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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이 인류 지식의 보고이자 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 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이를 해 먼 , 4차 산업 명 련 국내외 

정책동향  추진사례, 국내외 도서 계 동향  정보서비스 사례 등을 토 로 PEST 분석을 시도하 다. PEST 분석을 

토 로 도서 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황과 변화추세를 악하여 미래 도서 의 방향에 한 략  시사 을 

도출하 다. 이를 통해 미래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한 후 미래도서  구축 략을 제안함으로써 4차 산업 명 

시  선도  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 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to create the foundations that a library can maintain solid roles as repository 

of human knowledge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we performed PEST analysis about domestic and foreign trends & cases about policies, libraries, librarians,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PEST analysis, we considered 

the changing trends about the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library, and deriv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directions of the future library. For the leading system of library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we re-established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uture library and 

proposed the establishment strategies toward the futur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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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필요성  목

최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거의  역

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제4차 산

업 명’이다. 제4차 산업 명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되면서 미

래사회 응을 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명을 이끄는 표 인 핵

심기술인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은  분야에 걸쳐 엄청난 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가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망이 나오고 있다. 

인류는 지 까지 범용성을 갖는 일부 기술의 

신 인 발 으로 인해 사회의 삶 체가 바

는 명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이에 하

게 응하고 응하기 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명  변화과

정에 한 발빠른 응 여부가 모든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명확

히 이해하여 응할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

명으로 인해 미래 사회는 분리(분업)를 특징

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 통합(융합)이 가속되

는 사회, 작은 공간에서의 완결성이 강화되는 

사회, 생산과 소비가 융합되는 공동체성이 강화

된 사회가 될 것으로 망된다(이명호 2017). 

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춰 도서  역시 새로

운 환경에 어떤 로네시스(실천  지혜)를 가

지고 략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 논

의가 필요한 시 이다. 즉, 도서  에서 4

차 산업 명의 의미를 정의하고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 명 시  도서 에 용가능하고 지

속가능한 분야  활용가능성이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 으로 도서 은 인류지식의 총체이자 

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도서 이 제공하는 지식정보의 유형과 제공되

는 방식은 끊임없이 제거되거나 체되거나 변

화해 왔다. 그 다면 4차 산업 명 시 에 도서

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미래를 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선행 으로 세계

인 정책동향, 선진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시

사 을 도출하고, 나아가 4차 산업 명 기술이 

목된 미래 도서 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IoT에 기반한 정신 인 

창조활동이 이루어지는 인류의 놀이터이자 지

식 문화 창조 공간으로서 미래 도서 의 역할과 

기능에 한 시각을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시  선도  

응체계를 마련하기 한 미래 도서 의 구축 

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4차 산업

명 련 국내외 정책동향  추진사례, 국내외 

도서 계 동향  정보서비스 사례 등을 조

사․분석하 다. 그리고 미래 도서 의 환경과 

기회   분석을 통해 기회를 찾거나 재

와 변화방향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거시  

환경 분석 방법  하나인 PEST 분석을 실시

하 다. PEST 분석은 미래 측방법론  환경

스캐닝의 방법론  하나이다. 사회체제의 복

잡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격한 변화

로 인한 충격의 증  등 최악의 경우에 비하

기 해서는 체계  분석에 의한 미래 측과 

응 략 수립이 필수 이다. 이에 미래 연구

와 정책 수립의 가장 기 인 단계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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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법  하나인 PEST 분석을 실시하

다. PEST 분석의 목 은 모든 불확실성을 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최 한 멀리 바라보고 미

래의 요하다 생각되는 발 을 상하고 측

하기 함이다. 따라서 다량의 정보 속에서 일

상 인 정보와 다른 변화의 징후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 요하므로 독특한 정보와 이상 패

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서 을 둘러싼 환경

을 분석하여 미래 도서 을 측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PEST 분석 결과를 토 로 도서

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황과 변화추

세를 악한 후, 장실무자들을 상으로 요

구사항을 도출하여 미래 도서 의 방향에 한 

략  시사 을 도출하 다. 이를 통해 미래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한 후 미

래도서  구축 략을 제안하 다. 

1.2 선행연구 

최근 4차 산업 명 련 연구가 활발하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4차 산업 명과 련하

여 공간구성에 한 연구, 4차 산업 명 기술 

용에 한 연구, 이용자  사서들의 인식연

구, 사서교육연구와 련하여 연구가 있다. 

먼  4차 산업 명 시  도서  공간구성에 

한 연구로 김보 , 곽승진(2017) 연구가 있

다. 이들은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도서 의 공간 구성의 변

화가 필요함을 언 하면서 이에 한 한 방안으

로 메이커 스페이스 도입 방안에 해 제시하

다. 다음으로 4차 산업 명 기술 용에 한 연

구로 정민경, 권선 (2014) 연구와 노동조, 손

태익(2016) 연구, 그리고 김태  외(2017) 연

구가 있다. 먼 , 정민경, 권선 (2014)은 도서

에 사물인터넷 개념을 용하여 시맨틱 기반

의 도서  서비스 모델링을 제안하 다. 노동조, 

손태익(2016)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학도서

 서비스 활용방안에 해 제안하 으며, 김태

 외(2017)는 4차 산업 명 기술이 용된 스

마트 디바이스의 활용 황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박태

연 외(2018)와 강주연 외(2018)는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미래 응 략을 모색하기 

해 사서와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

다. 이들 연구는 향후 도서 의 서비스 개발

에 한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마지막으로 박옥남(2018)은 4차 산업 명 

시  사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 명 시 에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인재 양

성이 무엇보다 요하며, 이러한 에서 변

하는 노동 구조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는 에

서 논문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쳤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도서 을 포함한 4차 

산업 명 련 국내외 정책과 기술  사례들

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 도서 의 역할과 기능

을 재정립하고 미래 략을 구체 으로 제안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도서 의 거시환경분석

거시  환경 분석은 장기 으로 향을 미칠 



7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2권 제2호 2018

수 있는 요인(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들을 분석하여 장기 인 비 과 략을 수

립하는 것이다. 기회나 험요인을 악하여 

략  의문 을 개발하고 략의 방향을 수립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거시  환경

을 분석하는 방법은 연구 상을 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요인들의 에서 큰 

변화를 찰해보고 이 변화들이 주는 기회와 

  시사 들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즉, 외부환경요인을 탐색하여 각 환경 요인

들이 변화하는 추세와 동인을 분석한 후 이들 

요인들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 향력 등

을 분석하여 이에 한 응 방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시환경분석 기법에는 PEST, 

STEEP, 3C/FAW 분석 등이 있다. 이  

PEST 분석 기법은 환경스캐닝 방법론을 통해 

미래 측을 할 때 활용되는 기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합한 카테고리로 분

류하여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일반 으로 경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시 인 힘(요인)을 

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며, 기업/기 이 

처해 있는 환경과 기회, 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재와 변화 방향과의 갭을 발

견하기 해 사용된다. 여기에서 PEST는 정치

환경(Political), 경제환경(Economical), 사회

환경(Social), 기술환경(Technological)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4가지 환경을 분석하여 

측하고자 하는 상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

여 책을 수립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을 둘러싼 4차 산업

명의 향에 따른 이슈와 트 드를 발견하기 

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자원을 수

집하 으며, 검색된 정보를 토 로 PEST 분석

을 시도하 다. 이를 통해 도서 을 둘러싼 다

양한 환경요인들의 황과 변화추세를 악하

고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략  시사 을 

분석하여 미래 도서 의 선도  응체계를 마

련하는 등 도서 의 미래 응형 발  략을 

제안하고자 하 다. 

