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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서비스되기 시작하여 도서관 빅데이터가 공공도서관 업무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사례들을 살펴보고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들에서 활용한 빅데이터와
활용유형분석 및 도출된 서비스/시행정책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
(ILUS)과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각각의 자료분석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한계점과 이점을
살펴본다. 사례분석 결과,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장서, 수서, 기타의 유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서비스/시행정책은
이용자 맞춤형 테마서가 및 독서진흥프로그램 진행, 장서활용도 증대, 특화주제에 기반한 수서 및 대출현황 데이터 공개로
요약되었다. 비교분석결과, ILUS는 자관의 자료실현황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속성(연령,
성별, 지역, 대출시기 등)에 따른 선택적 분석이 가능하여 분석시간단축과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과
비교분석에서 밝혀진 특징 및 한계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Since big data platform services for the public library began January 1, 2016, libraries have used big
data to improve their work performanc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se cases of library big data
and attempts to draw improvement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ibrary big data. For this purpose,
first, we examine big data used while utilizing the library big data platform, the usage pattern of big
data and services/policies drawn by big data analysis. Next, the limitations and advantages of the library
big data platform are examined by comparing the data analysis of the integrated library management
system (ILUS) currently used in public libraries and data analysis through the library big data platform.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big data usage patterns were found program planning and execution, collection,
collection, and other types, and services/policies were summarized as customizing bookshelf themes for
the book curation and reading promotion program, increasing collection utilization, and building a collection
based on special topics. and disclosure of loan status data.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LUS
is specialized in statistical analysis of library collection unit, and the big data platform enables selective
and flexible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attributes (age, gender, region, time of loan, etc.) reducing
analysis time. Finally, the limitations revealed in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are summariz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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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 자료실별 소장자료 수, 주제별 장서 수, 대
출건 수 등을 위한 일일통계, 매월 말 통계, 연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다양한 데이

도별 통계와 같은 단순통계를 제공한다. 하지

터로 넘쳐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빅

만, 조회 조건이나 조합할 수 있는 내용이 단순

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

하기 때문에 도서대출 현황 분석, 이용자 대출

이터로, 기존의 기술 방식으로는 저장하기 어려

분석 및 장서 분석과 같은 고급 분석은 조회된

운 큰 규모의 자료를 일컫는다. 과거의 H/W 중

수치에 대해 수작업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

심에서, 현재의 S/W 중심을 거쳐 점점 데이터

며 그래프나 도표의 경우 별도로 공을 들여 작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정보기술(IT)의 지

업해야 하는 등 통계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된

속적인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사물인터넷

다. 더욱이,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맞춤형 정

(IoT)의 발달, 인공지능의 가시화 등으로 빅데

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에 부

이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빅데

딪히게 되었다.

이터는 그 활용성과 가치에 대해 기업은 물론

이러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인

공공기관, 의료, 방송, 문화, 교육, 과학분야 등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

사회의 각종 분야로부터 더욱 관심을 받고 있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하

(KISTI)은 2014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

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사업’을 추

국가적으로는 빅데이터 관련 추진정책이 발
표되었고1)

진하였다. 이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

공공에서 민간으로 빅데이터를 활

석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정

용한 빅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었다.2) 도서관

보 요구를 파악한 진일보한 서비스를 할 수 있

분야에서도 도서관 이용자 특성, 장서구성, 대

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도서관 빅데이터 플

출현황, 웹컨텐츠 이용률 등 도서관의 다양한

랫폼 활용사례가 아직은 초기단계인 만큼 도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과학적으로 분석하

관 빅데이터의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지

여 도서관 서비스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속적인 데이터 발굴이 필요하며, 향후 추가적

다(심원식, 배경재, 박희진, 서유진, 안혜연, 서

인 이용자 서비스 요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규원, 2015).

두고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한계점이나 새

현재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리시스템

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도서관 빅데

인 KOLAS나 ILUS 등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터의 활용을 고도화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오고 있다. 이 시스템들은 회원 수, 대출이용자

남아있다.

1)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9년 1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데이터와 AI의
통합적 전략 수립)을 발표해 세계적 데이터 경제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https://www.4th-ir.go.kr/article/download/228>
2) 공공빅데이터를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http://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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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은 2016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는 주체에 따라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하여 수집

하기 시작한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사례

이 가능하다. 첫째, 사서들이 만들어내는 원시

들을 살펴보고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데이터이다. 수서작업, 목록작업 등과 같이 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

서관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다. 둘째, 이

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문화체

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원시데이터이다. 대출, 검

육관광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색, 참고서비스,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참여 등

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이다. 셋째, 도서관이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장서 그 자체의 콘텐츠 데이터이

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다. 학술논문, 특허, 보고서 등의 원문 텍스트와

데이터와 분석내용, 기능구현 등을 통해 도출

초록, 목차 등과 같은 서지 텍스트가 이에 해당

된 서비스나 시행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된다. 넷째, 도서관 외부의 사회적 데이터이다.

현재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의 통합도서정보

주로 공공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되는 데이터를

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사례와 도서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수상, 2014).

빅데이터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사

도서관 빅데이터는 기존의 장서, 회원, 통계

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빅데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외부에서 생성

터 플랫폼 활용 데이터분석의 특징과 한계점을

되는 로그정보, 텍스트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이용자 정

다. 이러한 정형데이터, 반정형데이터, 비정형

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도서관 빅데이

데이터들은 수집과 분석, 적절한 활용을 통해

터 플랫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요성과 가치가 비로소 분명해진다.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가치는 1)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준다. 추천도서 제시,

2. 이론적 배경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지원, 프로그
램에 대한 운영정책의 선정 근거 확보 등으로

2.1 도서관 빅데이터

업무정책 방향 설정 등에 도움을 주어 업무시간
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절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와 유용한 결과를

효과를 가져다준다. 2)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산업, 과학기술 및 학술

석, 봉사대상 지역특성 등 이용자의 정확한 데

정보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화

이터 분석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

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이슈화되면서 도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서관 품질을 향상하여 공

관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물론 도서관

공의 이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표순희, 김윤형, 김혜선, 김완종, 2015).

