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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도서관 분야에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빅데이터의 개념과 내용 및 가치 등을 고찰하고,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해 도서관 빅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수요자의 요구 분석은 도서관계 연구자 및 현장 사서와의 심층인터뷰,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사서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총 16개의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정의하고, 서비스의 필요성, 시급성,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이용자 도서 추천 및 독서이력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ABSTRACT
Big data refers to dataset whose size is beyond the ability of typical database software tools
to capture, store, manage, and analyze. And now it is considered to create the new opportunity
in every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of big data services in public library
for improved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analysed the type of library big data and needs
of stockholders through the various methods such as deep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naire. At first step, we defined the 16 big data service models from interview with
librarians, and LIS professions. Second step, it was considered necessity, timeliness, possibility
of development. We developed the final two services called on ‘Decision Support Services for
Public Librarians’ and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fo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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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 빅데이터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및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서관 빅데이터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

정보통신 또는 스마트 혁명과 함께 사회의

로 하여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양이 폭

개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향상된 도서관

증하고 데이터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이들 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터를 수집, 축적,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를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가 정보통신 분야 및
산업 전 분야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공공정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보 이용을 촉진하거나 공공부문이 직접 빅데이

수 있다. 첫째, 도서관 빅데이터의 개념과 내용

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세에 있

을 고찰하였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최근 정

는 민간부분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

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축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서 발생한 것으로 도서관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개선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진흥 정책을 추진

개념, 내용, 특성 및 분류체계에 대해 살펴봄으

하고 있다(배동민 외, 2013).

로써 도서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였다. 둘째, 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해 도서관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

빅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도서관

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구축 등 정부차원에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다

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양한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

2012).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 및 산업

로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최종적인 도서관 빅데

체의 연구 개발이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수요

이터 서비스 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개

급증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은 문헌 연구, 심층 인

서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독

터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 설문조사와

서를 즐길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같이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이러한 이용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축적된 도서

연구는 도서관 빅데이터의 정의와 개념, 내용,

관 관련 데이터는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에

특성 등 도서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국내외 도서관 분야

도서관분야에서도 2014년 ‘제2차 도서관종합

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도서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

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성과라는 관점에서 빅데

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터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심층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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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대상으로 한 FGI, 사서 및 이용자 설문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

사와 같은 조사연구는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이라고 정의하였고 Mckinsey Global Institute

의 핵심고객을 규명, 도서관 업무별 애로사항

(2011)는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도서관에

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

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를

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의 데이터’라고 정의하였다. IDC(2011)는 데이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도서관의

터베이스가 아닌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내외부 데이터의 통합 및 분석의 필요성에 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한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것으로 서비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

스 수요에 따른 서비스 모형 개발에 초점을 두

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

었다. 따라서 빅데이터 서비스와 시스템 인프

술 및 아키텍처’로 개념화하였다. 빅데이터는

라, 분석 플랫폼 및 서비스 지원 기술과 관련된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기술 아키텍처 부분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

요약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 관리, 분석

았다.

이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데이터의 순환,
처리 등의 속도가 빠르며, 형식이 다양한 데이
터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

2. 도서관의 빅데이터와 서비스

칭한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개념을 외부 데이터, 비

2.1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

정형, 실시간 데이터와 이형의 데이터 결합으
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의 데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아직까지 단일한 개

이터로 그 의미를 확장하기도 한다(최성곤 외,

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데

2012). 김서(2013)도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이터의 크기(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이터 종류 및 속성을 정형데이터, 반정형데이

빠른 생성․유통․속도(Velocity)라는 뜻에서

터, 비정형데이터로 구분하여 빅데이터의 데이

3Vs라는 특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터 유형을 구분하여 실제 생활에서 생성되는

에는 3Vs에 빅데이터를 통한 가치(Value) 창

빅데이터의 방대함과 활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

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4Vs, 4Vs에 다시

였다. 홍승필 외(2012)는 <표 1>과 같이 빅데

데이터의 진본성(Veracity)을 더하여 5Vs라

이터 요소기술을 데이터 수집/통합, 데이터 저

정의하기도 한다.

장/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가시화라는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Gartner(2012)는 빅데이터를 ‘향상된 시사점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공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먼저, 데이터 수집은 분산된 다양한 자원으

데이터 가운데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동 혹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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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빅데이터 요소기술 분석
분류

빅데이터 요소기술

정의

관련 기술

∙에이전트
새로운 데이터 생성, 네트워크에 산재해 있는 외부
빅데이터
∙웹로봇
데이터 수집, 내․외부 이종데이터 통합 등 데이터
수집/통합
∙RSS
의 형태와 소재에 무관하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
∙웹 크롤러
데이터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
폭증하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관
저장/
∙인-DB 분석
리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기술
관리
∙인-메모리 기술
∙Text Mining
빅데이터에 내재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어 처리
데이터 대규모 통계처리, 데이터 마이닝, 그래프 마이닝
∙Machine Learning
분석
등의 분석 방법,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DDS
심층 분석 기술
∙RDBMS
∙InVis
비전문가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데이터
∙Spatial Information Flow
제공하는 분석 도구 기술과 분석 결과를 함축적으로
분석
∙Clustergram
표시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그래픽스
가시화
∙History Flow
기술로 구성
∙Facebook Transaction