PEST 분석에 앞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료들을 ‘4차 산업 명’과 연 된 키워드를 검

색해 본 결과 4차 산업 명과 연 된 키워드는 

주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3D 린 , 빅데이터, 가상 실/증강

실, 드론으로 나타났다. 이들 키워드를 심

으로 국내외 4차 산업 명의 정책  기술동향

과 추진사례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

으로 PEST 분석을 실시하 다(국립 앙도서

 2017).

 

2.1 정치  환경

 세계가 ‘제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미래 지속 성장을 한 비에 본격 착수하면

서 국내에서도 4차 산업 명 산업에 한 정책

지원  종합 책을 수립하기 한 작업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도서

을 둘러싼 정치  환경을 종합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민․ 이 공동 참여하는 통령 직속의 

‘4차산업 명 원회’의 신설을 통해 4차 산업

명의 범국가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다. 2017년 

3월 기 으로 4차산업 명 원회는 총 5차까

지 진행되었으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4차 산업 명 시  미래 도서  구축 략에 한 연구  77

사회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 명 응방향

과 략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 4차산업

명 원회는 크게 사회․제도, 산업․경제, 과

학․기술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

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심’의 4

차 산업 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목

표  하나는 ‘고르게 발 하는 지역’으로서 지

방의 역할 증 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

차 산업 명 시 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계가 그려질 것으로 상된다. 그동

안 앙정부는 최상층에 있고, 간에 지방정

부, 최하 가 주민으로 구성되어 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월등한 권한과 재정을 통해 지시

와 명령, 감독을 하는 치에 있었다. 그러나 4

차 산업 명 시 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주민 간의 계가 병렬 , 동등한 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양 철 2017). 특히 클

라우드 컴퓨 이 극 화되면서 강력한 랫폼

을 심으로 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주민들

의 공간이 형성되고 활용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셋째, 기록 리 역에서도 4차 산업 명과 

련하여 디지털 아카이  구축에 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 빅데이

터 등 4차 산업 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기록 리체계1)를 마련하기 한 연구개발

(R&D)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행정자치

부 2017). 일본 지식재산 략본부의 경우 2017

년 9월 25일 디지털 아카이  구축  그 활용 

분야 횡단  통합포털(재팬 서치)의 구축을 목

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  재팬 추진 원

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아카이 에 계된 실무

 과제를 검토하기 하여 ‘실무자검토 원회’

를 설치하 다. 이는 2020년 올림픽과 그 후 일

본을 빛낼 콘텐츠 역량 강화라는 에서 디지

털 아카이  구축을 극 으로 추진하는 것으

로, 추진 는 분야 횡단  통합 포털 구축을 하

여 국립국회도서  서치2)와 각 분야의 주요 아

카이 의 연계 방안과 과제를 검토하고 2020년

까지 그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권용수 2017). 

넷째, 도서  역에서도 신기술이 용된 

미래 도서 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국립  

공공도서 의 4차 산업 명 련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지식서비스 제공을 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능

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맥을 같이 한다. 따

라서 미래 도서 은 4차 산업 명 환경에 응

할 수 있는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선도 인 미래 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2.2 경제  환경

우리 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 성장 고착화․양극화 심

화｣의 구조 ․복합  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1) 지능형 자기록 리체계: 자기록의 생산․보존․활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기록 리 업무 정보들을 

자동으로 획득․분석하고, 인지․ 단할 수 있는 미래지향  시스템을 말한다. 

 2) 국립국회도서  서치(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 국립국회도서 을 비롯한 국의 공공도서 , 공문서 , 미술 이나 

학술연구기  등이 제공하는 자료, 디지털 콘텐츠를 종합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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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

복하기 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

람 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부처 합동 2017a). 이와 련하

여 도서 을 둘러싼 경제  환경을 종합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사람 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4차 산업 명은 지능화 명을 기반으로 ‘경

제․사회 구조  과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강 인 세계 이인 과학기

술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4차 산업 명을 

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신 성장

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정부는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비를 해 “경

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람 심의 4차 산업 명 응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계부처 합동 2017b). 

둘째, 최근 ICT 기술의 발 과 산업의 모듈

화를 통하여 공유가 쉬워졌고, 디지털 컨버

스의 진화로 기기간의 호환성이 요해지면서 

제품 경쟁력이 아닌 랫폼 경쟁력이 두하고 

있다. 규모 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많은 이

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축 하여 양질의 서

비스를 렴하게 제공, 이를 토 로 이용자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 즉, 지능정보 랫폼을 통

해 련 제품과 서비스들이 연결  통합되어 

서비스로 작동함으로써 단품(Stand alone)형

태의 제품 서비스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지능

정보기술은 규모 데이터에 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 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이 된

다. 이에 따라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시 에 랫폼을 주도하려는 기업은 ①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인 라), ② AI 기술  

③ 데이터 보유 + 데이터 지속 창출 가능한 서

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

다(KCERN 2017; 임베디드소 트웨어․시스

템산업 회 2017; 최계  2017). 

셋째, 사용자 경험 심의 스마트 로슈머

가 등장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

지는 로슈머의 융합산업사회로 어들었다. 

4차 산업 명 시 에 랫폼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심 이 되면서 이를 매개로 로슈

머 소비자는 소비에서 유통까지 직  여하여 

그들의 권리와 욕구를 행사하고 있다. 특히, 고

객의 경험을 통해 집 된 분석․축 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출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생산자들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과 서비스에 반

할 것으로 보인다(유택열 2016).