및 이용자 정보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는 원시데이터를 만들어내

도서관 빅데이터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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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핵심가치를 두고, 사서들이 만들어내는 원시

비스를 활용할 경우 얻게 될 경제적 가치를, 도

데이터, 이용자 정보요구 행태에 기초한 이용자

서구입 시 선정시간 절감효과와 이용(대출)률

데이터, 소장 콘텐츠, 외부데이터 등 각종 데이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로부터 측정하였

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 표순희 외(2015)는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업무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에 대한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모형

담보로 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을 도출하였다. 이혜진, 김완종, 김혜선(2015)은

자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만족할 때 도서관 빅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 플랫폼

데이터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이 플랫폼의 서비스 방안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데이터의 활

을 제시하였다.

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

2016년에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

터 수집이 중요하다. 데이터 품질이 낮으면 좋

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은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와

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도서

같이 빅데이터의 공유와 연계를 통한 효과를 높

관 정보나루”, “솔로몬(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

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

템)”, “R기반 통계분석도구”라는 공공도서관

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원하는 유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김완종, 2016).

한 정보를 도출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이외의 타관종도서관에서 빅데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빅데이터를

터를 적용한 연구사례들도 있었다. 한종희, 권상

활용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 개발이 앞으로는 더

일, 김현숙, 서영주, 김난규(2014)는 국회도서관

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금까지 제공해오던 ｢한국 박사 및 석사 학
위논문 총 목록｣의 표제와 초록을 대상으로 빅

2.2 선행연구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회도서관 학위논
문 서비스인 2차 분석 콘텐츠(가칭 “학위논문

2013년 이후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

연감”) 개발을 제안했다. 심원식 외(2015)는 국

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정미(2013)

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양한 디지

는 빅데이터 개념의 재정립, 빅데이터 관련 이슈

털 자료들을 데이터화한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

를 문헌과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

을 구축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디지털 자

의 도서관정보서비스에의 활용 가능함을 밝혔다.

료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조영임(2013)은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I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

연구 시 제기되거나 고려되어져야 할 이슈들을

다. 김태영, 백지연, 오효정(2018)은 국립세종도

논하였다. 김선태(2013)는 빅데이터시대에는 전

서관의 도서관 이용자 로그 빅데이터를 분석하

문도서관 사서들에게 데이터과학자와 데이터큐

여 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이용자 현

레이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황분석 및 연도별, 월별, 요일별 대출현황 분석

표순희(2015)는 공공도서관에서 빅데이터 서

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현황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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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FGI 및 외부데이터와의 연계분석을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 목적은 첫

수행하였고 결과로 세종도서관의 운영에 도움을

째, 합리적인 장서개발 및 수서정책 수립이다.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형별, 주제별 도서대출현황에 근거한 장서구

이원상(2014)은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 영

성 및 개발지침 방향성을 확립하고, 대출빈도가

역의 보다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제공하기 위한

높은 장서목록을 파악하여 수서할 때 적용하고,

필수요소로서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활용사례를

베스트셀러 등 인기대출도서를 실시간으로 파악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김서(2013)는 KAIST 도

하여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서관의 웹로그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 1

데 있다. 둘째, 장서이용률 향상을 위한 서비스

월부터 도서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웹 서

개발이다. 한번도 대출되지 않았던 미대출 장서

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로그분석활용 서비

수와 미대출 장서 비율을 주제 분야별로 파악하

스 개선사례로는 첫째, 유입 URL 상세분석을

여 미대출 장서의 활용을 위한 독서 이벤트 및

통하여 ‘카이스트 도서관’으로 노출도서관 명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연

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시간대별/요일별 방문

령대별, 성별, 도서대출 패턴 등에 대한 이용행

자 수 분석을 통하여 최소방문 시간대에 서비

태를 분석 활용하여 도서관 주요핵심 이용자를

스를 중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셋째, 불

비롯한 잠재 이용자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월

필요한 페이지 로딩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

별, 연령별, 주제별 최다 대출목록을 게시하여

시스템 부하를 감소시켰으며, 인터페이스 클릭

홍보가 가능하다. 넷째로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수를 분석하여 많이 이용하는 메뉴를 메인화면

서비스 제공이다. 이용자의 연령대별 도서관 이

에 비치,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용률 분석을 통한 관심 장서 주제분야를 파악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다.
예로, 이용률, 도서대출률이 높은 요일에 관련

3.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과
활용사례 분석

주제분야 저자특강을 개설하고, 이용률, 도서대
출률이 낮은 요일에 이용자 유입을 위한 문화프
로그램 운영 등으로 국민 독서 진흥 및 도서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2014년 문화
체육관광부 R&D로 시작하여 2017년부터 국립

내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도서관이 주관하고 KISTI가 사업을 수행
하였고,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2014~), 도
서관 정보나루(2015~), R기반 통계분석도구

3.1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이해

(2014~), 오픈 API(2016~)가 구축 서비스

3.1.1 도서관 정보나루3)

되고 있다.

도서관정보나루는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3) 도서관 정보나루. <http://data4libr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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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을 위해 다양

테마데이터가 있으며, 참여도서관 인기대출 도

한 도서관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여 새로운

서가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빅데이터 활용현황을 현재일자로 표시되고 전

기 위한 분석서비스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수집

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되어 있다.

데이터 통계, 기간별/지역별/성별/연령별 베스
트 대출 장서 등 전국 공공도서관 주요 현황을

다음은 <표 1>에서 도서관 정보나루 주요기
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제공하고 전국의 서지데이터, 대출 데이터, 대

도서관 정보나루는 2020년 5월 20일 현재,

출도서 순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빅데이

1,003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수집된 장서목

터 및 분석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록과 이용회원자료를 메타데이터로 하여 대출

<그림 1>은 도서관 정보나루 홈페이지의 인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

터페이스이다. 데이터 수집현황을 가독성이 좋

다. 기본적으로 메인화면에 데이터 수집 현황

은 숫자와 그래프로 배치해서 데이터 현황을

과 지역별, 연령별, 성별 다대출 도서에 대한 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유용한 데이터로 다양한

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도서관 정보나루 인터페이스
(http://data4libr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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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서관 정보나루 주요기능
메뉴
스마트 대시보드

공개 데이터
테마 데이터
데이터 활용
정보나루 소개
고객지원

주요기능
∙수집 데이터 통계 현황판(장서, 회원, 대출, 위치 등)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기대출도서 분석
∙데이터 활용현황: 파일 다운로드 수, API 호출건수
∙데이터 공개 참여도서관 현황
∙참여도서관의 장서목록 및 대출 빈도 공개
∙다대출도서 공개(기간, 성별, 연령, 주제 등)
∙수집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미지 및 소스데이터
∙오픈API 활용방법(회원 가입 후 인증 키 발급)
∙텍스트(CSV파일) 활용방법
∙사용자 매뉴얼 및 오픈API 매뉴얼 제공
∙도서관 정보나루 소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소개(R 분석 툴 Radar 제공)
∙공지사항, 질의응답

