CLOVA Chatbot

○ LINE이 제공하는 'CLOVA Chatbot'는 도쿄 도립 중앙 도서관
의 AI를 이용한 채팅 봇에 의한 자동 응대 공동 실증 실험에서
활용되는 서비스에 채용
○ ‘CLOVA Chatbot’은 최신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대화 엔진을 갖춘 AI 채팅 봇
으로 레퍼런스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대
○ 방대한 장서로 인한 사서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성
을 높임을 목표
○ 도서관 이용자는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있는 LINE 
어플에서 도립 중앙 도서관의 계정을 친구 추가하면 학습 조사
연구에 관한 조사나 상담, 도서관 이용에 관한 문의를 채팅방을
통해 문의 가능
○ 24 시간 자동 응답이 가능한 AI 채팅 봇은 그동안 도립 중
앙 도서관이 받은 문의 내용이나 찾고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질
문에 대해 학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

‘CLOVA Chatbot’ 사용 모습
*출처 : ケータイ Watch. 2020. AIがLINE上で調べものをサ
ポート、図書館の一部サービスが自宅でも利用可能に. 

10. 대만 Gaoyuan 과학 기술 대학교 - AI Wisdom Push Book

○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독자의 나이에 대해 학습하며
성별, 기분, 특성. 독자의 기분을 파악해 기분에 맞는 신간과 좋
은 책을 추천하는 서비스 제공
○ AI Wisdom Push Book은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통해 학습해
이용자의 기분을 분석
○ 날마다 다른 이용자의 기분에 따라 알맞은 도서 추천 서비
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추구

‘AI Wisdom Push Book
출처 : PEOPLE. 2018. 人工智慧應用於圖書館
高苑科大開發「AI智慧推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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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국 Bartholomew Public Library - LIBRO

○ Bartholomew Public Library는 수천 개의 카탈로그를 즉시
스캔 할 수 있는 ‘LIBRO’ 음성 기반 AI 플랫폼을 사용
○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오디오 북 및 기타 모든 전자 자료는
도서관과 원격에서 모두 이용 가능

‘Bartholomew Public Library’
*출처 : ConverSight.ai. 2018. The Evolution of 
Technology in Public Libraries. 

12. 일본 토시 마구 시립 중앙 도서관 - 시각보조 AI 안경

○ 일본 토시 마구 시립 중앙 도서관에서 AI를 탑재 한 시각 지원
장치를 도입
○ 안경에 설치해 손가락이 자유로울 뿐만 카메라가 문자를 인식
하여 합성 음성으로 읽어주는 장치로, 점자로 발간되지 않는 잡지
자료까지 학습 가능
○ 혼자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기기의 가벼움과 AI 탑재 기능으로 인해 정확도 높은 읽기 기술
로 인해 범용적인 활용도를 선보이며 여러 분야에서 쉽고 빠르게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
○ 노화로 인한 시력이 나빠지는 노장년층에게도 양손을 자유롭
게 사용가능하면서 이용할 수 있기에 활용하기 좋음
○ 기존의 OCR (광학 문자 인식 장치)에 비해 훨씬 읽기 정확도가

높으며 지나다니는 사람을 인식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

시각보조 AI 탑재 안경
*출처 : JICHITAITSUSHIN. 2019. AI搭載機器が実現する、
視覚障害者の「読書バリアフリ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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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스트레일리아 NSW 주립 도서관 - TIGER

○ NSW 주립 도서관에는 약 4 백만 개의 디지털 파일이 소장
되어 있으나 이러한 파일 대부분을 자세히 분류하는 것은 불가
능.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자료를 찾으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하
며 찾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더욱 난관이 발생
○ TIGER는 인공 지능(AI)을 사용하여 이미지 컬렉션에 대한
설명 키워드 태그를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TIGER는 탐사 및 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이미지 태그 지정 기능
보유
○ 세 가지 다른 기성 태그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실행하여 각 파일에 대한 태그 목록을 생성
○ 태그 목록에서 각 키워드에는 단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표시하여 숫자가 높을수록 용어가
정확해짐

TIGER’로 분석하는 이미지
*출처 : STATE LIBRARY. 2020. TIGER: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discover our collections

14. 미국의회법률도서관 - 챗봇

○ 미국의회법률도서관(Law Library of Congress)은 2017년부터
도서관의 법률자료 이용, 참고면담, 외국 법률자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챗봇을 제공하고 있음
○ 텍스트 형식의 간단한 질의에 관한 응답은 가능하나 기본적으