넷째,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 스 체제가 등장하면서 도서  역

시 4차 산업 명에 응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

화 거버 스 체제의 도서 으로 변화가 요구되

고 있다. 이와 련하여 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먼 , 데이터가 증하면서 정보 거버

스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 거버

스는 정보를 기업 비즈니스를 한 핵심 자산

으로 최 화하여 보호  활용하기 한 방안

으로서 단지 비용을 감하고 험을 이는 

방어 인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4차 산업 명 시  미래 도서  구축 략에 한 연구  79

되고 있는 정보를 제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기 때문에 그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외

에도 IT 거버 스와 데이터 거버 스, 디지털 

거버 스 등에 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IT 거버 스는 IT를 활용하여 기업의 략과 

목표를 뒷받침하고 개하기 한 리더쉽, 조

직 구조, 로세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리하기 한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최근 조직 내 주요 업무들의 IT의존도가 심화

됨에 따라 IT 거버 스의 요성도 더욱 강조

되고 있다. 한 데이터 거버 스는 데이터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고품질 정보가 조직의 비

즈니스 목 에 부합하고 최 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 으로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거버 스의 

경우 IT 기술의 등장과 함께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조직의 사업  서비스 제공 수단

의 효율화 등 정보화 사회 기 기업에서 디지

털 정보기술에 한 리․운용․조정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을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안형진 2015; 조완섭 2017; 김시정, 손주

연, 김주  2017). 

2.3 사회  환경

4차 산업 명은 산업구조를 바꾸고 일자리, 

삶의 모습 등 사회에 되어 삶 반에 총체

인 변화를 야기할 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는 4차 산업 명 기반을 만들기 해 산업과 사

회 반으로 지능화 신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집 하고, 

상 으로는 사회문제 해소에 심이 부족하

여,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라는 비

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

의 생산성과 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

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4차산업 명 원회 2017; 계부처 합동 

2017b). 이와 련하여 도서 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종합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 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발되는 연결 기반의 지능화 

명으로서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

능정보화사회로 환되고 있다. 특히, 사회  난

제 해결에 지능화 융합이 보편화되며, 삶의 양식

과 사회 인 라의 변화 등 사회 반에 범 한 

력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주요국은 4차 산

업 명을 신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

심과제로 인식하고 민․ 이 함께 극 으로 

지능화를 추진 에 있다( 계부처 합동 2017b).

둘째, 4차 산업 명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앞으로는 험 직무,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되는 반면, 창의성이

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

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랫폼을 통

해 기업 기능이 산업간 경계없이 용되면서 

업무도 기능 문성 심으로 환되어 비 형

 고용형태가 확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는 ICT 신산업 분야 직업 훈련을 확 하고, 

직 지원 강화를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고용형태 다변화 비 안 망을 강

화하기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차산업 명 원회 2017).

셋째, 4차 산업 명을 통한 기술 변화로 인

해 문화콘텐츠의 창작과 향유의 변화가 일어나

고 있으며, 이용자의 문화 술복지에 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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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증 되고 있다. 4차 산업 명 기술은 개인

의 문화향유에서 참여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한 4차 산업 명을 

추동하는 핵심 기술은 산업 구조의 변동만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신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변

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에 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

명 시 에 기술 발 의 가치는 인간과 사회

의 이러한 욕구를 포착하고 그것을 기술을 통

해 실 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이 4차 산

업 명에서 나타난 신 인 기술을 가지고 무

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인 ‘감

성’과 ‘창의성’은 어떻게 4차 산업 명의 산물

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한국콘텐

츠진흥원 2017a; 2017b). 

넷째, 4차 산업 명시  지역공동체(문화다

양성)의 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

간’으로서 도서 의 역할은 보다 요해지고 

있다. 4차 산업 명의 향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제고되는 반면, 개인의 정체성, 개인이 느

끼는 삶의 의미는 오히려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은 지역 공동체의 지식 허

이자 문화소통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4 기술  환경 

4차 산업 명은 모든 사람․사물이 네트워크

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끊임없이 수집․축 됨

에 따라 데이터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이

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  활용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능화 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도서 을 둘러싼 기

술  환경을 종합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 명 주도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등 신기술  

신사업 확장을 통해 4차 산업 명 시 의 주도

권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컨 , 월마트, 

GE, 코카콜라 등 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

명 기술을 활용한 고객 리로 경험의 변화, 

새로운 가치의 창출, 디지털 마 의 최 화 

등을 꾀하고 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 명 주

도기술 기반 스타트업3)들은 련 기술을 응용

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선도 으로 개발 

 공 하고 있다(조길수 2017;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2017). 

둘째, 4차 산업 명 기술시장 성장하면서 부

가가치가 확 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이 산업 

반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향도 속도로 확

될 것으로 상된다.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

면서 생산과 소비의 명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가치사슬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즉, 가

치사슬 체의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한편 제조 

과정의 비 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재는 주

로 제조 공정 변화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으

나, 향후 R&D, 제품설계  제품 신으로까지 

확 될 것으로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셋째, 4차 산업 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으로 환은 피할 수 없는 도 이 되고 있

 3) 스타트업: 첨단기술 는 에 없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을 뜻하며, 벤처캐피탈, 

엑셀러 이터 등 문투자기 의 투자를 유치 받았거나 유치를 비 인 기업을 말한다(조길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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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변화

시키고 추가 수익 흐름을 창출하여 새로운 방

식으로 산업을 변화시킨다.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은 이미 각 산업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로세스의 변화와 이를 바탕

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최 화  재구성

(재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어 다(김민식, 손

가녕 2017).

넷째, 도서  역에서도 신기술을 용하여 

도서 의 효율성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컨  국의 

경우 빅데이터를 심으로 디지털 자원의 근

성 향상을 한 도서  정보서비스 개발에 집

하고 있으며, 국 역시 지능형 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에 집 하고 있다. 도서 의 커뮤

니 이션 채 이 다양해지고 이용자 심의 운

 구조로 이동하면서 도서  기능도 지식정보 

자료의 소장 심에서 이용자 서비스가 강조되

는 근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선도 략을 마련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 명 

응 황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2.5 시사

4차 산업 명 시 에 정책 추진에 있어 일

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즉, 4차 산

업 명 응을 해 한 우선순 를 부여하

여 일 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 한국형 미래도서  략 임워크 논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응책을 개발하는 한

편, 4차 산업 명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도록 

구 분 미 국  국 싱 가 포 르  국

추진
주체

의회도서
(Library of Congress)

국 국가도서
(National Library of China)

싱가포르 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국 국립도서
(British Library)

핵심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가상 실/
사물인터넷(RFID)

빅데이터/로 빅데이터

응
략

빅데이터 아카이  구축  클
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하
여 디지털 자원에 한 지속
인 근방법 제공 

가상 실, 사물인터넷 등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도서  지능
형서비스를 제공하여 4차 산
업 명에 응

국립도서  심의 최신 기술 
수용을 한 랫폼을 구축하
여 4차 산업 명에 응

정보기술의 신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사서의 역할을 강
조하고, 빅데이터 심의 도서
 정보서비스를 개발

응 
특징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한 도
서 의 디지털 자원 보존  
리방안 지원