현재 공개데이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은

출 데이터와 온라인 서점데이터, 공공 데이터

1) 참여도서관의 장서대출목록을 제공하고 월

등 도서관 외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도서

별로 자동 갱신하여 데이터의 연속성과 최신성

관 운영을 위한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기반

을 유지하고 있다. 2) 다대출 도서를 대출기간,

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이다. 사서업무지원을

성별, 연령, 지역, KDC 분류주제 등으로 검색

위해서 자관 특성에 적합한 수서 및 업무 지원,

이 가능하다. 3)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데이

타관과의 연계분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테마는 예를

좀 더 세부적으로는 도서관별 일반현황, 회원

들어, 세대별 선호 사회과학도서, 책과 함께하

분석, 장서분석 결과 제공, 기간별, 분류별 선택

는 연말연시, 40대 여성 스테디 대출도서, 맨부

을 통한 <표 2> 사서 데이터 조회, 차트, 테이블

커상 수상작 대출현황, 신록의 계절 읽기 좋은

등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능을

책, 세대별 대출현황, 5월 가족의 달, 서가에서

개발하였다.

빛나는 가족이야기, 남자들이 좋아하는 책/여

홈페이지 첫화면 <그림 2>를 살펴보면, 현재

자들이 좋아하는 책 등 특정 이슈가 되는 내용

현황으로 자관 회원 수, 장서 수, 대출 건수가

과 같은 다양한 테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표식화 되어있으며, 최근 1개월 동안 최다 대출

서 책을 선정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최다 대출 장서, 연령별 최다 대출 장서
순위를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숫자들이 눈에

3.1.2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4)

잘 들어오는 그림, 분석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사서의사결정지원 서비스는 도서관 내부에

기능이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읽

서 수집 가능한 장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

을 수 있게 되었다.

4)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http://solomon.data4libr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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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주요기능
메뉴

세부 디렉토리

분석 내용
∙현재 및 신규 데이터 현황
Home
∙최근 1개월 최다 대출 장서 및 회원 현황
회원 현황
∙성별, 연령, 지역분포로 구분, 신규/누적회원수
∙성별/연령별 대출․미대출회원, 1인당 평균대출, 지역분포도, 회원대출 순위, 연체회원, 자관/타
회원
대출회원 분석
관회원분석
회원 검색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 회원의 대출 추이, 주제별 분포, 추천도서목록 제공
장서 현황
∙연도별 장서분포, 기간별 주제분포, 동적차트 제공
Single
대출장서 분석
∙대출장서순위목록, 대출주제순위목록, 대출반납연체현황 주제별 비교 및 시간대, 일자별로 조회
Library
미대출장서 분석 ∙우리 도서관의 미대출장서를 주제별로 조회 및 반출
장서
장서 평가
∙장서별 대출반감기*, 주제별 평균 대출반감기*, 연도별 장서회전율*, 주제별 장서회전율* 조회
∙우리 도서관 소장 장서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장서 검색
∙서지, 책소개, 대출추이, 키워드 클라우드, 함께 대출된 장서 등 조회
사서
사서 지원
∙자료 다운로드, 게시판 등
∙알라딘 제공 베스트셀러 순위 및 신간도서 목록과 자관 보유현황 확인
도서추천
∙전국도서관 기준 최근 3개월 다대출 순위와 자관 보유현황 확인
∙대출장서순위 목록
외부데이터 연계
∙기상데이터 연계하여 기관별 자관대출 분석, 자관대출장서 순위, 전국대출장서 순위
∙연도별 신규/누적회원수, 대출회원 및 미대출회원 현황, 연체 회원 현황, 연도별 대출 및 연체회원,
Network
관내 도서관 간 비교분석
자관/타관 대출 분석, 대출장서 비교분석 등
Library
관내 도서관 통합분석 ∙관내 도서관별 회원/장서/대출 현황 비교분석 요약 조회, 대출회원 순위 분석, 연체회원 분석
타 도서관과 자관 비교 분석 ∙장서대출/주제별 수서 현황/장서회전율* 비교
전국단위 도서관 분석 ∙전국 대출 분석, 연도별 대출분석, 주제별 대출 분석
광역지자체별 도서관 분석 ∙회원현황, 대출회원분석, 대출장서분석
* 대출반감기란 대출건수가 1/2로 감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 장서회전율이란 도서 대출횟수를 소장 도서의 수로 나눈 값이며 장서회전율 값이 클수록 분석 대상 도서의 대출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인터페이스
(http://solomon.data4library.kr/)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연구 33

메뉴에서 Single Library와 Network Library

와의 통합을 통해 이용자가 한번에 PC에 다운

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Single Library

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GUI 기반 R 통계

는 자관 소장데이터 및 이용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도구로서,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분석자료이며, Network Library는 외부데이터

있는 통계분석 지원 프로그램이다. 통계분석 프

(서점) 및 공공도서관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

로그램으로는 R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

한 데이터를 표시하였다. 기존 도서관리시스템

한 검증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약 100만 건까지

에서 제공하는 통계데이터와의 차별점은 알아

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로딩시간은 약 20

보기 쉽게 그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였으며,

분, 교차분석은 1초, T-test는 3초가 소요된다.

외부데이터(타도서관, 서점 등)와의 비교 분석

프로그램 설치 경로는 http://data4library.kr에

을 통해 우리 도서관 데이터의 현황을 편리하

서 하단의 분석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활용하면

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된다. 서비스 내용은 도서관 운영 및 관련 연

도서관 의사결정지원 서비스는 자관인 한밭

구 활동을 지원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기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한밭도서관 회

통계, 회귀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

원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정보를 도

t-Test 등 핵심적인 통계기능 및 쉽게 사용이

서관 사서들에게 제공하여 도서관 운영과 관련

가능한 GUI 기반 데이터 편집과 분석결과를

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효율적인

제공한다.