로 규칙 기반의 챗봇의 형식을 갖고 있어서 이용자의 복잡한 질의
를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복잡한 질의는 ‘Ask a librarian’
서비스로 연결해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돕고있음
○ 의회법률도서관의 챗봇은 이용자의 질의를 제한된 언어로 표

현하기를 요구함. 이용자가 ‘Get started’를 눌러 챗봇을 시작하면
Yes 혹은 No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어떠한
법률정보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는가를 찾아냄

미국의회법률도서관의 챗봇
출처: Law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20.08.14.] <https://www.loc.gov/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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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어바인(irvine)도서관 - 챗봇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ANTswers’라는 챗봇을 제공함. 
‘ANTswers’는 도서관 이용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음
○ 키워드 형태의 이용자 질의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자

료 이용, 시설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하고 있음. 
‘ANTswers’는 도서관 관련 질의를 처리하는데 80%의 정확률을
보여줬으나 책을 찾는 방법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질의라는 한계
가 존재함

캘리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도서관의 챗봇 ‘ANTswers’
출처 : UC Irvine Libraries. [online]. [cited 2020.08.21.]. 
<https://www.lib.uci.edu/antswers>

16. 영국국립도서관 - Flickr Commons

○ Flickr Commons에 존재하는 영국 도서관의 컬렉션 수백만 개
의 공개 도메인 이미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이를 탐색하고
재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 이미지는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의 디지털화 된 자료로 약

1,000,000 개 이상으로 건축, 무력 분쟁, 식물학, 건물, 지도 제작, 
아동 도서, 의상, 디자인, 패션, 역사, 악기, 자연, 과학, 타이포그래
피, 빈티지, 세계지도, 세계 대전 등 다양한 주제를 보유

Flickr Commons
*출처 : British Library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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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국 볼턴(Bplton)대학교 – 챗봇

○ 볼턴(Bolton) 대학교의 정보학습기술팀은 학생들에게 학습 및
평가 자료의 제공과 학생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한 챗봇인 ‘Ada’를
서비스하기 시작함. ‘Ada’는 학생의 자연어를 처리하여 학생 서비
스, 교통, 취업 정보, 대학지원 절차, 시험 등의 정보를 제공
○ 학생들이 불만이나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경우, 
‘Ada’는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페이지, 선생님에게 개인 메시
지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여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 볼턴 대
학교의 구성원들만 이용할 수 있음

영국 볼턴 대학교의 챗봇 ‘Ada’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 2019 학술정보 글로벌 동향』.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1584

18. 미국의회도서관 - Newspaper Navigator

○ 오래된 신문을 검색 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반 이미지 기반 도구
인 Newspaper Navigator는 기계학습을 통해 누구나 1600 만 개 이상
의 스캔 된 신문 페이지에서 역사적인 이미지를 찾는 기능을 수행
○ Newspaper Navigator는 LOC의 기존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

트를 기반으로 지도, 만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화 된 신문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
인식 모델 구축
○ 광학 인식 기술(OCR)을 사용하여 170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

라가는 방대한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를 검색 가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능을 도입

○ 검색 도구를 온라인으로 제공 하는 것 외에 추출된 시각적 콘텐
츠를 Github(https://github.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전 패키
징 된 데이터 세트(https://github.com/LibraryOfCongress/newspaper-
navigator)로 출시

Newspaper Navigator
출처 : DPREVIEW. 2020. Library of Congress launches 
AI-powered, image-based Newspaper Navigator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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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기술의기업체적용사례 (1/3)

1. 아마존웹서비스(AWS)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중심의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 제품을 기반으로 전문 AI 서비
스 상당 부분이 구축

- 아마존 에코는 AI 비서 알렉사를 통해 가정으로 투입. 알렉사의 비즈니스 버전 렉스, 텍스트 음성을 변환하는 폴리, 이미지 인식 서비스
리코그니션 등이 AWS의 1차 AI 서비스

2. 구글(GOOGLE)

○ 구글 클라우드는 강력하고 반복 가능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모니터링, 감사(Auditing), 버전 추적 및 재현성과 함께 견고하고 반복 가능
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배치하고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 준비가 쉽고 설치가 용이하며,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인 '클라우드 AI 플랫폼 파이프라인(Cloud AI Platform Pipelines)'의 베타버전을 지난 11일 오픈 소스로 발표