∙디지털 TV 서비스, 가상
실 서비스, 지능형 스택 내
비게이션 서비스, RFID 셀
 순환시스템 등 정보안내 
 제공 서비스에 

∙정보기술에 한 정부의 강
력한 지원

∙이용자 행태를 빅데이터 기
반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미
래 도서 이 나아가야 할 방
향 수립
∙로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

 서가 리 자동화

∙디지털 장서의 근성 향상
을 한 빅데이터 로젝트
를 수행
∙이미지 머신 러닝 웹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도서  
자원에 한 이용자의 근
편의성을 향상시킴

<표 1> 해외 주요국 도서 의 4차 산업 명 응 황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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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원에서 4차 산업 명 추진 략을 

보다 구체화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미래도서 의 구축 략을 개발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1차 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도

서 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도서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 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장 실무자들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은 국립 앙

도서  사서 10명, 세종도서  사서 4명을 상

으로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 다. 면담에 앞서 4차 산업

명의 개념과 정책동향, 그리고 도서 을 둘

러싼 외부환경 분석결과를 설명하 으며, 이를 

토 로 미래 도서 의 발 방향에 한 사서들

의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주요 면담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장에서 4차 산업 명 시 에 미래도

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 한 부

분은 데이터 수집  리 문제 다. 앞으로 미

래 도서 에서는 지능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할 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용자 데이터가 제

로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표 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을 지 하 다. 그리고 미래 도서

이 ‘호모 루덴스’를 지향하기 해 메이커 스

페이스 등이 필요함에는 동의하지만 사서들은 

3D 린 , 로보틱스, 이져커터 등  새로

운 분야의 기술을 배우기에는 실 으로 어려

움이 많다는 을 지 하 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에 앞서 외 력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

히, 미래도서  서비스 고도화와 련하여 

구와 업할 것인지, 지역 사회에서 구의 도

움을 받을 것인지에 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외에 미래 도서 에

서는 인간 심의 서비스에 한 고민과 더불

어 이용자의 도서  방문 목 을 고려하여 이

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을 둘러싼 외부환

경과 장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부

문에서의 4차 산업 명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민 력을 통해 4차 산업 명 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연결사회

가 가져올 변화를 직시하여 새로운 라이  스

타일 즉, ‘서드 라이 (Third Life)’에 해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서드라이 ’는 말 그래도 제 

3의 삶의 시 가 왔다는 뜻으로 실공간과 가

상공간이 함께 연계-결합이 가능한  하

이퍼 실사회의 라이 스타일을 의미한다. 

컨 , 3D 린터, 홀로그램, 증강 실과 같은 4

차 산업 명 기술을 활용한 놀이 콘텐츠들은 

라이 스타일의 문화 환경이 서드라이 로 이

동 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드라이  시 는 새로운 감각  문화콘텐

츠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문화 명

에 따른 문화콘텐츠 역의 변화 방향과 이용

자들의 기술 감각  콘텐츠 여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이동연 2017). 

셋째, 4차 산업 명 기술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한 구체 인 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컨 , 데이터의 표 화  품질 리체계, 보안 

등 데이터 련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한 정

보서비스를 구 하기 한 랫폼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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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해서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신기술  스

마트 디바이스 활용에 한 용가능성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제는 4차 산업 명 시  핵심기술이 용

되는 지식기반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신개념의 도서  구축을 한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나아가 미래 도서 의 향

력 요인을 분석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합

한 도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3. 미래 도서  구축 략

3.1 미래 도서  역할과 기능

제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도서 은 

새로운 도 에 직면해있다. 이미 다른 역에

서는 4차 산업 명과 련한 다양한 략과 방

향을 제시하면서 변화에 응할 비를 하고 

있다. 도서  역시 4차 산업 명에 시 에 필요

한 기 으로 남기 해서는 핵심트 드와 도

과제를 면 히 분석하여 새로운 략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미국 뉴미디어

컨소시엄(New Media Consortium)은 2017년

에 학술  연구 도서 의 기술도입을 진하

는 핵심트 드와 도 과제, 기술개발에 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술  연구도서

에서 1~2년 동안만 유지하다가 추후 보편화

되거나 사라질 단기 트 드는 ‘연구 데이터 

리’, ‘사용자 경험 시’이며, 3~5년 동안 의사

결정에 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 

트 드는 ‘창조자로서의 도서  이용자’와 ‘도

서  공간의 재구성’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이상 계속해서 향을 미칠 장기 트 드는 ‘기  

간 력’, ‘학술 기록의 진화’이다(New Media 

Consortium 2017). 앞서 분석한 외부환경변화 

분석 결과와 미국 뉴미디어컨소시엄이 제시한 

도서 의 핵심 트 드  도 과제 등을 종합

하여 미래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 데이터 거버 스4) 에서 미래 도서

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데이터 선진국들

은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을 목하여 해당 분야를 업그 이드하는 등 4

차 산업 명 시 를 비한 많은 노력들이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국립도서 은 ‘

국국립도서  데이터 략 2017’에서 통합된 

데이터 제공을 한 핵심 략으로 1) 데이터 

리, 2) 데이터 생성  작성, 3) 데이터 아카

이빙과 보존, 4) 데이터 근, 분석  재사용을 

제시하 다(British Library 2017a). 국국립

도서 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는 연구데이터로

서 도서 의 일상 업무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리데이터, 방문자  독자 데이터, 재정, 작업, 

다른 운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데

이터 아카이 로서 도서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래 도서 이 다루어야 할 데이터의 

범 와 유형 등에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도서 이 다루어야 할 상이 데이터로 확장되

 4) 데이터 거버 스란 사 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해 리 정책, 지침, 표 , 략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리할 수 있는 조직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에서의 IT 리체계(IT 거버 스)를 의미한다

(조완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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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ST 분석 기반의 4차 산업 명시  미래 도서  역할  기능 

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 리․보존하는 

데이터 아카이 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을 이용,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랫폼

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람베르트 

헬러(Lambert Heller)는 학술도서 의 변화

와 련하여 연구자료  결과의 자유로운 열

람을 해 앙 문도서 들이 서로 긴 하게 

조율하여 제공하는 오  엑세스 인 라를 강조

한 바 있다(주한독일문화원 2014). 독일국립과

학기술도서 (TIB)의 경우 연구데이터 리

를 한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RADAR(Research Data Repository)’ 로

젝트를 진행하 다. RADAR는 데이터의 장

과 출  등 2단계 사업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랫폼에서 연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를 장, 

리, 주석, 인용, 큐 이트, 검색 등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Kraft et al. 2016). 국국립도



4차 산업 명 시  미래 도서  구축 략에 한 연구  85

서  한 ‘단일 디지털 랫폼(single digital 

presence)’에 한 수요와 가능한 형태를 조사

하기 한 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British Library 2017b). 이 듯 해외 도