정책 방향이나 결정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성별, 연령, 지역 구분으로 연도별 신

3.1.4 오픈 API 제공

규 및 누적 회원 현황을 제공하고, 지역별 대출

추천도서 목록 및 공개데이터를 API로 공개

회원 수, 대출 건수, 회원 1명당 평균 대출 건수

하여 민간에서 누구나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를 파악하여 도서관 대출 회원을 분석할 수 있

서비스를 구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다. 또한 장서별, 주제별 대출빈도 순위를 파악

있다. 제공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

하고, 기간별 대출주제 분포, 주제분야별 미대

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도서관의 기본 정보를

출장서 현황 확인, 소장 장서들에 대한 회전율,

제공하고, 전국 사업 참여도서관이 공개에 동

대출 반감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 평가함으

의한 도서관별 장서 및 대출 데이터 정보를 제

로써 장서의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공하며, 전국 사업 참여도서관의 대출정보를

통해 자관의 장서 구성 및 공간 구성을 최적화

기반으로 한 인기 대출도서 순위 목록을 제공

할 수 있다.

한다.

<표 2>는 솔로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기능을 표식화하여 나타냈다.

또한, 동시대출 도서 목록 및 추천 도서 목록
을 조회하여 출력 가능하며, ISBN을 입력하여
해당 도서의 상세정보 및 대출 정보(최근 90일)

3.1.3 R기반 통계분석도구(Radar)

를 제공하며, 서지 및 대출정보를 기반으로 분

R기반 통계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R과 Java

석한 핵심 키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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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사례 분석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세미나, 도서관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개최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도서관

력을 기울였다.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례는 공공도

서관 데이터, 소셜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다양

서관 협력 워크숍(2017.3.23.)에서 ‘도서관 빅데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사업 참여 안내’라는

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

주제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다.5) 다음의 <표 3>은 2016년 도서관 빅데이터

또한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사례 경진대회,

활용 경진대회에 참가한 사례도서관(부천 시립

<표 3>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사례
사례
도서관

플랫폼
도서관
정보
나루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

솔로몬

도서관
정보
나루
부천
시립
상동
도서관

활용데이터

도서대출
- 전국도서관 대출장서 순위 분석
장서순위목록 - 대상연령층 인기도서 유형 파악

- 어린이 인기도서 ｢강아지똥｣ 샌드아트공연

- 주제별 순위 분석
- 추출도서 대상 평점 및 리뷰 분석

- 저자강연회
- 독서골든벨

대출장서
분석

- 요일별 시간대별, 대출현황 분석
- 연령대별 자관/타관 최다대출 분석

- 과월호 잡지 나눔
- 연체자 해방데이
- ｢우리가 사랑하는 도서｣ 목록전시

회원통계

- 이용회원 분석
- 소장장서 및 이용현황 분석

- ｢답십리도서관의 모든 것｣ 인포그래픽

전국도서관
인기도서
현황
대출회원
통계
(연령분포)

솔로몬

대출회원
분석
솔로몬

도출서비스/시행정책

미대출
장서 자료
(주제별)

대출/미대출
장서분석
인천
서구
석남
도서관

분석내용/기능구현

미대출
장서분석

- 오픈 API 활용:자관 홈페이지 연계로 전국
도서관 인기도서 정보제공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서검색 및 희망도서 연계
- 소장도서검색연계로 이용편의제공
- 인구대비 도서관 회원비율 분석
- 도서관 회원 증가 현황 신속파악
- 인구대비 대출/미대출회원수 분석
- 북스타트대상연령 확대
- 전년대비 도서관 회원수증감 현황분석 - 금년도 추진정책 중간점검
- 전년대비 대출회원수증감 현황분석
- 내년도 데이터 기반 주요업무계획 수립
- 미대출장서분석
- ‘숨은도서찾기’ 코너 생성으로 대출 유도
- 연령별 관심도서분야 분석
- 홈페이지 사서추천도서 게시
- 대출장서 순위목록 분석
- 수서참고자료로 활용
- 연령별 수요중심 분석
- 이용자 연령, 성별 등 대출회원 분포 분석
- ‘우리도서관 예체능’ 운영테마 선정
- 이용자 대출 통계분석
- 장서운영방향 및 계획수립에 활용
- 연도별, 주제별 장서회전율 비교 분석
- 예술분야 테마서가, 기획도서전운영
- 미대출장서 대상별, 주제별 분석
- 예체능주제프로그램운영
- 이용자 성별, 연령별 대출현황

5) 2017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 (사)공공도서관협의회, 2017. <http://www.kpl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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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인천 서구

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석남도서관)의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

데이터, 데이터 분석내용 및 기능구현을 통해

고,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선

도출한 주요 서비스 영역과 시행정책을 정리한

호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용자 만

것이다.

족도 및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3.2.1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3.2.2 부천시립 상동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은 도서관 정보나루

부천시립 상동도서관은 솔로몬의 대출장서

의 활용데이터인 타도서관 최다대출도서 및 베

순위 목록을 분석하여 인기도서현황을 공개하

스트셀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도서, 신간도

고 리스트에서 도서 선택 시 도서검색서비스에

서, 복본도서 구입 등 수서정책에 적용하였다.

서 해당 도서명 검색결과를 표출하였다.

주제별 장서분석과 대출 분석을 참고하여 차년
도 장서구성 계획 수립 시 활용하였다.

또한 대출회원 분석을 통해서 인구대비 도
서관 회원, 인구대비 대출회원, 미대출 회원,

미대출장서를 활용데이터로 분석(주제별)하

인구대비 도서관 회원, 전년대비 대출자 수 등

여 장서회전율 증가를 위해 책하나 더 읽기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이용자 증감현황을 신속

‘4+1’ 행사, 책 속에서 보물찾기 등 다양한 행사

히 파악할 수 있었다. 미대출회원비율(32.7%)

를 진행하였다. 미대출도서를 활용하여 각 층

을 분석하여 열람실 회원제와 같은 회원유입전

자료실별 테마서가를 조성하여 미대출장서를

략을 모색하였으며, 영.유아 연령대의 이용률

활성화시켰다.

(2%) 부족과 관련하여 북스타트 대상연령을

회원통계(성별, 연령, 지역분포), 대출회원 분

확대함으로써 이용률을 향상시켰으며, 50세 이

석(성별, 연령, 지역분포 최다대출자 순위)을

상 연령대 이용률(11%)의 증대를 위한 큰글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 현황 관리와, 최다 대출

코너, 책사랑회 구성 등 추가 프로그램 개발을

자 관리로 다독자상 시상 활용, 책읽는 가족 선

하였다.

