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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신기술 환경 하에서 등장하게 될 기록관리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기록관리분야의 지능화서비스 방안에 대해 주목하

였으며, 현재 기록관리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능화서비스 현황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범위에 기록

관 외에도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유관기관까지 포함시켰다. 본 논문을 통해 소개된 지능화 서비스 현

황들은 차후 차세대 기록관리분야의 서비스 제공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제4차 산업혁명, 지능화 서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ABSTRACT
Currentl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discussing variou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records management that will emerge under the new technology environment.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intelligent service plans in records management and introduced the current status of intelligent 
service provided in records management field. To achieve our research goal, we selected big-data analysis,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majo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cope of the survey included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The status of intelligent services 
introduc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the service direction in the next generation of records 
management.

 Key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Service, Big-data,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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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유발되는 국가적·사회

적 신(新)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차후 신기술 환경 기반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그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유

형의 다양화와 관리의 복잡성이 더욱 증대됨으로써 새로운 기록관리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이정은, 윤은하, 2018). 이에 대응하여 국가기록원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대비한 기록관리 법과 제도의 개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지능형서비스 방안 등을 모색하

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안대진, 임진희, 2017). 이 중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바로 지능화 서비스 방안이다. 전자기록물의 생산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다

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기록관에서는 보다 다채로운 기록정보서비스들을 개발하

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록관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안대진, 임진희(2017)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일차적인 특징과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인택, 안대

진, 이해영(2017)은 다양한 최신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의 기록

관리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기록관리의 미래 발전 방

향에 대해 논의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김남규, 2017; 김재평, 2017; 안대진, 2017), 이들 대부분이 기

록관리 관련 분야 외부 영역에서 최신 기술들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록관과 더불어 유관기관인 도서관, 박물관에서 실제 어떠한 

지능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대두되는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현재 기록관리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능화 서비스에 대한 현황 조

사를 수행하였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

요 기술로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기술들이 최근 공공 업

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기술의 성숙도 측면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

다(안대진, 임진희, 2017). 지능화 서비스 현황 조사를 위해 본 논문은 주로 문헌조사와 온라인 기반 사

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다시피 조사 대상 범위에는 기록관 외에도 도서관, 박물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까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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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지능화 서비스(Intelligent Service)란 지능화된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록물의 포맷을 변화하고, 

내용에서 기술정보 및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기록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추론 과정을 통해 기록내용

정보 기반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안대진, 2017)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능화 서비스에 적용

될 수 있는 주요 기술에는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간략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이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하는 것으

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과 오픈소스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트리밍 분석 서비

스까치 출현하였다(김남규, 2017; 안대진, 임진희, 2017). 사물인터넷(IoT)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사람-사물-서비스가 상

호 지능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김남규, 2017; 안대진, 임진희, 2017). 인공지능

(AI)은 제4차 산업혁명의 여러 최신 기술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 학

습 등의 지능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김남규, 2017; 김재평, 2017). 

3. 국내외 기록관리 분야 지능화 서비스 현황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일찍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

한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하여 이미 KAIST 도

서관에서는 웹 로그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서관 시스템 방문자 분석, 유입경로 분석, 검색 분석, 자

료별 관심 분석, 페이지 분석, 사용자 환경 분석, 발송(EMAIL, SMS) 통계, 시스템 설정 등이 가능하며, 

누적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있다(이은지, 김완종, 김혜선, 

2015). 또한 국회도서관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화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데이터를 융합 및 재가공하여 검색된 자료를 시각화한 인

포그래픽 서비스로, 빅데이터 분석 개념을 활용한 고도화된 정보서비스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6).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LB)에서 이용자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미래 도서

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형 데이터인 도서관 대출기록과 도서 서지정보를 기반

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이은지, 김완종, 김혜선, 2015; 국립중앙도서관, 2017a). 도서관 외에도 런던 국립 박물관(The National 

Gallery)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Dexibit과 협력하여 박물관 방문객 예측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문객 수요 예측이 가능해졌고 박물관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

이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MuseumNex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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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도서 추천 서비스 
(출처: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2016)

사물인터넷 기술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재 2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내 환경측

정 센서를 설치하고 도서관의 공기 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태영 외, 2017). 또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관내 도서관 이용자의 동선을 파악

한 후 9개의 비콘을 설치하여 출입 인증 서비스, 열람실 좌석배정 서비스와 함께 도서 예약 정보, 연계 

정보, 도서관 알림 정보 등의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김태영 외, 2017). 미국 

Orlando Orange County Library에서는 도서관 내에 설치된 12개의 비콘으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기

반으로 이용자가 요리 관련 장서 구역에 있다면 이용자에게 해당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요리 관련 행사 

및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용자가 음악 관련 장서 구역에 있다면 온라인 스트리

밍 및 다운로드 가능한 음악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태영 외, 2017).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도서관(LC)에서는 주요 법률 자료, 법률도서관 연구 지침 및 도

서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률 자료에 대한 챗봇(Chatbot)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국립중앙

도서관, 2017b). 미국 의회도서관의 챗봇 서비스는 기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메시지 보내기’를 눌러 

이용할 수 있으며, 클릭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본적인 참고면담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

고, 제한된 수이지만 텍스트 명령에도 응답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7b). 챗봇 서비스에 대한 활

용 예시는 다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 국립 박물관에서는 기계 학습 및 인공신경망 

딥러닝 기술을 자관의 컬렉션에 적용하여 실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를 식별하고,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BENGLER, 2017).

<그림 2> 미국 의회도서관의 챗봇 서비스 (출처: Library of Cong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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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기록관리분야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로서, 대표적으로 영국 국립

기록관(TNA)에서는 기록물 자체에서 메타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Digital Records Infrastructure(DRI) 시

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는 디지털 기록의 파일명 추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되는 메타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박지영, 2017). 호주 국립기록관(NAA)에서도 Digital Continuity 2020의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여 인지 컴퓨팅, 키워드 추출, 머신 러닝 및 자동 인덱싱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관

련 정보를 분류, 인덱싱, 관리, 처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인택, 안대진, 이해영, 2017). 또한 국

내에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철도공단 맞춤형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김양수, 2018).

4.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외 기록관리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능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온라인 사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에서 다양한 지능화 서

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분야에서는 각 기관들이 소장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이용자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서

비스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

에서는 센서나 비콘과 같은 기기를 기관 내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이나 위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위치 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는 머신 러

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하여 기관 내 소장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나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

하여 자관 관리 업무 및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기록관리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기록관이 공간을 폐쇄

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인다. 기록관은 도서관 및 박물관과 달리 폐가제로 서비

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보다는 기록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신기술 적

용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 유형에 따라 전시나 방문을 통해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외에 다양한 신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록관리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여러 실험적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하며, 해당 기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기록관리분야에 적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을 통해 소개된 지능화 서비스 

현황들은 차후 차세대 기록관리분야의 서비스 제공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지능화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류를 통해 사례를 보충하고, 이를 토대로 기록관리분야 지능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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