서 들은 디지털 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 도

서 의 서비스를 보다 확장해 나가기 한 노

력을 하고 있다. 미래 도서 이 제4차 산업 명 

시  지식정보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수행하

기 해서는 단순한 디지털 도서 이 아닌 데

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디지

털 랫폼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

이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자유롭게 이용, 공

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

기술의 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서비스 체 과정

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 명 시 는 데이터 없이 사회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데이터 기반 사회(data- 

based society)’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사회

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의 권력 자원화가 진행될

수록 ‘데이터 격차’ 혹은 ‘데이터 활용 격차’에 

의한 사회 불평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두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도서 은 기존의 정

보활용교육에 데이터를 포함함으로써 정보의 

수집, 생산, 가공, 분배의 가치 역에서의 불평

등과 격차를 이기 한 ‘정보 리터러시’ 기능

도 보다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화된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지능형 정보융합도서 으로서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제4차 산업 명에 응한 지능정

보사회 장기 종합 책｣에서 제시한 국가비

은 인간 심 지능정보사회의 실 으로 변화

하는 사회상을 반 하여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리는 안 한 지능정보사회 구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  역시 이러한 사

회  흐름에 맞춰 만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융합하여 이용자 환경(사람, 사물, 세상 등)을 

인식․ 악하고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화

된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미래 도서 은 지능정보기술5)을 활용

하여 모든 이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극 화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이용자의 일상을 

채워주는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연

결된 채 을 통해 이용자 환경을 인식․ 단하

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미래 도서 의 역할이다.

셋째,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

용해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빅테크6) 도서 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시빅테크 도서 은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5) 지능정보기술: 인간의 고차원  정보처리를 ICT를 통해 구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구 되는 “지능”과 데이

터․네트워크 기술(IBM)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형태이다( 계부처 합동 2016).

 6) 시빅테크(Civic Tech): 2013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단어로, 랑스에는 2년  처음 등장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랫폼을 의미한다. 한 시민 참가에 의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을 한 노력

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민과 창업자 등이 기술(주로 IT)을 활용해 행정기 이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

결하려 하는 처, 는 사고방식을 말한다(Alternatives Economiques, 2017년 4월호, 일본총합연구소, KIET 재

인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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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디지

털 랫폼 구축을 통해 시빅해킹7)을 지원함으

로써 지능정보사회에 합한 지역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 도서 이다. 나아가 시민들의 지

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한 디지털 지

역공동체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사회

신(Digital Social Innovation)의 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 이다. 통 으로 도서 은 지

역사회 기반시설로서 지역사회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고유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도서 은 통 인 지역정보서비

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지역공동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근과 투명성, 상용성 등을 

지원하는 시빅테크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

자들이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

회와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에서 시빅테크의 개념을 용한 도

서 이 필요하다. 시빅테크의 등장은 기술 신

의 진 에 따른 디지털 환경의 형성  정부와 

공공기 을 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의 개방 움

직임(오  데이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행

정․공공 서비스의 효율화와 편리성 향상, 정보

의 가시화, 시민의 지역사회에 한 주체 인 

여․참가 진,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의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과 같은 효과가 

기 되고 있다(일본총합연구소, KIET 재인용 

201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용자 참여형 디지

털 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주체

인 참여를 통해 미래 도서 이 제공해야 할 디

지털 지역정보서비스가 보다 확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기존 지역정보서비스 제공의 한계

를 넘어 보다 다양하고 실용 인 디지털 지역정

보서비스의 발 을 기 해 볼 수 있다. 한 도

서 의 다양한 이용자의 극 인 참여를 통해 

도서 을 심으로 정보의 선순환 인 생태계 

구축을 기 해 볼 수 있다. 

넷째,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공간인 호모루덴스 

도서 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차 산업

명 시 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험한 일은 

로 이 신해 주고, 인간은 노는 일, 즐기는 일

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상된다. 

한 4차 산업 명을 이끈 기술 요소 부분은 

상상을 실로 만들어 내는 자유와 상상 등의 

과정에서 만들어 졌으며, 인간이 로 과 차별

화할 수 있는 일은 상상과 창의의 역이다. 따

라서 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도서 은 인

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는 유희 공간이자 4차 산업 명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면서 배우고 즐기는 체험형 복합문

화공간인 호모루덴스 도서 이다. 컨 , 호모

 7) 시빅해킹: 시빅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신 활동으로 정부 데이터를 공공에게 게시하고 도시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시빅해킹은 시민들이 새로운 도구와 근 방법을 사용하

여 신속하고 창의 으로 업함으로써 그들의 도시 는 정부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개발자가 주축이 되는 활동으로 사회운동에 오 소스 운동을 목시켜 집단지성을 활용,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한 번 개발한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표 으로 2011년 

미국 동부의 기습 폭설이 내렸을 때 구  지도 에 소화  치를 표시하고, 이걸 시민이 입양해갈 수 있도록 

한 ‘소화  입양하기(Adopt a Hysrant)’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메르스 확산지도, 고 공직자 재산 공개, 서울버

스 앱 등이 표 인 이다( 키백과 2017년 11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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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스 도서 에서는 가상 실(VR) 고 을 쓰

고 도서 의 편안한 라운지체어에 워  세계 

유명 지 여행하거나, 음악․미술․과학실

험 등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 없이 가상시뮬 이

션을 통해 학습하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즉, 호모루덴스 도서 은 실감형 상콘텐츠, 

인터랙션 콘텐츠, 감성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습과 놀이가 공존하고, 이용자의 경험을 극

화할 수 있는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서 이다. 미래 도서 은 4차 산업 명 기술이 

인간의 경험으로 확장  내제될 수 있도록 온

오 라인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자들이 다양한 문화경험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험(Digital 

Experience)과 물리  경험(Physical Experience)

의 융합을 통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이버-피

지컬 융합 콘텐츠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피지컬 융합도서 으로서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최근 통 인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

념을 넘어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8)이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은용순 외 2017).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다양하고 복잡한 실세

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화된 맞춤

형 서비스를 비용으로 제공하면서 구나 소

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박철홍, 최명호 2017). 사이버-피지컬 융합

도서 은 이러한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용하

여 더욱 신 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지식정보자원인 사이버-피

지컬 융합콘텐츠( : VR, AR, MR 등)를 기

존 장서 개발정책의 범 에 포함시켜 이용자에

게 제공하게 되면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리 , 신체 , 

문화  소외계층 등을 상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  욕구를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

켜  수 있는 ‘배리어 리 서비스(Barrier Free 

Service)’ 혹은 ‘이동이 필요없는 서비스(Stable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3.2 미래 도서  활용 기술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역에서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을 용  응