정 시 활용, 도서관 우수 이용자 활용, 연체자

미대출장서 분석(솔로몬)으로 ‘숨은 도서 찾

관리, 이용률이 저조한 연령대 타겟 홍보마케

기’ 코너를 운영하여 운영 전에 비하여 미대출

팅으로 활용하고, 최다 대출목록 게시 등 다양

도서 129권이 1회 이상 대출 발생하였으며, 사

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회원통계(성별, 연

서추천도서는 1회 이상 대출발생 건이 제로에

령, 지역분포), 회원별 대출주제분석, 대출장서

서 14건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대출장서

분석을 통해서 저자특강 및 테마특강 개최, 주

순위 목록을 연령별로 수요중심 분석을 통해

제별 테마 서가 만들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

수서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로그램 개발, 독서동아리 구성, 인문독서아카데
미 개최 시 주제도서 선정에 활용하였다.
결국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

3.2.3 인천 서구 석남도서관
인천 서구 석남도서관은 솔로몬을 활용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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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대출회원을 분석하여 주 이용계층의 성별

3.2.4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과 연령을 파악하고,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 빅데이터

용자의 수요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도서관

플랫폼 활용사례를 통해 나타난 활용서비스 및

중점 활성화 분야 도출하여 ‘우리 도서관 예체

성과 부분의 공통점을 도서관 업무 분야별로

능’ 운영 테마를 선정하고 테마에 부합한 장서

<표 4>에 정리하였다.

구성,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먼

사례 도서관들의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서비

저, 솔로몬의 장서를 활용하여 장서운영의 기

스의 공통점은 운영프로그램 계획 근거, 장서

본방향 수립시 솔로몬의 장서 관련 데이터를

운영의 활성화, 수서리스트 확보, 시각적인 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서 현황 파악 및 정

계자료 제공 등 대부분 도서관 업무관리의 효

책을 수립하고, 2016년도 장서 ‘우리 도서관 예

율적인 부분이다.

체능’으로 예술분야 테마서재를 운영하고, 주

사례도서관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출회

이용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술분야

원의 성별 및 연령분포를 분석하고, 자관의 장

장서 확충하고 예술분야(취미, 스포츠 등) 기

서 회전율과 타 도서관의 장서 회전율을 비교

획도서전을 운영하였다. 또한, 도서관에 가입한

하는 등 다각도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관

회원의 연령과 성별을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고, 관심분야 및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이용자

을 모색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취미․예술분야의 연령

진흥행사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천 서구 석

별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하고, 유아․아동을

남도서관은 이용자 설문조사 및 정보요구 수요

위한 오감발달 미술놀이 운영, 성인을 위한 금

조사 결과에서 예술, 취미분야의 높은 관심도

요공작소 운영 등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평

와는 반대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장서보

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유량과 대출 회전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표 4> 사례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서비스 공통점
구분

활용데이터

활용서비스

성과

프로그램
분야

대출회원통계
대출장서 순위목록

- 이용자 연령별 대출빈도 분석
- 이용자 대출도서 분석

- 업무정책방향 수립 기준 근거
- 강연 주제 및 프로그램 테마 결정에 과학
적 분석 근거 마련

장서분야

미대출 장서 자료

- 미활용도서 분석 추천 게시
- 미활용도서 코너 마련
- 기획도서전(테마서가)

- 장서 활용도 증대
- 장서구성정책 근거

수서분야

대출장서 순위목록

- 베스트 대출도서 및 베스트셀러도서 활용 - 신간도서 구입 선정에 유용
- 다대출도서순위 및 보유현황
- 수서정책방향 설정 근거

기타

오픈API 제공 데이터

- 이용자 도서정보서비스 제공
- 오픈API를 활용하여 전국 인기도서 및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테마도서 홈페이지 연계서비스 제공
효과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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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도와 대출률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

향, 도서관이 위치는 주변의 교육열(교육데이

한 예술 프로그램 기획, 예술분야의 도서 전시

터)이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기

및 신간도서 확보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맞

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더 많은 공공데이터

추어 도서관 운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용

와 도서관 빅데이터가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과 대출증가 효과를 가

시사한다.

져왔다6)는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효과와 중
요성을재인식시키는 검증 결과를 보여 주었다.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사례로부터 얻
어진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
면, 첫째, 좋은 성공사례로 타도서관 과의 비교

4.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과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비교
분석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각 도서관의 현재 위
치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개선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은 1989년 12월 20일

의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

개관한 이래, 대전시민의 독서진흥과 양질의 정

향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도서

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도서관 통

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으

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

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공공도서관 대전지부

다. 이에 더 나아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운영 등 대전광역시의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

빅데이터의 속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관

행하기 위하여 대전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종(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통합도서관리

이터도 포함한다면 전체 도서관 데이터의 관점

시스템(ILUS)은 2015년부터 표준자료관리시

에서 개별 도서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이

스템(KOLAS Ⅲ)에서 변경한 도서관리 프로

효과적일 것이다.

그램으로 대전지역 23개 공공도서관의 산재한

둘째, 대출회원 통계 및 대출 장서 목록에

데이터베이스 통합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작

대한 현황에 대한 요인으로 도서관 내부 요인

은도서관 연계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

이용자 요구에 맞는 도서정보 서비스 제공과 업

외부요인에 의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효과 및

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오고 있다.

품질의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

본 장은 현재 한밭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의 편의성과 같은 도서관 접근성 측면의 도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과 도서관 빅데이터

서관 외부 요인(교통데이터)이 도서관 정보서

플랫폼 제공 데이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시스

비스 효과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이동

템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

(인구데이터)이 대출회원의 증감에 미치는 영

폼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서비스실 (2016).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사례집 [사례집]. 김완종: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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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주제별 장서통계, 회원수,
이용자 도서대출건수를 중심으로 일별, 월별, 요

한밭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은 소

일별, 분류별, 연도별, 자료실별로 산출하는 단

프트웨어 구성도 <그림 3>에 보이듯 대전광역

순한 통계로 매일 작성되는 업무일지 통계 작업

시 24개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한 통

을 위해서는 유용하다.