오픈소스 기술
∙Scribe
∙Flume
∙Chukwa
∙NoSQL
∙빅테이블(Big Table)
∙GFS(구글 파일시스템)
∙MapReduce
∙Big Query
∙Mahout

∙R

으로 수집하는 과정으로, 조직 내부에 분산된

과를 함축적으로 표시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

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조직 외부에 흩어진 비

공하는 R, InVIS 등 인포그래픽스 기술로 구성

정형 데이터의 수집을 모두 고려한다. 둘째, 빅

된다.

데이터는 기존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
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규모 또한 방대
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저장 및 관리에

2.2 도서관 빅데이터와 특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

도서관의 데이터는 도서관 내외부에서 수집,

스 및 DBMS가 등장하고 있다. 셋째, 빅데이터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이다. 도서관의 빅데이

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은 통계학과 전산학,

터는 이러한 데이터 중 빅데이터의 특징인 3Vs

특히 기계학습과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이미

를 만족하고, 빅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 논

사용된 기법들이다. 이 분석기법들의 알고리즘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인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을 대규모 처리에 맞도록 개선하여 빅데이터

데이터에 속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리에 적용하는 기술로 텍스트/오피니언 마이

도서관 빅데이터는 도서관 정보와 빅데이터의

닝, 소셜네트워크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목을

특성을 합성하여 ‘도서관 내외부에서 수집, 생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가시화

성되는 다양한 도서관 정보로 빅데이터의 특징

기술은 비전문가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3Vs)과 유형에 부합하고 도서관 분야의 가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분석도구 기술과 분석결

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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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서관 빅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형

그 데이터, 도서관 이용자 검색로그 데이터, 수

태의 도서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방

서시스템에 기록된 수서 데이터, 통합서지용

대하게 통합, 축적되어 도서관 정책 실무자, 도

KORMARC로 기록된 목록데이터 등의 도서관

서관 사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분석되고 서

장서데이터, 도서 대출․반납 정보, 열람데이터

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데이터로 <그림

등 도서관 이용데이터 등이 정형데이터에 해당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한다. 둘째, 도서관 반정형데이터는 도서관에서

이러한 도서관 데이터는 빅데이터의 다양성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자체적

측면에서 바라 본 3가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

으로 생성하는 데이터로, 가공 기술에 따라 다

이 분류할 수 있다.

양한 데이터로 변형,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이다.

첫째, 도서관 정형데이터는 도서관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시설 및 대출 현황 등의 도서관 통계

및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로

데이터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DBMS에 저장되

제공되는 도서관 분야 Open API, 데이터셋 자

는 도서관 데이터이다. 도서관 홈페이지 웹로

료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비정형

<그림 1> 도서관 빅데이터와 서비스의 개념도

<표 2> 다양성 측면에서의 도서관 빅데이터 분류체계
구분

내용

종류

도서관
정형데이터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DBMS에 저장되는 전형적인 도서관 데이터

도서관
반정형데이터

도서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데이터

도서관
비정형데이터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정보

장서데이터
이용데이터
로그데이터
통계데이터
공공데이터
도서관 관련
텍스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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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도서관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도서관

이지뷰, 사용기기를 파악하고, 많이 사용하는

사서 및 도서관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시간, OS, 이용

정보이다.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 등

자의 국가, 방문시 쿼리, 이용 콘텐츠의 비교,

에 게시되는 텍스트 정보 등의 도서관 내부 데

유입경로, 방문이유, 이용 빈도 등을 파악하여

이터와 지역별, 목적별로 도서관 사서 및 도서

이용자 서비스 및 콘텐츠, 인프라 강화에 반영

관 이용자들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하고 있다.

및 블로그 등에 생산되는 도서관 관련 텍스트

도서관 분야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도

정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이용후

서관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Community

기 데이터 등이 비정형데이터에 해당 한다(<표

Connect는 도서관 봉사지역의 인구데이터, 학

2> 참조).

교관련 데이터와 같은 공공데이터 등을 특정
도서관의 장서, 대출, 시설 및 설비관련 데이터

2.3 국내외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등과 결합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GeoLib 프로젝트는 미국 내

도서관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보의 디지

의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털 아카이빙에서 출발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하여, 이를 통해 각 개별 공공도서관시스템과

단문기록을 위해 트위터(twitter.com)에 게시

지역을 분석하는 토대로 활용하는 연구로 특정

된 모든 글들을 영구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방 2마일 내에

중에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트위터와의 계약

있는 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

을 통해 타임라인에 게시되는 모든 트윗에 대한

능을 제공하고 있다(이성신, 2011).

접근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2년 12월 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에서는 자

준 1,700억 건의 트윗을 포함한 총 133 테라바

료 검색에 정보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관련된

이트 규모의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아카이브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각화를 통해 이용자

있지 않지만, SNS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도

들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

서관이 소장, 관리하고, 민간 및 학계와의 지속

보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의

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송민, 2014).