-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는 데이터 준비 및 분석, 교육, 평가, 구축 등 서로 의존성이 있는 많은 단계가 포함.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스크립
트 세트에서, 감사와 재현성과 같은 것들은 점점 더 문제 발생

- AI 플랫폼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GCP 서비스와 통합된 구조화된 ML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실행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와 파이
프라인과 구성요소를 구축, 디버깅 및 공유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도구 세트 보유

3. 삼성(SAMSUNG)

○ AI 연구를 가속해 전 세계 사용자들의 삶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비전과 그래픽(Vision & Graphics), 음성과 언어(Speech & 
Language), 로보틱스(Robotics)와 같은 전통적인 AI 분야는 물론, 온 디바이스 AI(On-Device AI), 건강과 웰니스(Health & Wellness) 분야 연구
에 주력

-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로봇청소기 ‘제트봇 AI(JetBot AI)’신제품 개발
- 제트봇 AI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솔루션(Intel® Movidius™)를 탑재한 로봇청소기로 자율 주행 능력이 대폭 개선되어 기존 로봇청소기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주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사물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라이다(LiDAR) 센서와 3D 센서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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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기술의기업체적용사례 (2/3)

4. MS(MICROSOFT)

○ MS는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ㆍITㆍAI를 융합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윈도우와 함께 윈도우폰, 디지털 비서 코르타
나, 10대처럼 말하는 챗봇 조를 연계 가능
○ MS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봇 서비스, 머신러닝, 인지 서비스 등의 AI 서비스를 판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s), 쉐어포인트(SharePoint), 원드라이브(OneDrive)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서비
스와 통합이 강화된 새 버전은 고객이 ‘팀즈’를 이용해 AI 프로젝트의 변경사항을 직접 추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켓플레이스(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판매 중인 ‘데이터이쿠 7’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기술 프로파일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성 향상 기능을 제공한다. 강화된 깃(Git) 통합 기능, 통계 분석 전용 EDA 인터페이스, 화이트박스(white-box) AI 촉진을 위
한 로우레벨(row-level) 설명 기능 등이 대표적

5. 카카오(KAKAO)

○ 국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들과 동반 성장하면서 AI 플랫폼 생태계를 키워나가 10년 후에는 반드시 글로벌 인공지능 거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아니 뛰어넘는 것을 목표
○ 매일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해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과 고도화된 AI 엔진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 생태계를

갖춘 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한 점 등이 장점
- AI 스피커 시장 공략을 위해 ‘미니 헥사’ 출시 예정
- 카카오의 AI 스피커는 카카오톡·택시 호출·콘텐츠 재생·사물인터넷(IoT)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할 수행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이용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6. 알리바바(Alibaba)

○ 아시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AI를 위한 정교한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공. 이 플랫폼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각적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다양한 부가기능을 클라우드에 끌어다 놓고 AI기능을 조립
○ 어떠한 잡무도 처리할 수 있는 수많은 알고리즘 컴포넌트를 포함, 사전 구축된 솔루션을 사용 가능

- 고객 서비스 로봇 '뎬샤오미(店小蜜) 3.0' 발표회를 갖고 첨석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뎬샤오미는 일종의 가상 로봇으로, 알리바바가 여러 기
업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고객 서비스 로봇

- 마케팅 능력, 서비스 능력, 산업 분석, 생방송 쌍방향 소통, 멀티 매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24시간 휴일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
도 장점

- 고객에 제시한 가격, 컬러, 기능 등 상품의 속성 정보에 근거해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으며 매칭되는 상품을 추가로 적극적으로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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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기술의기업체적용사례 (3/3)

7. IBM

○ IBM은 1950년대부터 AI분야에 발을 들여 AI 인지 서비스, 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분석,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계한 스
케일아웃 시스템 등 최근 몇 년간 IBM 왓슨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IT 인프라의 이상을 실시간으로 자율 감지하고 진단,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하는 새로운 솔루션, ‘IBM 왓슨 AIOps
(IBM Watson AIOps)’를 공개

- IBM 왓슨 AIOps를 통해 기업은 인프라 레벨의 자동화를 도입 가능하며 이번 솔루션은 레드햇 오픈시프트의 최신 릴리스를 기반으로 하이
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음

- 슬랙(Slack), 박스(Box) 등 분산 업무 환경과 연동 및 매터모스트, 서비스나우 등 기존 IT 모니터링 솔루션과도 함께 사용 가능

8. 애플(APPLE)