합솔루션 구축과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구축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설계되어 있지 않다. 최근까지

4.2 ILUS와 도서관빅데이터 플랫폼
비교분석

한밭도서관 데이터 분석은 통합도서관리시스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도서관리시

템(ILUS)을 기반으로 장서 및 회원 통계 중심

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실별(어린이자료실, 제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자료실, 제2자료실, 다문화자료실, 디지털자료

다음 <표 5>는 대전통합도서관리시스템에서

실, 이동도서관 등) 통계와 신분별(일반인, 장

제공하는 통계데이터 중에서 조회 가능한 데이

애인, 다문화 다가족, 공무원으로 구분)로 대출

터(수치통계 중심)를 대출과 목록관리로 구분

하는 내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도서

하여 정리하였다. 대전통합도서정보시스템에서

관 빅데이터(솔로몬 등)에서는 연령별/기간별/

<그림 3> 한밭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성도
(출처: 한밭도서관 연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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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전통합도서정보시스템 통계자료(기초분석자료)
대출관리
최다대출도서 BEST
최다대출 이용자 BEST
연체자 리스트
회원가입자수 통계
이용자수, 대출건수 통계
대출/반납통계: 일별, 월별, 요일별, 분류별, 시간별
*신분별 대출반납 통계: 일별, 월별, 요일별, 시간별
자료실별 대출반납통계
상호대차 건수 통계
대출반납통계(자료실별)
*자료실별 등급별 대출자수 통계
자료실별 등급별 반납자수 통계
자료실별/신분별 대출통계
대출자수 통계
*소장처별 장서수 통계
소장처별 회원수 통계
소장처별 대출/반납 통계
소장처별 이용자수/대출건수 통계
* 신분별: 일반, 장애인, 다문화, 다가족, 공무원으로 구분
등급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구분
소장처별: 대전관내 24개 공공도서관으로 구분

목록관리
소장처/분류별통계
자료실별언어통계
분류/유형별통계
주제별/유형별장서통계
분류통계
소장처자료실별/유형통계
언어별/유형별통계
자료실류별장서통계
언어별분류통계

성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대출데이터를 분석

활용을 통한 데이터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6>은 ILUS와 도서관

도서 시각화, 도서추천 서비스 등 이용자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교하여 두 시스템 간의 상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관성과 상이성을 보여준다. 이는 도서관 빅데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통합도서관리시스

터 플랫폼의 확장된 분석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템(ILUS)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대출건수,

도움을 준다.

회원수 등 단순한 기술통계이며 데이터를 분석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존에 제공하였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급통계를 사용하거

던 수치 통계뿐만 아니라 수작업 없이 데이터

나 과학적 기반의 분석으로 의사결정하기에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동 분석된 결과를

역부족이다. 그에 비해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

통해 통계작업이 수월하다. 또한 도표, 그래프

폼은 실시간 현황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관내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이 훨씬 용이해졌다.

도서관 간 비교분석 및 통합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외부데이터를 통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해

외부데이터와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

졌으며, 서점 등의 베스트 셀러 순위를 바로 파

며, 대출빈도를 연령대도 세분화 되어 있으며,

악할 수 있어서 수서업무가 수월하고, 오픈 API

성별/연령별 성별/지역, 연령/지역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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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과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비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대출 및 목록 관리
최다대출도서 BEST
최다대출 이용자 BEST
회원통계
- 연체자 리스트
- 회원가입자수 통계
대출분석
- 이용자수, 대출건수 통계
- 대출/반납통계: 일별, 월별,
요일별, 분류별, 시간별
- 신분별 대출반납통계: 일별,
월별, 요일별, 시간별
- 자료실별 대출반납통계
- 도서 대출자수
자료실별(13개 자료실)
- 등급별 대출자수 통계
- 등급별 반납자수 통계
- 신분별 대출통계
- 언어통계
- 류별장서통계
- 분류/유형별통계
- 주제별/유형별장서통계
소장처별(24개 공공도서관)
- 장서수 통계
- 회원수 통계
- 대출/반납 통계
- 이용자수/대출건수 통계
- 분류별통계
- 자료실별/유형통계
언어별/유형별통계
언어별분류통계
상호대차 건수 통계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디렉토리
현황판
회원통계
대출회원 분석
회원검색
장서통계
대출장서 분석
미대출
장서분석
장서평가
장서검색
사서지원
도서추천
외부데이터 연계
관내
도서관간
비교분석
관내
도서관
통합분석
타도서관과 자관
비교분석

분석 내용
- 현재 및 신규 데이터 현황
- 최근 1개월 최다 대출 장서 및 회원 현황
- 성별, 연령, 지역분포로 구분, 신규/누적회원수
- 성별/연령별 대출․미대출회원, 1인당 평균대출, 지역분포도, 회원대출
순위, 연체회원, 자관/타관회원분석
-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 회원의 대출 추이, 주제별 분포, 추천도서목
록 제공
- 연도별 장서분포, 기간별 주제분포, 동적차트 제공
- 대출장서 순위목록, 대출주제 순위목록, 대출반납 연체현황 주제별
비교 및 시간대, 일자별로 조회
- 우리 도서관의 미대출장서를 주제별로 조회 및 반출
- 장서별 대출반감기, 주제별 평균 대출반감기, 연도별 장서회전율, 주제별
장서회전율 조회
- 우리 도서관 소장 장서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 서지, 책소개, 대출추이, 키워드 클라우드, 함께 대출된 장서 등 조회
- 자료 다운로드, 게시판 등
- 알라딘 제공 베스트셀러 순위 및 신간도서 목록과 자관 보유현황 확인
- 전국도서관 기준 최근 3개월 다대출 순위와 자관 보유현황 확인 대출장서
순위 목록
- 기상데이터 연계하여 기관별 자관대출 분석, 자관대출장서 순위, 전국
대출장서 순위
- 연도별 신규/누적회원수, 대출회원 및 미대출회원 현황, 연체 회원
현황, 연도별 대출 및 연체회원, 자관/타관 대출 분석, 대출장서 비교분
석등
- 관내 도서관별 회원/장서/대출 현황 비교분석 요약 조회, 대출회원
순위 분석, 연체회원 분석
- 장서대출/주제별 수서 현황/ 장서회전율 비교

차분석이 가능하고 분석된 자료는 도표와 그래

API 제공으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프로 시각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

공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의 대출정보를 제공

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회귀분석을

할 수 있다.

통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
반으로 이용자 서비스 방향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서관계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R기반 통계분석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3 비교 예시
4.3.1 대출통계 비교

기술통계, 회귀분석, 교차분석 등이 가능한 GUI

다음은 한밭도서관 데이터 조회 및 분석 시에

기반의 데이터 편집과 분석이 가능하며, 오픈

실제로 어떠한 결과 값으로 나타나는지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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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시스템(ILUS) 자료실별/등급별 대출

지고 비교해 보았다.