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처하고 있다. 도서  역에서는 4차 산업

명 기술에 한 심은 차 증가하고 있으나 

재까지 련 선진 사례  로젝트는 많지 

않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기술을 도서 에 

용하기 한 국가차원의 장기 발 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 도서  역시 4차 산업

명 응방향은 사회 반 인 4차 산업 명 

린 기술 수 에 비해 다소 미약하며 반응이 

느린 편이다. 국내외 도서  정보서비스에 도

입된 신기술을 살펴보면 ‘모바일/태블릿 디바

이스’는 국내외 도서  반 으로 통용되는 

추세로 특히 eBooks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가상 실/증강 실’ 디바이스  

 8)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생명체가 활동하는 실세계와 센서(sensor), 컴퓨터, 액추

에이터(actuator) 등으로 구성되는 가상의 사이버세계가 상호 작용을 통해 융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박철홍, 

최명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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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은 아직 기 단계이

며, 국내의 경우 거의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3D 

린터/스캐 ’의 경우는 차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콘의 경우 출입 련하여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재 국내의 경우 이러한 스마트 디

바이스를 이용한 정보서비스들이 주로 수도권 

지역의 도서 에 집 되어 있어 지능화된 정보

서비스의 수 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따라서 

정보 근  이용의 격차 해소를 해서는 스

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정보서

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김태  외 2017).

최근 다양한 역에서 4차 산업 명 시 에 

응하기 한 ‘ICBMS’를 주축으로 다양한 산

업과 융합해 신규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래 도서  역시 수집, 공유, 장

되는 ICT 기반의 지식정보자원의 리를 한 

기   로세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컨 , 

데이터의 표 화와 품질 리체계, 요구사항 도

출 등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체계 이고 효율

인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리고 랫폼, 데이터, 소 트웨어 등으로 구성

된 4차 산업 명의 메커니즘은 도서  개인화

서비스의 략을 개발하고 발굴하기 한 핵심

으로써 추출된 규모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이

용한 학습과 분석을 통해 도서  서비스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미래 도서  구축 략

본 장에서는 앞서 언 한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에 +한 미래상을 구 하기 한 미래 

응 략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표 2> 참조). 

3.3.1 정책 역

최근 다양한 역에서 4차 산업 명 시 에 

응하기 한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에 맞춰 도서  역

시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도서  응정

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ICBMS’9) 기

반의 미래 도서  구축  운 을 한 세부

인 실행 략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 도서 은 

‘ICBMS’를 심으로 도서  내외부의 지식정

보자원의 수집, 개방, 분석, 활용  보안 정책

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서 의 지

식정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표 3> 참조).

 역 주요 내용

정책 ∙미래 도서 을 한 거버 스 구축  디지털 변 (Digital Transformation)을 한 정책

조직  인력 ∙미래 도서  조직 체계, 조직 역량 개발을 한 거버 스 구축 방안

공간  시설 ∙체험  유희 공간, 창조  지식 공간, 공감  공유 공간,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문화지원 서비스, 경계없는 서비스

<표 2> 미래 도서  구축 략 수립(안) 

 9) ICBMS(IoT,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data)와 이것들을 연결(Hyper Connectivity)

로 묶어주는 모바일 네트워크(Mobile Network)인 라, 그리고 이들 간의 소통 과정에서 보안(Security)이 유지

된다는 제조건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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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내용

IoT 수집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수집 정책

Cloud 개방 ∙수집한 데이터를 안 하고 효율 으로 장, 조회, 검색, 변경할 수 있는 환경에 한 정책

Bigdata 분석 ∙ 장된 데이터를 개인화 정보로 가공하기 한 정책

Mobile 활용
∙데이터 분석으로 추출된 개인화 정보를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서비스 정책 

Security 보안 ∙모든 과정이 안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정책

<표 3> ICBMS 기반의 미래 도서  정책(안) 

보다 큰 틀에서는 미래 도서  가이드라인 

제정도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미래 도서 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서 을 둘

러싼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 명 시  지능정보사회는 새로

운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즉, 4차 산업 명이 

가져올 변화상에 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기 

한 법․제도  차원의 근법이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국 정부는 데이터 분석  활

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해 데이터 

임워크 설정에 한 법류에 근거하여 데이터 

윤리 임워크 6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

국 역시 빅데이터 윤리 이니셔티 를 제안하

다(이원태 2017). 

한편, 과거와는 달리 미래 도서 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업과 합의과정을 통해 많은 일들

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도서

을 한 민 산학 거버 스 구축이 필요하며, 

민 산학 부문과의 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이들과의 유기 인 업을 담당할 미래 도서  

조직이 요구된다. 4차 산업 명 시 에 민 산

학 부문과의 력 강화를 한 요구되는 미래 

도서  조직의 유형은 미래 도서  담부서 

 의회와 ICBMS 문가 집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미래 도서  담부서의 경우 ICT 기

반의 지식정보자원 수집․ 리․보존․활용 

 지원 업무, 데이터 리터러시 업무, ICBMS 

련 도서  정책 실행 업무 등 미래 도서 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즉, 

기존 도서  부서는 통 인 도서  업무를 

수행하고, 미래 도서  담부서는 4차 산업

명 시 에 새롭게 요구되는 도서 의 업무를 

담함으로써 미래 도서 의 균형있는 발 을 모

색해야 한다. 나아가 각 도서  데이터 련 정

책 결정자  실무자로 미래 도서  의회를 

구성하여 이들을 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미

래 도서  사업의 발  방향  력 체계를 제

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CBMS 

문가 집단은 단기 으로 외부 ICBMS 문

가 집단을 자문 원회 형식으로 구성하고, 장

기 으로는 ICBMS 기술지원이 가능한 문 

인력 양성을 한 교육  훈련 로그램을 체

계 으로 지원하여 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등과 같이 ICBMS 집단지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언 한 미래 도서 의 변화된 조직은 디

지털 변 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래 도

서 의 디지털 변 (Digital Transformation)

을 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디지털 변 은 

조직/문화 변  단계가 먼  시작되며,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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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변  단계를 거쳐 비즈니스 모델 변  단

계로 이어지는 3단계 사다리 모델(이른바 디지

털 변  사다리 모델)을 따른다(김진  2017).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서 의 디지털 변  사

다리 모델을 설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와 같이 미래 도서 의 디지털 변

은 조직/문화 단계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는 미래 도서  비 에 한 의사결정자의 

인 신뢰와 확신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미래 

도서  담조직을 설치, 미래 도서 에 합

한 문 인력 채용  양성을 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기술  변  단계로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검토  민 산학 거버 스 구축, 

Data Asset화를 한 ICBMS 심의 기반기술

체계 정립, ICBMS 문 조직과의 업, 공동 

로젝트 추진, 미래 도서 을 한 인큐베이

(Incubating)과 엑셀러 이 (Accelerating) 