○ 애플은 지속적으로 AI기업을 인수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향상 도모. 최근 저전력으로 이미지 인식 AI를 구동하는 기술을 갖춘 엑스노어를
인수하며 한편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 중인 캐나다 머신러닝 스타트업 '인덕티브'를
인수

- 애플이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시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능 개선을 목표
-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홈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음성 지원이 보편화되면서 시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예를 들어 지난해 6월에 출시된

애플의 iOS 13 소프트웨어는 시리와 관련해 몇 가지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보다 자연스러운 소리, 사파리(Safari) 및 팟
캐스트(Podcast)와 같은 앱에서 더 많은 인텔리전스 및 메시지의 대화를 기반으로 미리 알림을 만들도록 제안하는 기능 등이 포함

9. 테슬라(TESLA)

○ 테슬라 주식회사(영어: Tesla,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기반을 둔 미국의 전기자동차와 청정 에너지 회사로 로켓, 전기자동
차(EV), 배터리, 태양 전지 패널 등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에 대한 영역을 넓힘
○ 테슬라가 자동 운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칩을 독자적으로 개발

- 용량에 따라 테스라 자동차가 인간보다 적어도 10 배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시기를 앞당기며, 이는 테슬라의 자동 운전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더 빨리 구하게 될 것이라 주장

- 처리 능력이 높아질수록 시스템의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며, 신뢰성은 자율 주행 차량에게 극히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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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1/8)

1. 의료 & 헬스케어

○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 급성장 예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16년 기준)
-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5년 71.3백만 달러(약 800억 원)에서 ’20년 754.7백만 달러(약 8,4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5년 17.9억 원에서 ’20년 25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에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 ’17년 기준)’12년부터 ’16년 8월까지 총 14억 4천 6백만 달러(약 1조 6,716억 원) 투자했으며 지속적 증가 추세

○ AI 협력 의료지능: 의사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병을 인공지능이 함께 진단하여 사고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의사 AI 협진 서비스로 발전. 

○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적용분야는 <표 3> 과 같음

○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환자중심 협진지능: 한 명의 의사가 여러 환자들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허브병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문 인공지능 의사들이 한명의 환자를 위해 협진하는 환자중심

의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로 발전
- 수평적 병원지능: 다양한 전문 분야로 특화된 병원의 의료지능들이 서로 협진하여 환자의 복합 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의료지능 협업 의료 서비

스로 발전

○ 약물 처방 오류 탐지 AI
- 건양대학교병원은 ‘인피니그루’와 함께 축적된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약물 처방 오류 탐지 서비스를 개발
-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할 때 경고를 해서 처방 오류를 막는 서비스 제공
- 엄청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별, 연령, 질환, 상태 등을 염두에 두고 특정 환자에게 어떻게 약물이 처방되는지 AI를 학습시켜 특정 환자에게 평소 패턴과

는 다른 잘못된 처방을 할 때 곧바로 경고함으로써 처방 오류를 점검하고 나서 곧바로 교정가능
- 균등한 의료 서비스: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급되는 현재 의료 서비스와 달리 일반 병원에서도 세계 유명 전문의의 의료지능

을 활용할 수 있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
- 의료품질의 지속적 성장: 환자 전주기적 의료 서비스를 위해 글로벌 허브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지능들이 다자간 협력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서비스로
발전

○ 에뮤(EMIEW)
- 히타치제작소가 출시한 신장 약 90㎝의 자율주행형 커뮤니케이션 로봇으로 자율주행 이동하며, 다국어 음성 대화 기능 및 배터리 자동충전이 특징
- 오피스 빌딩이나 병원 및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낮에는 안내업무, 밤에는 경비업무 역할을 하며 인력 부족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

○ 코뮤(CommU), 소타(Sota)
- 바이스톤과 NTT 그룹이 공동 개발한 신장 약 28㎝의 소형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 대화뿐만 아니라 몸짓, 손짓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으며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 가능
-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등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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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외 기업 내용

질병

진단

IBM

- 종양학 전문 인공지능 의사, ‘왓슨 포 온콜로지(Waston for Oncology) 개발

-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Memorial Sloan Kettering) 암센터에서의 학습을 기반으로 의사들이 암환자들에게 데이터에 근거