통계(<표 7> 참조)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에서 제공하는 자

에서 조회하여 분석한 결과(<표 8> 참조)를 가

료실별/등급별 대출통계(<표 7> 참조)는 자관

<표 7> 통합도서관리시스템조회 한밭도서관 자료실별/ 등급별 대출통계 예시
자료실별/등급별 대출 통계
검색조건:소장처 = 한밭도서관 < AND > 대출일: 2016.01.01. ~ 2016.12.31.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급/성별
자료실
남
여
남
여
남
여
1서고(지상1층)
38
57
146
154
1127
1258
2서고(지하1층)
715
784
80
91
828
1158
3서고(지하2층)
49
48
185
160
2049
1681
디지털정보센터
244
355
252
264
1692
1991
시각장애인실
1
0
3
4
20
53
어린이자료실
33558
36465
3191
3179
27034
42290
운영과사무실
0
0
0
0
0
0
이동도서관
675
630
32
88
1021
3318
정기간행물실
0
0
0
0
0
0
제1자료실
2460
2763
10220
13148
69738
78769
제2자료실
0
0
1
3
120
77
제3자료실
29
186
586
353
1050
1061
제적자료
9
14
3
3
8
7
청록실
0
0
0
0
0
0
폐기대상자료
100
68
48
34
117
150
하늘도서관
1
0
0
1
1
1

노인
남
321
29
262
27
1
1192
0
99
0
6346
0
25
1
0
4
0

여
108
63
88
24
1
2424
0
81
0
2827
0
214
0
0
4
0

<표 8>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솔로몬) 조회한 한밭도서관 대출통계(2016.1.1.~12.31.) 예시
구분

대출회원수

대출건수

영유아
유아
초등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미상
합계

150 (1.5%)
260 (2.5%)
1,200 (11.6%)
1,202 (11.6%)
1,346 (13%)
1,678 (16.2%)
2,618 (25.3%)
919 (8.9%)
483 (4.7%)
487 (4.7%)
10,343

3,014 (2.5%)
4,423 (3.7%)
18,312 (15.3%)
8,752 (7.3%)
8,925 (7.5%)
17,885 (15%)
33,059 (27.7%)
11,295 (9.5%)
7,464 (6.3%)
6,253 (5.2%)
119,382

회원 1명당 평균 대출건수
자관
전국
20.1
21.4
17
20.2
15.3
17.5
7.3
6.6
6.6
6
10.7
12.1
12.6
14.3
12.3
11
15.5
14.7
12.8
20.6
11.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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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표 8>의 분석결과와 함께 자동 생성되는 그래프 예시

실정에 맞도록 자료실 중심 통계이며 더 이상

장서수 현황이 조회되지 않아서 별도로 주제별

의 확장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도서관

로 검색하여 수치통계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솔로몬)에서 조회한 대출통

만든 것을 나타냈다.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은 도

계(<표 8> 참조)는 연령별뿐만 아니라 성별, 기

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에 비해 주제별 장서수

간별, 지역별 등 다각도로 조회가 가능하며, 이

현황 파악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반면, <표

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

10>의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솔로몬) 데이

되어 시각적인 정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터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주제별 장서 현황 파
악은 물론 자동생성되는 그래프가 제공되어 업

4.3.2 주제별 장서수 현황 통계 분석 비교

무 이용에 매우 편리하다.

<표 9>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에서 주제별

<표 9>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데이터 조회후, 수작업한 주제별 장서수 현황 예시(2016년도)
(단위: 권)
주제별

계

구분
누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802,933 48,376

41,308

28,877

185,639

45,178

95,825

800
(문학)

900
(역사)

45,193 28,778 218,255 65,504

<표 10>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솔로몬) 조회한 주제별 장서수 현황 예시: 2016.1.1.~12.31.
구분

총류

신규

645
774
414
2,129
(6%) (7.2%) (3.9%) (19.8%)

누적

34,168
(6%)

철학

종교

25,362 17,618
(4.4%) (3.1%)

사회 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131,348
(23%)

예술
966
(9%)

언어

문학

역사

360
3,244
843
(3.4%) (30.2%) (7.8%)

합계

460
(4.3%)

907
(8.4%)

30,728
(5.4%)

67,778 49,537 25,735 138,733 48,945
569,952
(11.9%) (8.7%) (4.5%) (24.3%) (8.6%)

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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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표 10>의 분석결과와 함께 자동 생성되는 그래프

4.4 플랫폼 개선 방향
대전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의 단순한 기술통
계 제공에 더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

간과 노력의 투자비용 감소, 통계작업의 간소화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며, 도서관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축으로 인한 데이터 분석은 타 도서관 사례에

기존 ILUS와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빅데이

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부분에서 도서관 업무의

터 플랫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현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할 수

ILUS는 장서의 소장위치(1,2서고)나 특정이용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도서관 빅데

자유형(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종합자료

이터 분석을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실), 자료 유형(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에

업무를 제시하면, 1) 주제별 장서현황과 이용

따라 통계자료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대출현황을 통한 장서구입방향을 설정할 수

(<표 7> 참조). 매일의 통계보고 및 의사결정이

있다. 2) 외부데이터인 베스트셀러도서 및 공

자료실별 업무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

공도서관 최다대출도서 분석을 활용하여 신간

다면,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도 이러한 개별

도서 수서 시 반영할 수 있다. 3) 미대출 장서

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자료실별이나 통계작성

분석을 통한 장서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및 분석을 지원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발전할

4)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대출장서 분석을 통해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서 이용자 계층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프

분석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근거의 유용한 자료로

ILUS시스템과 도서관빅데이터플랫폼의 최다

활용될 수 있다.