양이 많아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그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유럽연

림으로 표시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합 25개 회원국이 보유한 방대한 문화유산을

국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건립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로 대표적

계획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

인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모바

로 한 건립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도서관

일과 이용자 로그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

건립계획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도서관 건

턴을 분석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체류시간, 페

립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도출하여 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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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mmunityConnect에서 시각화 된 서비스 지역의 특성

을 위한 다양한 건립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봄으

는 것을 확인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과학

로써 이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최적의 도서관

기술원 과학도서관’이라는 명칭 대신 포털사이

건립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문

트에 노출되는 도서관 명칭을 ‘카이스트 도서관’

화체육관광부, 2013).

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시간대별, 요일별 방문

KAIST도서관은 웹로그분석시스템을 구축

자수 분석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새벽시간대에

하여 2013년 1월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서

이용자의 검색건수가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하

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고,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대표적으로 유입 URL 분석으로 포털사이트에

발생할 경우, 이용량이 적은 토요일, 일요일 새

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카이스트 도

벽 시간대에 서비스를 중단하여 이용자의 불편

서관’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근하

을 최소화하였다(김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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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비용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사례를 서비스 개발 방향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

이 효율성의 6가지 구조는 소비자지성, 공급

스의 수혜 대상이 최종 이용자에 국한 된 것이

채널경영, 성과, 품질, 위험관리, 부패방지로 구

아니라 도서관의 정책 결정자, 사서들로 도서관

분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로 인한 효율성은 각

의 경영 및 사서들의 실무와 관련된 빅데이터

체제가 영향을 미치는 산업 영역에 따라 다르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

나타난다. 빅데이터로 가능한 혁신은 R&D의

발된 서비스들 중 많은 사례가 지리정보 등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신제품 개발하는 것으로

같이 도서관 외부의 공공 데이터와 결합 것을

데이터 중심의 R&D, 장기간에 걸친 사업 효과

볼 수 있어 도서관의 빅데이터 서비스는 도서

로 나타난다. 창조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관과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공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장벽 제거에 영향을 줌으로

이터와 결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써 고정비용을 감소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중

있겠다.

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빅데이터는 새로운 사업기회에 따른 고용

2.4 도서관 빅데이터의 가치
2.4.1 빅데이터 가치

을 창출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프
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

빅데이터의 효과를 분석한 McKinsey Global

석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치 부여가 더욱 중요

Institute(2011)는 빅데이터의 가치를 투명성

한 문제이다(이정미, 2013). 때문에 빅데이터의

창출, 요구의 발견, 다양성 도출, 성과 향상, 커

활용은 빅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스터마이즈된 경영을 위한 고객 세분화, 자동화

한다.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빅데이터의 가치

된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의사결정의

를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에서

대체, 새로운 사업 모델, 상품 서비스, 혁신으로

는 한계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

보았다. 생산성이 수량화 된 산출물을 가지고

보의 제공 여부, 더 높은 정보 적합성 여부, 더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해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지원의 여부, 문제 해결

야 하는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유럽

의 신속성 향상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Villars,

연합의 공공정보 활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Olofson, & Eastwood, 2011).

유럽연합은 공공분야 전반을 통해 본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가치를 개별 산업 영역에서 구체
적으로 보면 빅데이터의 가치는 비용절감과 세

의 정량적인 금전가치와 비금전적 가치를 <표 3>
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수증가(효율성 증대), 생산 혁신, 사업기회의 창출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해외의 다양한

세 가지 영역에서 가능하다(Centre for Economics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빅

& Business Research, 2012). 특히, 빅데이터의

데이터 활용의 기대 효과를 예산절감, 정책 의

효율성은 6가지의 체제를 통한 기업의 수입과

제 선정 근거 확보, 정책 수행 최적화,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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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럽연합의 공공분야 빅데이터의 가치
가치의 속성
정량적 가치

비정량적 가치

내용
∙운영 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절감
∙행정운영에 있어 허위나 오류의 방지
∙세수의 증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분배의 개선
∙높은 품질의 서비스
∙증가된 회계 책임성
∙더 똑똑한 시민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

서비스 만족도 제고, 총체적 사회 비용 절감, 공

행동에 기초한 각종 데이터를 신속하고 손쉽게

공 기관과 국가 투명성 제고, 위기 대응 능력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및 정

향상 등으로 꼽았다. 강만모, 김상락, 박상무

책에 반영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적시적소

(2012)는 빅데이터의 기회 요인을 미래 사회가

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특히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력, 위험요인에 대

공공도서관은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가운데

한 대응력, 스마트 사회에 대한 경쟁력, 융합의

하나로써 다양한 빅데이터의 효과를 추구할

시대에 창조력으로 보았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수 있는데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기회 요인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찾을 수

Research(2012)가 제시한 빅데이터 서비스의

있다.