한 개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하도록 지원

Google
- 복수의 안과질환을 정확하게 판별 가능한 기술 개발

- 3차원 영상인 빛 간섭 단층촬영(OCT)으로부터 다양한 안과적 비정상 영역을 딥러닝 모델로 정확하게 분할하여 판별

Enlitic
-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 판정 시스템 개발

- X-Ray, CT, MRI 등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 특정 환자의 예방 치료 및 진단에 활용

예측

Microsoft

- 애저 머신러닝(AZURE Machine Learning) 프로그램을 활용한 ‘MAIL(Motion cap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ed Liposuction)’ 개발

- 지방흡입수술 시 집도의의 움직임을 분석, 동작을 저장하여 수술 결과 패턴 분석을 통해 지방흡입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 최소화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가능

셀바스AI
- 대상자가 향후 걸리게 될 성인병을 예측하는 시스템 ‘셀비체크업’개발

- 국민건강보험을 보유한 51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 당뇨, 6대암, 치매 등의 발병확률 제공

개인맞춤형

센스리
- 퇴원 후 집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음성인식 기술 활용 인공지능 간호사 서비스 ‘몰리(Molly)’개발

- 인공지능 지원 방식의 원격의료 플랫폼 제공이 주요 특징이며, 혈압 측정 및 원격진료 일정관리 제공

필립스
- 스마트폰으로 환자 정보를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 솔루션 개발

-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건강관리에 활용 가능

네오팩트
-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 재활을 돕는 솔루션 개발

- 치료사 없이 인공지능이 환자 맞춤형으로 강도를 조정해 재활훈련 보조

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2/8)

의료 &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형태

출처 : 박해경. 인공지능(AI) 헬스케어산업현황. 서울: 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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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3/8)

2. 지식서비스

○ 행정 AI
- 광주광역시의 ‘1기관 1AI 정책’ 발굴은 행정이 산업사회의 대면행정을 벗어나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민 편의성 제고,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이끌

어내기 위해 추진
-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서 위

치, 회의·행사 정보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 조직도’를 형성
- AI 기반의 교통·대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주민조례,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일자리경제실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5G 솔루션 도입, 보급형 5G 단말기 보급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5G, AI 스마트공장 전환의 기반을 마련
- 인공지능산업국은 연말까지 자치구 보건소와 빛고을건강타운에 AI의료지원플랫폼 및 빅데이터플랫폼, 고령자 건강관리 실증장비를 도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시민안전실은 AI기반 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재해 예측·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
- 복지건강국은 올해 AI·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ICT활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
- 여성가족국은 AI 기반 미혼남녀 인연 맺기 플랫폼을 개통하는 한편 가임기 여성 및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성공률 향상을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
- 환경생태국은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 미세먼지 등을 분석해 도시계획 등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
- 교통건설국은 수집한 교통정보를 토대로 교통신호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해 혼잡도를 개선하는 AI 스마트 교차로를 선보이고, 택시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발
- 자치행정국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스크린 터치를 이용해 각종 청사 정보를 알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

○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
- AI 변호사인 국내 리걸(legal) 테크 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는 노동법 전문 AI로 근로계약서 분석에 특화
- 근로계약서나 판결문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학습하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딥 러닝 기술이 적용
- 법률 AI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 가지로 우선 자연어 처리 기술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사람의 일상적인 말과 글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
- 자연어 처리는 다시 두 과정으로 나뉘어져 입력된 단어나 문장을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별로 분석하는 과정과 복합명사 처리를 의미
- 두 번째는 법률 추론 기술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도 원하는 법 조항이나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입력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

○ 관람객 수 예측 AI
-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박물관의 과거 방문자 경험을 분석해 향후 관람 및 방문자 참여를 잘 예측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
-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박물관이 더 나은 통찰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종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잠재력 기대
-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시 방문객 수를 예측함으로써 미술관이 방문자 경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 미래 전시회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 동적 표식

모델을 도입하는 데 도움

○ Recognition
- 영국 테이트미술관은 디지털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2016 IK Prize 수상작으로 ‘Recognition’을 선정
- 인공지능을 활용해 매일 약 1000개의 로이터 뉴스 사진을 올리고 이를 테이트 미술관 데이터베이스에 소장된 3만 여점의 영국 예술작품들과 매치하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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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4/8)

3. 문화시설 (1/2) 

○ AI 큐레이터
- AI 큐레이터는 고객 요청에 어울리는 작가를 실시간으로 호출하며,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시스템 분석만으로 작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개입해 본인 작품을 제안한다는 점이 특징