대출장서목록을 비교분석하는 과정 중에, 도서

이와 같이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데이

관빅데이터 플랫폼에 오류데이터가 포함된 것

터 활용은 공공도서관 자료 분석의 다양화, 시

을 발견하였다.7) ILUS의 원본데이터는 오류

7) [부록 1]의 연령별/세대별 대출장서순위 목록 중 0-5세 대출내역 중 서명에서 영유아가 읽을 수 없는 책이 포함
되었으며, 6-7세 대출내역에서도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책이 1위였으며, 이 도서는 한밭도서관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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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으나 도서관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성인 용량(volume) 및 다양성(variety) 측면

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확인결과, 데이터

에서 도서관 빅데이터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만

업로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는 데이터

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의 입수에서부터 저장, 처리 및 분석, 배포에 이

둘째,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과 ILUS의 비

르기까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검

교연구에서 밝혔듯이,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은 여러 가지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아직
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자관별 통계 자료 분
석 양상이 미반영되어 통계활용의 한계성을 가

5.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자료실별로 업무/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자료실별로

앞에서 살펴본 사례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일지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의 특징과 한

만,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별 도서관의 특

계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

첫째,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공공도

고 있는 자료실별로 데이터 제공이 되지 않아 도

서관 빅데이터는 1,003개관(2020.5.20. 현재)이

서관 빅데이터 업무와 자관의 통계업무에 가중

참여하여 수집한 데이터이다. 이 수치는 국가

화가 초래되고 있다. 개별도서관자료(자료실별,

도서관통계시스템8)에 등록된 2018년 기준 전

테마서가) 및 회원(회원 분류)의 범주화와 연관

국공공도서관수인 1096개관(지자체 설립 840,

하여 다룰 수 있는 기능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교육청 설립 233, 사립 23)을 고려할 때, 전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91.5%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수

셋째,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집된 데이터이다. 이는 전체 공공도서관의 특성

데이터 분석 자료만으로는 다각적으로 원하는

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빅데이터라는 특성을

분석결과를 얻기가 힘든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빅데이

이를 위해, 외부데이터와(인구, 기상, 교통 등)

터의 범위를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학교도서

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관 데이터로 수집을 확대한다면, 빅데이터의 속

Radar분석 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급통계

넷 서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서였다. “행태주의 마케팅”이란 책 또한 저자명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14-19세 대출내역에서도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김밥 주먹밥 쌈밥”이라는 도서가 대출순위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는 주제가 사회과학임에도 문학류로 표시되어 있는 등 분류기호
또한 오류를 포함하였다. 결국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한밭도서관 대출 장서 순위 목록을 포함한
장서현황분석은 오류 데이터로 이용자의 자료대출 패턴파악이 어려웠다. 이후 오류내용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서관 빅데이터 담당자를 통해 정정되었다. [부록 2]는 정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원인은 한밭도서관 장서데이터
의 업로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석데이터와 자관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8) 국가도서관간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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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경우 분석의 어

사례분석 결과 빅데이터 활용유형분석 결과,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장서, 수서, 기타의 유

적용 시 현장사서가 조금 더 쉽게 분석할 수 있

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용자 맞춤형 테

는 시스템 또는 분석도구 개발 뿐만 아니라 또

마서가 및 독서진흥프로그램 진행, 장서활용도

는 분석 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

증대, 수서및 데이터공개와 서비스들이 도출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었다. 비교분석결과, ILUS는 자관의 자료실현

넷째로, 도서관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데이

황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며, 빅데이터플랫폼은

터 신뢰성의 검증시스템 관리에 대한 한계이다.

다양한 속성(연령, 성별, 지역, 대출시기 등)에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과정에서 장서현

따른 선택적 분석이 가능하여 분석시간단축과

황 분석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는 장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

서데이터의 업로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도서관뿐만 아

도서관 빅데이터 관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

니라 지역내 기록관, 박물관과의 정보연계 및

력이 필요하다. 소장 서지데이터의 신뢰성을 높

소장도서 구축연계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이고 수집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데이터 가

통합된 문화빅데이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공/처리 시 데이터 관리자가 오류데이터 여부

있는 서비스 구현을 제안한다. 둘째, 도서관 빅

를 바로 확인하여 정확한 데이터 검증할 수 있

데이터로 구축된 도서관정보나루에서 공공도

도록 시스템화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서관 문화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 독서진
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콘텐
츠의 통합 관리로 강사, 운영내용, 후기정보 등

6. 결 론

을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일

주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큐레

선 공공도서관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이션 서비스를 제안한다. 셋째, 도서관 업무를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

공유하여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

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얼, 연구회 보고서, 해외도서관 견학보고서, 직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도서관의 빅데이터 활용

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자료,

유형분석 및 시행정책을 살펴보았고 현재 통합

도서관 통계자료, 예산 설명서, 통계 분석 툴 사

도서관리시스템과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

용법 등 사서가 함께 공유하면 좋을 정보를 도

용 분석 과정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

서관 업무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체계적

의 사례 및 비교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도서관

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것을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으로 도서관 이용 만족도 향상과 이용자 서비

제시하였다.

스를 개선해 나갈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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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도서관계 빅데이터 플랫폼이 초기단

인 분석데이터를 근거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

계이지만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제

비스를 개발하고,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적

고와 도서관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으로

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 빅데이터의 개

스마트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발 및 확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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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오류데이터 예시(최다대출 장서 순위목록/2016년)
▪ 대출장서 순위목록(0-5세)

▪ 대출장서 순위목록(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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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장서 순위목록(청소년14-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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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정데이터 예시(최다대출 장서 순위목록/2016년)
▪ 대출장서 순위목록(0~5세)
순위

서명

출판년도

저자/역자

대출빈도

1

(Disney) 겨울왕국: movie storybook

2013

이소영 옮김

15

2

바다탐험대 옥토넛: 깊고 넓은 신비한 바다
여행

2014

메오미 지음; 홍연미 옮김

14

3

구름빵: 그림자가 사라졌어

2011

GIMC, DPS [공] 글․그림, 백희나, 김향수
[공] 원작

13

4

뮬란

2012

지나 잉골리아 개작; 오현주 옮김

13

5

마녀 위니의 공룡 소동

2012

밸러리 토머스 글; 코키 폴 그림; 노은정
옮김

13

저자/역자

대출빈도

▪ 대출장서 순위목록(6~7세)
순위

서명

출판년도

1

마법천자문 .21 ,하나가 되는 마음! 마음 심

2012

김현수

15

2

용감한 해적 마녀 위니

2013

토머스, 밸러리

13

3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2013

캐서린 하프카 글; 그레이스 리 그림; 곽정아
옮김

12

4

호랑이 잡은 피리

2010

강무홍 글, 김달성 그림

11

5

마법천자문 .20, 내 모든 걸 너에게! 남길 유

2012

김현수

11

▪ 대출장서 순위목록(14~19세)
순위

서명

출판년도

1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저자/역자

대출빈도

2010

샌델, 마이클

23

2

리버보이

2007

팀 보울러 지음; 정해영 옮김

18

3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장편소설

2009

김려령

17

4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에게

2010

김난도 지음

17

5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장편소설

2011

김애란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