가치,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에서 각 분야 빅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2.4.2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가치

토대로 하여 공공도서관이 찾을 수 있는 빅데

도서관 빅데이터의 가치는 이용자 정보추구

이터의 가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가치
가치의 범주

가치의 내용

비고

∙운영 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절감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분배의 정책 의제 선정 근거 확보
∙정책 수행 최적화

업무 시간 절감, 중복 예산 절감

혁신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 지원 및 대체
∙커스터마이즈된 경영을 위한 고객 세분화
∙요구의 발견 및 다양성 도출
∙성과 향상 및 높은 품질 서비스

자동화 된 봉사 대상 지역 특성
데이터 추출

창조

∙요구의 발견 및 다양성 도출
∙신규 서비스 모형 창출

이용자 대출 기록 분석

향상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

총체적 서비스 향상 및 만족 증가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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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다. 효율

셋째, 창조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발굴이다.

성은 빅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직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드러

접적인 효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나지 않았던 사서 및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이러한 효율성은 Mckinsey Global Institute

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2011)의 빅데이터 서비스 가치에서 보면 자동화

창출할 수 있다.

된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체

넷째,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다. 도서관 빅데

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분배의 개선을 통

이터의 가치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

해 얻을 수 있는 운영 효율에 따른 비용의 절감이

자 만족과 편익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빅데

다. 이미 개발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Community

이터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 수혜자

Connect나 ‘도서관 건립계획 지원시스템’은 자

의 최대 만족과 혜택을 높이는 것이다.

동화된 알고리즘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정책결
정을 지원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서 추천
기능’ 또한 사서의 수서 업무에 시간 및 비용

3.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절감의 효율성이 큰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이다. 이용자의 집
적된 정보요구와 정보이용 데이터는 다양하고

3.1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환경

새로운 요구를 말해주는 정보이다. Community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Connect나 GeoLib와 같은 도서관 이용자와 공

자 및 서비스 환경 분석을 통해 핵심 이용자 및

간 및 지리 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자 정의, 수요자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요

는 지역 특성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보여

구되는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도출의 과정으로

줌으로써 커스터마이즈된 경영을 위해 고객을

이루어졌다(<그림 3> 참조).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이용자에 대

국내외 도서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한 정확한 분석은 적극적인 도서관 마케팅을

분석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빅데이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발견, 도출하

터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도서관의 정책

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실무자, 사서, 이용자로 정의하였다. 도서관 정

<그림 3>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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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무자는 도서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

파악된 업무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빅

템 또는 비(非)시스템 분야의 정책 수립 의사

데이터 서비스의 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다.

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자로 주

수서 업무에서는 표준화된 선정 지원도구를 제

로 도서관 관장이 해당한다. 둘째, 도서관 사서

공함으로써 사서 개인의 역량에 따른 선정업무

는 도서관 내부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 정리 업무에서는 일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도서관 사

괄적으로 제공되는 도서 분류기호와 서가배치를

서의 업무는 수서업무, 정리업무, 정보봉사업

특성화된 장서배치가 가능한 지원도구를 제공하

무, 프로그램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도서

는 것으로 서비스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관 이용자는 도서의 검색, 대출․반납 등 도서

공공도서관의 현황, 문제점, 개발 방향성을

관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기반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도출하기 위

수혜자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FGI를 통해 도서관 빅데

주부,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된다.

이터 서비스 모형들을 도출하였다. FGI를 수행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서

한 전문가 그룹은 도서관 정책과 사서의 2개 그

비스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도서관 사

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정책 그룹은 도

서 및 관장으로 구성된 실무 전문가와 도서관

서관 관장 및 문헌정보학과 교수 2명, 사서 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교수

룹은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구립도

로 구성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인터

서관의 사서들 4명으로 구성하여 되도록 다양

뷰를 통해 도서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수

한 도서관 환경의 의견 수렴을 위해 그룹 내 구

행하였으며, 서비스 수요자별 심층 인터뷰의 주

성원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전문가 자문회의

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및 FGI를 통해 우선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도서관 주요 업무

서비스 모형을 16개 선정하였고 2차로 9개의

별 현황 및 문제점은 수서, 정리, 열람봉사, 프

모형으로 요약, 최종 4개의 3차 서비스 Pool을

로그램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별로 파

선정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도출

악하였다(<표 6> 참조).

하였다.

<표 5> 서비스 수요자 심층 인터뷰 내용
구분

대상

인터뷰 주요 내용

도서관 사서의 주요 업무, 도서관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도서관 사서 전문성
도서관 사서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실무 전문가
공공도서관 역할, 도서관 서비스 우선순위, 신규 서비스 도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도서관 관장
요인 등
도서관 의사결정의 애로 사항, 도서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도서관
연구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서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실질적 도입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요구사항
공통
실무 전문가, 연구자 도서관 분야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의견 및 서비스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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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도출을 위한 도서관 현황
구분

현황

문제점

개발 방향

수서

∙사서가 선정하는 도서, 주제별 균형을 고
∙도서 구입 시 주로 참고하는 자료 려한 도서 선정 등은 사서의 전문성을 요구
는 신문서평 정보, 온라인 서점 하는 사항
∙도서 선정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메인, 베스트셀러 등으로 도서 소 ∙담당 사서가 보유한 도서 선정기법에 따라
도구 필요
개 및 서평정보가 나와 있는 도구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
한 사서들은 도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를 활용
있음.