○ KT 인공지능(AI) 큐레이션
- KT가 공개한 IPTV 개인화 서비스는 하나의 TV를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이 개인별로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큐레이션’과 웨어러블(입을 수 있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한 IPTV 서비스인 ‘슈퍼 VR tv’,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세 가지를 의미
- 기존 IPTV의 큐레이션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 VOD 시청 이력만을 분석해 제공했다면, AI 큐레이션은 가입자 820만 명의 실시간 채널을

포함한 모든 시청 이력을 분석하며 앞으로 음성인식으로 사용자를 구별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

○ ARㆍAI 기반 비대면 해설 서비스
-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울산 남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AR·AI 기반 비대면 해설 서비스 도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에 나섬
- ㈜펭귄오션레저에서는 AR·AI 도슨트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래박물관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래박물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지원하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는 AR·AI도슨트 서비스에 대한 멘토링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

○ 큐라트론
- 큐레이터의 사적 인연을 배제하고 객관적 요소만을 가지고 전시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 큐라트론을 작가선정에 활용
- 스페인에서 개발된 큐라트론은 어떤 전시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작가들이 온라인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히면, 그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온라인 그룹에 초대, 이

후 참여자들에게 ‘전시회를 같이 하고 싶은 작가를 고르시오’ 등의 질문을 던진 뒤, 딥러닝 분석을 통해 최종 전시 참여 작가를 선정
- 큐라트론은 지난 8년간 이미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15개 정도 전시회의 작가를 선정한 경력보유
- 약 2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350여 명의 전시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들을 큐라트론이 여러 질문을 던진 뒤 3명의 작가를 선정

○ 왓슨(Watson)
-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오디오가이드와는 달리, 사용자의 질문을 알아듣고 그에 맞는 대답을 제공
- 아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오디오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궁금한 점만 골라 질문하면, AI가 쏙쏙 맞춤형 대답을 제공
- 왓슨은 미리 준비된 오디오 클립에 의존하지 않아 일반적인 오디오가이드와 다르며 'IBM 블루믹스' 클라우드에 저장된 IBM 인공지능 서비스 '왓슨API'를 통해 질문

자의 언어와 의도를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응답

○ 도슨트(Docent)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접하고 전시의 재미요소를 줄 수 있는 'AI 도슨트(Docent)' 서비스를 제공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은 8개의 메인 전시장에서 (물리학상관, 영화와 과학관, 스포츠와 과학관, 화학상관, 생리의학상관, 경제학상관, 문학상관, 한국

관) 별도의 장치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시에 대한 정보 수집 가능
- AI 도슨트의 장점은 먼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번거로운 기기 대여 없이 나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전시에

대한 정보와 전시회 관람을 마친 후에도 언제든지 헤이카카오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다시 들을 수 있어 전시 콘텐츠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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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5/8)

3. 문화시설 (2/2) 

○ 구글 아트 앤 컬쳐 연구소
-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색상으로 전 세계 미술 작품을 검색할 수 있는 '아트 팔레트' 프로젝트
-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비슷한 색감의 작품들이 자동으로 검색되며 특정 작품 속 피사체의 색상을 골라 검색 가능
- ‘모마 툴’이라 부르는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한 터치를 통해 개별 작품의 정보를 손쉽게 얻어 근현대 미술을 전문으로 소장하고 있는 뉴욕 현대 미술관 작품을 온라인

에서 살펴볼 수도 있음
- 사진 잡지 '라이프'에 실린 사진 400만 장을 키워드 별로 분류해 검색하고 열람하는 기능도 존재

○ 타입캐스트(TypeCast)
- 오디오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작시간, 비용 부담, 기술적 한계가 늘 문제였으나 AI 음성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오디오북은 자연어 처리와 음성

합성, 맥락 인식 등 네오사피엔스만의 AI 음성 합성 기술이 적용되어 듣는 사람들은 실제 성우가 연기한 것과 같은 감정 표현을 느낄 수 있음
- 네오사피엔스는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TypeCast)’를 통해 AI 음성 산업을 넘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혁신을 목표로 ‘타입캐스트’는 전문 성

우의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 생성 기술을 기반을 두어 60여 개의 다양한 음성을 실시간 오디오 콘텐츠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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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6/8)

4. 로봇
○ 페퍼(Pepper)