로그램을 도입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인큐베

이션과 엑셀러 이션은 모두 기 단계 스타트

업을 지원하는 로그램으로서 인큐베이션이 

사무공간과 설비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쪽이

라면 엑셀러 이션은 창업노하우와 지식을 공

유하는 소 트웨어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이러

한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 도서 에서의 인큐베

이 은 외부로부터 ICBMS와 련된 설비 등 

하드웨어를 지원받아서 실험 으로 도입하여 

용해 본 후 확 해 나가는 로그램이며, 엑

셀러 이 은 외부의 ICBMS 문가와 함께 미

래 도서 을 운 하고 발 시키는 데 필요한 노

하우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민

산학 거버 스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디지털 랫폼 모델 변 단계는 미래 도서

 디지털 랫폼 모델로의 환  미래 도서

의 새로운 가치를 달하는 단계이다. 미래 도서

 디지털 랫폼은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거 한 기지이자 승강장으로서 제공

<그림 2> 미래 도서  디지털 변  사다리 모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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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생산자,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미래 도서  모

델이다. 여기에서 Digital Transformation은 무

조건 인 Digital로의 이행이 아니라, Physical

과 Digital이 융합된 ‘Digical'로의 환을 의미

하며, Physical To Digital 에서 가장 요

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Data'로서 

미래 도서  디지털 랫폼 운 은 데이터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3.2 조직 역

4차 산업 명 시 에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응하기 해서는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미래 도서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

한 미래 도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

한 요소는 미래 도서  응 담조직과 디지

털 직능 랫폼이다. 미래 도서  응 담조

직은 4차 산업 명 시 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측하여 조

직의 목표와 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성원들

과 함께 공유하고 응해 나가기 해 꼭 필요

한 조직이다. 그리고 디지털 직능 랫폼은 디

지털 기술의 문성과 디지털 역량에 을 

두고 발 해 나가기 한 기반으로서 미래 도

서 의 변화 동인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여 이용자들의 잠재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계이다. 

도서  직능 랫폼은 생산자와 이용자 양쪽

을 디지털 랫폼10)으로 유인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나아가 디지털 로세스  역량

을 공유․개선․확장할 수 있는 임워크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직능 랫폼과 련하여 이

미 성남시에서는 2017년 8월 성남 최  직능조

직인 ‘성남직능 랫폼’을 출범시켰다. ‘성남직

능 랫폼’은 서로 다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사람  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공

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고, 다양한 인 라와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

체계이다. 도서  디지털 직능 랫폼 역시 서

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단체

가 함께 디지털 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도서

의 변화 동인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

착하고 잠재되어 있는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함

으로써 기존 도서  기능과 역할의 범 를 확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디지

털 직능 랫폼을 구축하기 해서는 디지털 

요소기술에 한 문성과 더불어 도서  서비

스와 로세스에 한 문성  업 등이 요

구된다(<그림 3> 참조). 

한편, 4차 산업 명 시 에 응하기 해서

는 조직체계 뿐만 아니라 미래 도서  조직 역

량도 개발해야 한다. 4차 산업 명 시 는 변화

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개되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 이다. 따라서 미래 도서

은 변화의 방향을 빠르게 단하여 기민하게 

용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 인 방향 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 미래 도서 의 

조직 안 의 역량을 모두 활용하여 실에 안

10) 디지털 랫폼: 정보  콘텐츠 서비스, 상거래, 계 등을 해 제공자와 수요자 양쪽을 특정한 곳으로 유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디지털 로세스  역량을 공유․개선․확장할 수 있는 임워크

이다. 디지털 랫폼은 디지털 역량을 통해 변화의 동인을 포착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기술에는 5G, 디지털 트 , 엣지 컴퓨 ,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랫폼 등이 있다( : 우버, 에어비앤

비, 알리바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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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래 도서  조직 체계(안)

주하지 않고 민첩하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지향 인 조직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 이를 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상

호 신뢰와 진실성 있는 소통이 이 지는 업 

역량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미래 도서 이 디

지털 변 에 성공하기 해서는 리더십 역량과 

디지털 역량 등도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3.3 공간  시설 역

4차 산업 명 시  미래 도서 의 공간은 

통 인 도서 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발 해 

나가야 한다. 즉, 4차 산업 명 시  미래 도서

은 통 인 도서 을 완 히 디지털 공간으

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Digital)과 피

지컬(Physical)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와 련하여 앞서 언 한 미래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 도서 은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

는 이용자들을 한 체험  유희공간이 되어야 

한다. 미래 도서 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공간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체험, 재미, 감성, 문화, 교육 등을 제

공하여 이용자와의 공동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에

조직역량요소 략(안)

∙방향 환
∙새로운 시도(도 )
∙ 업
∙리더십
∙디지털

∙미래 도서  비 과 가치에 한 공감  형성
∙미래 도서 의 략형 조직운  체계에 합한 로젝트  구조 도입
∙외부 문 인력과 내부 인력의 업 로세스 마련
∙미래 역량 심의 인  쇄신
∙조직의 포용력과 다양성 높이기
∙미래 도서  리더들의 동기부여 역량 강화
∙미래 도서 의 조직역량 지표 별도 리
∙도서  내에 만성화된 행, 제도, 로세스 등을 없애거나 단순화해서 여유를 확보

<표 4> 미래도서  조직 역량 요소  육성 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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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보를 단방향으로 Push하는 기존의 방식

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

게 도서 에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체험  유희공간

을 제공해야 한다. 미래 도서 은 시공간의 제

약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과 경험이 축 되는 

‘삶의 도서 (Liverary: Live + Library)’이

자, 꿈꾸는 삶이 실 될 수 있는 ‘꿈의 도서

(Dreamary: Dream + Library)’이 됨으로써 

모든 인류가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인간 심의 공간으로 발

해 가야 한다. 

둘째, 미래 도서 은 이용자들의 가상공간에

서의 만남과 물리  공간에서의 만남을 모두 

아우르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창

조  지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가상공간이 증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앞으

로 사람들은 가상의 제3의 공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물리 인 제3의 공간으로 직  나와 만

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신공동체를 형성

해 나갈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3의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몰입의 공간’, 가상공간과 물리  공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움을 연결하는 공

간’, 이용자에게 편안함과 안락함, 여유를 제공

하는 ‘개인이 반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 한 과거에는 고 정보를 얻기 

해 도서 을 이용하 다면, 요즘은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를 얻기 해 도서 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이용자들의 지식 공간 네

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지식 스페이스 클라우드 

랫폼(Knowledge Space Cloud Platform)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 스페이스 클라우드 

랫폼은 이용자들의 창조  지식이 공유되고 이

용되고 재생산되는 선순환 생태계 지식 창조 공

간이다. 한 로 지식을 공유하는 가상공간을 

이용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랫폼을 제공함으

로써 심 있는 이용자들이 그 곳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cyber lab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미래 도서 은 세  간, 지역 간, 정보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감  공유 공간