정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MARC 업무를 도
서 납품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참조
해당 도서관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리업무
∙도서관 특징에 적합한 서가 배치
도서 분류(Cataloging)을 기본
가 어려운 상황
지원 도구 필요
으로 자관에 맞게 재배치, 재 정렬
∙납품업체가 제작해 오는 MARC는 국립
하는 업무를 수행
중앙도서관의 표준 편목을 따르기 때문에
활용성이 결여됨.

열람봉사

∙전국 공공도서관의 열람봉사업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무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이 선행
해결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람봉사
된 후에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이
담당자마다 각자의 노하우 및 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활용하는 도구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구 활용 등의 전문성의 큰 차이를 에 대한 정보 획득 어려움.
∙열람봉사 노하우 및 활용 도구의
보이고 있음.
공유 필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기획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
력, 섭외능력 수준에 따라 큰 차이성을 보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
육․문화프로그램이 최신 독서
이고 있음. 타 도서관의 프로그램 콘텐츠,
원 필요
트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프
강사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지 못함.
∙강사 개발, 섭외 지원 필요
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섭외가 이루
∙강사의 중복으로 인한 강사섭외의 어려움
어지고 있음.
발생

마지막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에

7>과 같다. 도서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서비스

대한 수혜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FGI와 설

가 3건, 실무 사서를 위한 서비스가 8건, 이용자

문조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서

서비스가 5건으로 도서관 사서를 위한 빅데이

비스 모형의 개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우선

터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개발 서비스를 최종 선정하였다. 도서관 빅데이

도서관 정책 결정자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들

터 서비스 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서 및 연

은 도서관 건립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 근

구자 200명, 공공도서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

거가 되는 것이나 개별 도서관의 경영과 관련된

로 실시하였다.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실
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용자

3.2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도출
1차적으로 구성된 16개 서비스 모형은 <표

측면에서는 도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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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1차 16개 서비스)
순번

서비스명

1

실시간 도서관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2

도서관 입지선정지원 서비스

3

VOC 분석을 통한 이용자 서
비스 개선

4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도출

5

도서선정지원_목록분석

6

도서선정지원_로그분석

7

도서소개 및 추천

8

대출 분석 및 도서 추천

9

사서업무공유
공개 포털

10

평생교육, 문화행사 추천
서비스

11

도서배달 최적경로지원
서비스

13

도서검색 추천 서비스
검색로그
대출도서 추천

14

연관검색어 추천 서비스

12

15
16

_

지도를 활용한 도서 위치확인
서비스
날씨정보에 따른 도서추천
서비스

내용
전국 도서관의 일일/주간 회원가입자수, 방문자수, 대출권수 등의 정책 실무
자가 관심 있어 하는 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체크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도서관 건립 예정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 거주지 정보, 도서관 이용 동선
데이터(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 입지선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국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VOC(Voice of Customer)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
특정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 소장 자료, 기타 간행물 등에 관한 이용자
들의 행태분석을 통한 이용패턴을 도출하여 해당 도서관의 특징 및 차별화요
소 도출에 적용하는 서비스
전국 도서관에서 선정․구입한 목록(빅데이터)을 분석하여 특정 도서관의
도서 보유현황과 비교하여 도서선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국 도서관의 이용자 검색 로그(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도서관의 도서
보유현황과 비교․분석하여 도서선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국 도서관에서 수집, 생성되고 있는 도서 소개 및 서평정보(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수서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의 도서선정 추천 서비스
전국 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배치 현황(빅데이터)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 배치하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사서들의 업무 효율화와 사서 간 전문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사서들이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각종 도구(도서 선정기법,
자료의 정리 노하우, 자료의 빠른 검색기법 등)를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공개 포털 서비스
전국 도서관의 평생학습․문화행사 프로그램 콘텐츠 및 강사, 후기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도서관의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는 적절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도서관 상호반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대출․
반납 교통량을 파악하여 도서관 배달업무의 최적경로(Critical Path)를 제공
해주는 서비스
전국 도서관의 이용자 검색 로그(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책과 함께 검색한
도서’ 목록을 제공하는 도서검색추천서비스
이용자 대출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대출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전국 도서관의 이용자 검색로그를 분석하여 검색어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관검색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GIS맵과 연동하여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의 실시간 배송 현황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서비스
날씨정보에 따른 도서관 이용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날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3.3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

비고

도서관
정책
결정자

도서관
사서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

3.3.1 서비스 모형 선정 과정

다. 2차 서비스 모형 도출을 위해 16개의 1차

개발할 서비스 선정을 위해 도출된 16개의

서비스 모형을 코드화하고, 전문가 자문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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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검토를 통해 추가, 삭제 등을 판단하여 도

비교분석 정보를 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통계

출하였다. 2차 서비스 모형은 1차 서비스 모형

정보제공’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을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의 서비스를 통합, 추