- OOOO는 소프트뱅크그룹에서 로봇사업을 전개하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보틱가 개발한 세계 최초 감정인식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를 활용하여 OOOO 합정
점에서 독자개발 어플리케이션의 PoC(기술기능검증)를 실시

- OOOO 서비스 이용안내와 어플리케이션 소개, 도서추천, Fun기능(얼굴인식활용, 프리톡) 등 매장에서 접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내서점업계 최초의 시도로 최
근 개인별 성향에 맞게 도서 추천을 하고, 독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강화

○ 심리 분석 AI 밈
- 밈은 출판물 거래 전문회사에서 내놓은 AI로 도쿄역 인근 복수의 서점에 설치
- 내장 카메라가 촬영한 이용자 얼굴이 화면에 뜨고 이를 분석해 심리 상태를 평가, `즐겁다` `슬프다` `평온하다` 등 항목별로 비중을 매긴 뒤 이를 기반으로 책을

추천
- 사진을 촬영할 때 의도적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더니 심리 상태를 `호기심이 가득한 상태`라며 스포츠를 다룬 소설책을 추천. 현재는 미리 지정해 놓은 50권

정도의 소설 중 1권을 추천하는 식
- 초기 5주간 성과를 분석했더니 추천 목록에 들어 있던 책 50권의 판매량이 기존 보다 3.4배 증가, 또 밈의 추천을 접한 독자 중 22%가 실제로 책을 구입

○ 인공지능 로봇 뮤지오
-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회사 아카에이아이(AKA)는 영국의 디자인 박물관인 V&A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에 관한 디자인’ 전시에 AI 교육용 소셜 로봇 ‘뮤지

오’가 메인 로봇으로 전시
- 아카에이아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자체 개발한 엔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엔진 뮤즈와 인공지능 로봇 뮤지오를 개발
- 뮤지오는 영어 학습 파트너로서 영어 회화용 로봇으로 뮤지오 영어 학습 주요 기능은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를 연습을 할 수 있는 채팅 모드, 지정된 교재를 기반으

로 수준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튜터 모드, 역할극과 발음 확인 기능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영어의 어휘, 구, 문장 학습을 위한 에듀 모드 등이 존재
- 뮤지오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00개 이상의 일본 학교 수업 및 학원에서 영어 학습을 위해 사용
-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내 학교 교육현장과 학원들에 뮤지오를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

○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는 실감나는 두 개의 눈이 AI 비전의 인식결과에 따라 변화되며 비전인식 기술을 시각화 해주는 역할을 맡아 AI 비전인식 기술을 이용해 그림

책의 페이지별 이미지를 학습한 뒤, 그림책을 넘길 때마다 전문 성우나 부모님의 음성파일을 재생해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스스로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된 로
봇

- AI로봇과 그림책 콘텐츠를 결합해 영유아들이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루카는 무엇보다 부모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B2C 채널 구축과 루카로봇 연계 교육 사업을 준비 중인 이산로봇은 기존의 유아교육 영역에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교실, 홈스쿨, 돌봄 교육, 실버 북클럽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AI로봇 독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유아들의 독서패턴을 분석해주는 AI Reading Tutor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며, 국내 Chatbot Builder 기술 기업과 제휴해 아이들의 언어발달 속도를 획기적
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AI 서비스도 기획

- 하반기에는 통신사와 제휴해 AI 스피커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아이들이 루카와 대화하고 다양한 동요·동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지
님

부록 5.�인공지능 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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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7/8)

5. 국방

○ 군사력의 원천이 3차 산업혁명 시기의 ‘정보력’에서 ‘지능정보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혁신을 촉발시키는 동력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

○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18년 ’4차 산업 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
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분야의 8대과제에 걸친 사업 추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도입 등 포함

○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 능력 확대를 위해 전문조직 개편, 신설. 해당 조직으로는 전략능력실(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알고리즘 전 활용을 위한 기능팀(Algorithmic Warfare Cross-Functional Team), 합동인공지능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 중국은 ‘군민 융합 전략’을 기반. 인공지능의 파괴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무기체계 지능화와 무인체계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러시아는 ‘국가무장계획 2011~2020’에 따라 무기체계를 현대화. 첨단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노력 통합을 위해 ‘자율 로봇 연구단지 설치. 다양한 로봇과 무인체계
를 활용하고 전투실험 확때,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 투자 확대

○ 2019년 3월 육군은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KAIS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국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및 드론봇 컨퍼런스를 개최.