이 되어야 한다. 컨 , 미래 도서 은 실버세

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표

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실버 세 들의 소

외감을 해소시키고 세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  공유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서 의 ‘공

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한 공간으로서 ‘포

용성’을 보다 확 해 나가야 하며, 이를 해 지

역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공감  공유공간을 제공  확

해 나가야 한다. 그 외에도 정보 격차 혹은 지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가능한 지 인 업

을 체계 으로 수집하고 축 하며 나  수 있

는 지식 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

식의 력  소비와 지식공유의 장을 확산해 나

감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비, 확  재

생산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

식 정보 공유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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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래 도서 은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 그린에코 공간은 Library 

Eco Map과 Library Green System이 합쳐진 

공간을 의미한다. 를 들어, 북카트에 IoT 환

경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온도, 습도, 조도, 

CO2,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센서가 부착된 

북카트 이동 경로에 따라 공간별 데이터를 수

집하여 Library Eco Map을 도출하여 도서 의 

실내 환경을 종합 으로 단할 수 있다. 한, 

도서  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과학  근거를 통해 친환경 그린에코 도

서  정책을 실 으로 수립할 수 있다. 스마

트 그리드 기술 는 IoT 센서 기반 환경 제 

 제어 기술이 용된 Library Green System

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그린에코 도서  구축

이 가능하다(<그림 4> 참조). 

3.3.4 서비스 역

미래 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

궁무진하지만 앞서 언 한 미래 도서 의 역할

과 연  지어 볼 때 크게 개인화 서비스, 문화지

원 서비스, 경계없는 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이미 오래 부터 도서 에서 연

구  제공되어 왔던 서비스이지만 4차 산업

명 기술이 용되면 보다 정교해지고 진화 발

해 나갈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도서 별, 

이용자별 데이터를 수집, 장  분석에 한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컨 , 사물인터넷 

기술, 환경 센서, 비콘 시스템, 스마트 북카트 

등의 ICBMS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세 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패턴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한 각 도서  별로 출  반납 기록, 방

문, 열람실 이용, IT서비스 이용(무선랜  비

콘 속, 원 사용, 인터넷 속 등), 실내 환

경 상태 등의 도서  이용 데이터와 도서 에

서 생성되지 않지만 도서  이용에 향을  

수 있는 기상, 달력, 지역별 발  계획, 뉴스, 

SNS 등의 외부 환경 데이터를 직  수집하거

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그림 4> 미래 도서 의 공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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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도서  간 원활한 공유  활용을 

해 표 화 되어야 하며, 데이터 손실 방지를 

한 데이터 품질 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개인화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화지원 서비스와 경계없는 서비스도 제공되

어야 한다. 도서 의 문화지원 서비스는 국민 

소득수 의 향상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  욕구

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한 

요구를 충족하기 한 도서 의 필수 인 역할

이다. 재 도서 에서 제공하는 문화지원 서

비스는 문인력의 부족, 시설  기자재의 부

족,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 부족 등으로 내용

의 다양성  시행 횟수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상 실과 증강 실을 활용하면 은 

인력, 시설, 공간으로도 도서  이용자에게 체

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컨

, 이미 많은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

상 실은 여행지, 유 지, 박물  등을 3D 가상

실로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실제로 방문한 것

과 유사한 간 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리고 국내 많은 도서 에서 어린이들을 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체험형 동화구연은 어린이들

의 실제 모습이 동화 속에 투 되는 것으로 증

강 실 기술을 활용한 문화체험 서비스의 일종

이다. 이러한 증강 실 기술은 교육 명으로 

바라볼 정도로 교육 콘텐츠에 큰 강 을 가지

고 있다. 책을 펼치고 휴 폰에서 증강 실 앱

을 실행시키고, 책을 휴 폰 카메라로 촬 하

면 해당 콘텐츠와 련되어 있는 상  이야

기들이 휴 폰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재생되어 

보여  수 있다. 이 듯, 도서 에서는 지속

으로 가상 실  증강 실에 한 다양한 콘

텐츠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입해야 

하며, 이를 기획  추진하기 한 인력과 행정

자원을 보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장서의 디지

털화가 진행되어 다양한 자책이 출 되면서 

도서  밖에서도 실물 장서가 아닌 일 는 

스트리  형태로 출하여 책 뿐 아니라 음악, 

동 상 등 멀티미디어까지 열람  감상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도서 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 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에 한 상호 차서비스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만한 일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개인화 서비스 제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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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거시환경분석에 일반 으로 활용

되는 PEST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도서 을 둘

러싼 외부환경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먼  4

차 산업 명 시 의 국내외 정책동향  추진사

례 그리고 국내외 도서 계 동향  정보서비스 

사례조사와 도서  환경변화의 기회  요

인 간의 연 성을 검토함으로써 4차 산업 명

의 신기술 발 에 따른 향력과 도서 의 변

화요인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미래 도서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 후, 이를 정책, 조직 

 인력, 공간  시설, 서비스 역으로 구분하

여 구축 략을 제안하 다. 이를 종합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미래 도서 은 4차 산업 명 기술이 용되

어 서비스 체 과정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도서  내외의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리  극 인 활용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해 도서 의 목 에 부합한 최 의 서비

스를 지속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데이터를 융합하여 이용자 환경을 

스스로 인식․ 악하고 연결 네트워크를 통

해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그 외에도 도서 은 새로운 디지털 지

역공동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시

빅테크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

자들이 디지털 사회 신의 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4차 산업 명 시 에는 물리  공간이 

디지털 공간으로 무한 확장됨에 따라 경계 없

는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도서 은 이

용자들의 다양한 사회 ․경험  욕구를 해소

시키고 이용자의 경험을 극 화 할 수 있는 놀이

터이자 경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심

의 도서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해 정책 

역에서는 ICMBS(IoT + Cloud + Bigdata 

+ Mobile + Security) 기반의 미래 도서  정

책 추진  민 산학 거버 스 구축을, 조직  

인력 역에서는 미래 도서  응 담조직 구

성, 사서 역량 강화  문 인력 보강을, 공간 

 시설 역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해 지

식․문화․교육 제공이 가능한 친환경 인 라 

마련을, 서비스 역에서는 장서  이용자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문화지원  경계 

없는 서비스 제공이 고려될 수 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 에 가고, 미

래를 보려면 도서 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4차 

산업 명은 국가 경제․사회 반의 변 을 

유발하며, 성공  응 여부에 따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래

를 뒷받침하는 기반은 도서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신  기술들을 도서 에 

목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를 통해 선도

 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서 의 미래 

응형 발  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

래 도서 이 인류 지식의 보고이자 심축으로

서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  지속가능한 

발 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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