디지털 큐레이터 서비스는 전국 도서관 이용자

가 하여 9개의 서비스로 구성하였고 정책 그룹

의 대출데이터와 이용자 검색 로그 데이터를 수

과 도서관 그룹으로 구성된 전문가 FGI를 통해

집,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

<그림 4>와 같이 최종 4개의 도서관 빅데이터

하는 ‘이용자 맞춤형 추천’ 기능과 GIS맵과 연동

서비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하여 지도 기반 도서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

최종적으로 도출된 네 가지 서비스 모형은

서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GIS융합
정보제공’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 툴킷 서비스는 전국도서관의 도서

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프로파일링 서비스는 전

선정․구입 목록과 도서소개 및 서평정보를 수

국 도서관의 평생교육, 문화행사 프로그램 관련

집, 분석하여 도서 선정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인기강좌, 인기강사를

‘수서업무지원’ 기능과 전국 도서관의 서가배치

분석하는 ‘인기강좌, 인기강사 분석’ 기능과 전

데이터와 이용자 검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수집하여 문

서가배치 업무를 지원하는 ‘정리업무지원’ 기능

화프로그램 단위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비

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둘째, 스마트 대시보

교․분석하는 ‘도서관별 문화 프로그램 비교’

드 서비스는 도서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자 편의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

우선적으로 개발할 서비스를 서비스 개발의

정지원’ 기능과 상위 도서관 정보 및 타 도서관

필요성, 시급성, 개발 가능성 관점에서 다시 검토

<그림 4>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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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도서관 사서 및 문헌정보학과 교수들

사서 업무의 효율화,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서

을 활용한 자문회의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서와

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로 구체적인 요구를 조사

설문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개

함으로써 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해 선정된 최

발 서비스를 <표 8>과 같이 4개의 서비스 후보

종 4개의 빅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 하

를 선정하였다.

였다. 설문지는 도서관 서비스 만족, 서비스의

선정된 네 가지 서비스 모형을 <표 7>의 1차

관점에서 수서 및 정리 업무의 만족, 도출된 빅

16개 서비스 모형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서비스 모형에 대한 수요도 등으로 구

첫째, 사서툴킷서비스는 ‘5. 도서선정지원_목록

성되었다. 2014년 7월 21에서 30일 약 2주에 걸

분석.’ ‘6. 도서선정지원_로그분석,’ ‘7. 도서소개

친 설문조사는 사서 200명, 이용자 300명을 대

및 추천,’에 해당하며, 둘째, 스마트 대시보드 서

상으로 하였다. 설문 당시 시점에서 도서관의

비스는 ‘1. 실시간 도서관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 실질

를 의미한다. 셋째,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는

적인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8. 대출

한 설문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설문조사는 관련

분석 및 도서 추천’이며, 마지막으로, 도서관 프

지식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가 선행되었다고 판

로그램 프로파일링 서비스는 도서관 문화 프로

단한 빅데이터 서비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그램 업무를 지원하는 ‘10. 평생교육, 문화행사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용자는 서울시

추천서비스’에 해당한다.

중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이용자의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와
함께 우선 개발 서비스로 선정된 사서 툴킷 서

면대면 수집하였다.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도

비스와 디지털 큐레이터 서비스를 좀 더 구체

서관에서 아직까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에

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를 대상

관한 수요가 높지 않고,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

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이용

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보다 도서관

자의 도서관 이용, 도서관 만족, 빅데이터 서비

<표 8>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사서)
순번

서비스명

내용

사서 툴킷
도서관 내부 운영을 위한 사서업무를 지원하는
1
서비스
서비스
스마트 대시보드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2
서비스
서비스
디지털 큐레이터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열람, 대출 편의를 위한
3
서비스
맞춤형 추천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 업무의 기획, 운영업무를 지원
4
프로파일링 서비스 하는 서비스
●: High, ◑: Medium, ◯: Low

필요성

시급성 개발 가능성

●

●

●

●

◑

◑

●

●

●

◑

◯

◑

비고
우선
개발
중장기
개발
우선
개발
중장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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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한 항목으로

서의 보유(불만족 36%),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구성하였다.

장서(불만족 34%) 별치서가(불만족 19%)의

설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용자들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서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읽고자 하

관의 위치와 장서이며, 도서 대출을 위해 참고

는 도서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장

하는 것은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나 전문가들

서의 보유나 연계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

의 추천도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

의 특색을 반영한 장서의 보유와 별치서가를 통

은 도서의 검색 및 찾기, 사서 응대에는 만족도

한 손쉬운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가 높으나 지역특성에 대한 차별성, 최신의 정

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보기술을 반영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

도서관 이용자 측면에서 불만족이 가장 높은

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은 의 잠재적 요구

상위 3개의 항목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용

를 수서 및 정리 업무, 열람 및 대출과 관련한

(불만족 54%), 특정 시기에 따라 선호도가 다

만족도를 통해 종합하면 충분한 장서 확충이

름(불만족 46%), 다른 사람의 대출에 대한 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불만족 42%)이다(<그림 6> 참조). 즉, 이

장서 확충에 대한 요구를 <표 8>의 사서툴킷

용자는 대출 시 별치 서가의 책을 고려하기 보

서비스와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의 개발의 측

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특정 분야의 도서,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

자신과 유사한 관심을 갖는 다른 이용자의 대

<그림 6>과 같다.