○ 드론, 무인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은 육군의 도약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 향후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드론 및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방어 : 드론 및 무인전투체계가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탐지, 인식, 상황판단의 기능에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정밀성과 완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
- 감시체계 : 병력 감축에 따라 무인 감시시스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능형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증가
- 지휘결심지원체계 : 전투 상황 혹은 훈련 상황에서 수집되는 각종 영상, 신호, 음향 정보 및 다차원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하여 지휘관이

적시적이고 올바른 상황판단과 전술 수립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휘결심지원시스템’의 개발이 요구

부록 5.�인공지능 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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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8/8)

6. 보안

○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보안 기술개발 필요. 기존 보안기술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초연결･초융합･초정보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
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기술 개발 시급

○ 인공지능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음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며, 인공지능
보안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 이시트 시큐리티(악성코드 위협 대응 솔루션), 이글루 시큐리티(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제 솔루션), LG 
CNS(인공지능 기반 내부 네트워크 이상 접속행위 자동 탐지) 등

○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보안 기술개발 필요. 기존 보안기술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초연결･초융합･초정보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
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기술 개발 시급

○ (미국) 범부처 협력 프로그램인 NITRD에서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국토안보부는 기술 표준의 중요성 강조
- 시장조사기관인 CBInsight는 사이버 보안 관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80여개 발표하였으며, feedzai, Agari 등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보안 기술개발을

확대하는 추세

○ (EU)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및 보안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서비스의 위험도 분류를 위해 사전 적합성 검사 추진
- 영국 다크트레이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oT 보안 및 데이터 침해 솔루션), 프랑스 Shift Technology(인공지능 기반의 보험사기 분석 솔루션) 등

부록 5.�인공지능 기술의산업분야별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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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문가 면담서면질의서(1/4)

1.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의 업무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크게 1)목차, 책 소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제어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시스템과 2)사서의 업무 지원을 위한 챗봇 시스템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

구는 도서관의 업무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시도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국립중앙

도서관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록 6.�전문가면담서면질의결과

2.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목록의 품질에 대하여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면

담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은 우선 사서의 업무생산성을 초과하는 자료의 반입량, 그리고 자료의 정리 프로세스 중 ‘분류’ 과정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에 따라 저자 전거, 주제 전거 등의 상대적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시며, 품질 향상 목적의 해결책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나 응용이 생각나신다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직원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

을까?”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어쩌면 단

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인공지능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생산성 증대로 사서는 좀 더 가치있는 업무

를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

생산, 수집 생태계와 관련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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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문가 면담서면질의서(2/4)

4.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업무 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직무기술(Job Description)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

한 부분은 문헌정보학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들

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록 6.�전문가면담서면질의결과

5.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리자급인 관장, 부장급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주제어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실무 부서의 실무자급 직원들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관리자급이 느끼는 “미래를 준비하

는 자세”와 실제 실무부서에서 느끼는 “실제 업무에서의 필요성과 자세”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급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를 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급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실무에서의 적용 방식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리자급과 실무자급 직원들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관련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6.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도서관은 데이터의 보고’라는 표현처럼 데이터 생태계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 가능한 학습

데이터의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학습데이터 부족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45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서 업무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전문가 면담서면질의서(3/4)

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데이터 확보의 문제는 도서관의 인공지능 도입에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본 시

제품 개발은 가장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서 신규도서를 대상으로 ‘목차’를 학습데이터의 주요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

습니다. 물론 외부 데이터인 OOOO 데이터를 이용해서 책소개글과 목차로 학습한 모델 비교는 포함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목차

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 시제품은 아직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OOOO의 약 17,000여건의 서지데이터에서 추출된 약

31,000여건의 OOOO 주제어를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의 반영을 위해 학습데이터로서 충족해

야 할 목차 or 소개글의 적정규모에 대한 교수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록 6.�전문가면담서면질의결과

8.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

니다. 실제 도서관의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과정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

서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 등의 제도적 이슈들의 해결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데이터의 구축, 확보, 서비스라는 전반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이 직면하게 될 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조언을 주실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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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문가 면담서면질의서(4/4)

9.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 사라지게 될 고위험 직업군에 사서는 항상 높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른바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위기’라는 문제는 현직 사서들의 심각한 고민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사서에게 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인

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록 6.�전문가면담서면질의결과

10.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게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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