출 도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먼저 사서들의 도서 구매 및 서가 배치와 관

선정한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가 개인에게 특

련한 조사에서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 즉 개

화된 맞춤형 도서 추천서비스를 이용자 서비스의

선 및 수요가 높은 상위 3개를 보면 충분한 장

주요 모형으로 도출한 것과 일치한다.

<그림 5> 선정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 도출을 위한 요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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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정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 도출을 위한 요구(이용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을 위해 최종 선

을 수집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대시보드 방식으

정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도서관 정책결

로 표출해주는 스마트 대시보드 기능, 지역도

정자 및 사서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서

서관의 규모, 대출 현황 및 소득, 학력, 다문화

툴킷 서비스, 스마트 대시보드 서비스와 도서

등의 인구 특성을 수집 분석하여 GIS 맵 기반

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

으로 쉽고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GIS 현황

터 서비스 세 가지이다.

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를 개념화 하면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2 최종 개발 서비스 모형: 사서 의사결정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의 수서 추천 서

지원 서비스와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

비스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장서데이터, 대출기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는 사서 툴킷 서

록, 이용자데이터와 온라인 서점의 도서 소개

비스와 스마트 대시보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

및 서평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서업무를 지

칭한 서비스명이다.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

원하는 업무 지원용 빅데이터 서비스이다. 자

스는 자관의 미보유 도서 중 타관 대출빈도가

관 특성에 적합한 구입도서 선정에 도서를 추

높은 도서 및 보유 장서를 비교, 분석하여 수서

천함으로써 수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한다. 구

목록으로 추천하는 수서추천 기능, 도서관 핵

입 도서 선정을 위한 추천도서는 이용자별 도서

심 이용자 및 도서 및 시간대 요일별 대출현황

대출․열람 현황, 자관의 장서 보유 현황과 타

<표 9> 최종 개발을 위해 선정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순번

서비스명

1
2
3

사서 툴킷 서비스
스마트 대시보드 서비스
디지털 큐레이터 서비스

내용
도서관 내부 운영을 위한 사서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열람, 대출 편의를 위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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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의 개념도

관의 장서 보유 현황 비교 분석, 온라인 서점의

계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및 정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 비교 분석, 각종 기

책 수립과 결정에 근거가 되는 기본 데이터를

관의 추천 도서의 분석을 통해 원하는 기간 및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

조건으로 검색하여 선정 도서 목록에 올릴 수

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현황을 시각화 하여 제

있도록 한다.

시하는 GIS 현황판, 태그 클라우드와 같은 기

스마트 대시보드는 도서관의 주요한 의사결

능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

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도서관 핵심 이

은 <표 10>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수서 추천 기

용자, 시간대별 요일별 대출 현황, 도서관 이용

능, 스마트 대시보드, GIS 현황판, 태그 클라우

자 행태 분석과 같은 도서관 이용 데이터를 집

드로 구분하였다.

<표 10>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주요 기능
구분

수서 추천 기능

스마트 대시보드
GIS 현황판
태그 클라우드

정의

예시

∙자관 미보유 도서 중 타관 대출빈도가 높은 도서
목록 추천
∙수서업무 및 정리업무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도
∙복본 구매도서 추천
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기능
∙언론사, 서점의 추천도서 목록
∙서가배치 추천
∙도서관 핵심 이용자/도서 분석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자를 위한 도서관 데이터
(시간대, 요일별 대출 현황)
집계 기능
∙도서관 이용자 행태 분석
∙지도 기반으로 도서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 ∙지역도서관 현황(규모, 대출 등)
하는 기능
∙인구 특성(소득, 학력, 다문화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최신 도서 트렌드 분석
있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가시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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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 서비스는 도서관

령대별 대출기록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개별 이

이용자의 대출데이터와 이용자 검색 로그데이

용자들에게 적합한 도서 프로파일링, 맞춤형

터, 잠재적 요구를 수집,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그림 8> 참조).

형 도서 서비스를 추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 목표는 첫째, 전국

즉, 도서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데

공공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 데이터를

이터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

기반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

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 검색 및 도서관

형 도서를 추천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도서 추천 빅데

공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 데이터 서

이터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

비스를 통해 수집 및 저장되는 개인별 소장 도

의 독서 기록을 저장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독

서와 도서관 대출데이터와 연계하여 독서 프로

서 기록 공공 도서관에서 수집한 지역, 성별, 연

파일링 분석으로 균형 있는 도서 대출 및 독서

<그림 8>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의 개념도

<표 11>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 주요 기능
구분

정의

예시

로그인 기능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방식

∙자체 로그인
∙SNS 연계 로그인

맞춤형 추천

∙검색어 입력 결과로 나타는 맞춤형 추천 기능

∙개인 특성별 신간도서 추천
∙특정 도서별 군집화 목록 추천
∙이용자 독서 성향별 추천

프로파일링

∙연령, 성별, 개인별 독서 취향을 분석해 주는 기능

∙카테고리별 상위 30권
∙개인 독서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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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활용 데이터(예시)
구분

정형 데이터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서지데이터, 소장정보 데이터
∙대출기록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열람기록 데이터
∙온라인 서점의 도서 판매량

반정형 데이터

∙구글 트렌드 정보
∙공공데이터(날씨, 지역통계, GIS 등)

비정형 데이터

∙도서 목차, 서평
∙소셜, 서점 데이터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
∙서지데이터, 소장정보 데이터
∙대출기록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검색로그 데이터
∙열람기록 데이터
∙온라인 서점의 도서 판매량
∙구글 트렌드 정보
∙공공데이터(날씨, 지역통계, GIS 등)
∙도서관 데이터(위치정보)
∙도서 목차, 서평정보
∙소셜, 서점 데이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용자 도서 추

으로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을 개발

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크게 3가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향상된 도서관

지로 로그인 기능, 맞춤형 추천, 프로파일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며 상세 내용은 <표 11>과 같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도서관 빅데이터의

위의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을 위해 활용되는

개념과 내용을 고찰하였다. 도서관의 빅데이터

데이터는 <표 12>와 같이 정형․반정형․비정

는 도서관 정보와 빅데이터의 특성이 결합하여

형 데이터로 구분한다. 기존에 도서관이 보유하

도서관의 내부 및 외부에서 수집 혹은 생성되

고 있는 서지데이터, 소장정보, 대출기록, 이용

는 다양한 도서관 정보로 데이터의 크기, 형태,

자데이터, 공공데이터, 소셜/서점데이터 및 향

생성 속도가 빅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후 확보해야 할 열람데이터, 목차, 서평, 판매량

도서관 분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의 서점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입력한다. 빅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빅데이터는 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4가

서의 MARC데이터, 대출 정보 등 전통적으로

지 주요 기능을 통해 사서들이 이해하기 쉬운

도서관에서 생성되는 정형데이터, 수집된 정보

형태의 스마트 대시보드 태그 클라우드 형태의

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를 표출한다.

반정형데이터로 도서관 통계데이터, 공공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데이터도 도서관의 비정형데

4. 결 론

이터로 중요하다.
둘째,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이터를 도서관 분야에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을 도출하였다. 도서관 현장의 실무자, 정책 관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이해를

리자, 연구자, 이용자와 같은 도서관의 핵심 이

높이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

해관계자 집단의 심층인터뷰, FGI, 설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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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1차적으로 16개의 도서관 빅데이터 서

집하게 될 다양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를 어떻

비스 모형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서

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공

비스 요구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개발 가능성

공도서관에서 각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서비스 모형인 사서 의

과 이에 대한 활용, 그리고 제 3자에 대한 동의

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이용자 도서 추천 서비스

를 새롭게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를 최종 개발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각 서비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

의 상세 개발 방안, 주요 기능 및 시나리오를 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

시하였고 서비스 개발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기

과 논의가 필요하다.

술함으로써 향후 다른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모
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도출 및 가치 측정 분
야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향후

셋째, 도서관 빅데이터의 가치는 향후 서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

스 활용으로 예상되는 업무의 효율성, 서비스

해 도출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는 도서관

의 품질 향상, 이용자 만족과 같은 성과를 목표

분야의 사서 및 이용자들의 주요 현안을 빅데

로 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러한 관점에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경제

즉, 문제 해결형 서비스만을 도출함으로써 빅

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가치평가 항목 및 가치

데이터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도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관점

본 연구는 그동안 이론,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의 서비스는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빅데이

분석 등에 그쳤던 도서관의 빅데이터를 심층적

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클

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

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조사,

비스 모형을 도출 및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공

분석하여 도서관 분야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

공도서관 분야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연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수립에 관한 후

구 영역을 확장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있고, 도서관 분야에 빅데이터를 접목한 서비

둘째, 개발된 빅데이터 서비스의 성과를 본

스 개발로 도서관 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한 도서관 빅데이터 가치 항목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도서관 서비스 및 정

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가치 항목들은

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

많은 부분 공공분야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정량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적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되고 사용되는

수 있는 표준 모형이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빅데이터 서비스의 특성과 성과에 따라 구체적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각 도서관은

인 측정 척도의 적용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

자관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은 성과에 측정 계획은 서비스 개발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

이루어짐으로써 개발된 빅데이터 서비스의 목

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이용자들로부터 수

적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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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서관의 빅데이터는 그동안 도서관과
관련해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점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의미, 활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 도출 및 선

뿐만 아니라 도서관 데이터의 전반적인 생성,

정 방향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활용, 성과를 살펴보고, 사회적 관점에서 데이

에, 공공도서관에서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터 활용의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지속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이를 기초로 대학도서관

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이나 학교도서관 등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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