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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록정보서비스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들을 살펴본 후 기록정보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후 적용 가능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의 변화 방향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기록관의 미래형 기
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Record Information Service in 
the perio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the literature survey looked at the mean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explored ways to apply them to the documentary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after investigating on-line and off-line information service cas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pose applicable records and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this study, we look at the direction and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records information service and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providing future records information service of the records d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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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

두를 던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빅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

로 이제껏 산업의 발달 및 변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혁명의 모습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였다. 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

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이며, 미래사회는 ICT 기반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

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물이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적용 및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

상생활 속에서도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 인터넷과 연결하여 기기를 조작하고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 할 것이

며, 삶의 질 변화와 산업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좋은정보사, 2017).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

며,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록의 생산, 관리 및 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서비스에도 적용하여 보다 인간적이

고 스마트한 기록정보서비스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록의 활용이 보다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선순환적인 생태계 고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록정보서비스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들을 살펴본 후 기록정보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후 

적용 가능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의 변화 방향성과 가

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기록관의 미래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1.3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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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로 안대진, 임진희(2017), 임지훈(2015), 장

영상, 이승룡(2009)의 연구가 있다. 안대진, 임진희(2017)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록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임지훈(2015)는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서비스 현황에 대

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정보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장영상, 이승룡(2009)는 유비쿼터

스 RFID를 이용한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개선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제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생물학, ICT, 물리학 등 여러 분야가 융합

된 새로운 기술 혁신에 기반 한다. 물론, 관점이나 접근방식에 따라 국내외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정

의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ICT 융합,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4차 산업혁

명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등이 핵심 기반기술로 부상하며, 이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분야들이 경계를 초월하여 융복합하며 상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4차 산

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술로 기존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IT 기술을 적용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사람-사물-서비스가 상호지능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뜻한다(강정호 외 

2015).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

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로써 핵심기술은 센싱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네트워킹 기술이 있

다. 일반적인 센싱 기술은 온도, 습도, 열, 가스, 위치, 속도 및 조도 등과 같은 물리량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측정하는 기술이며,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물인터넷의 주요 구성요소(인간, 사물, 서비스)를 통

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와 연동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킹 기술은 분산된 환경에서 존재

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물리적인 연결을 수행하는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로서,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와이파이(Wirelwss Fidelity), 3G·4G·LTE(Long Term Evolution), 블루

투스, 이더넷,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s), 위성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공만식, 채

홍준, 유보현, 2016). 

둘째, 로봇공학(Robot Engineering)은 로봇에 관한 과학이자 기술학으로 센서 및 인공지능의 발달

로 인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킹 발달로 인간과 밀접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로봇 공학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하여 더욱 뛰어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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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앞으로 활용도가 더욱 향상될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빅데이터(Big Data)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7, 12).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

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

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로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

고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7, 12).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현실·가상 연계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며, 현실세계에서 데

이터를 수집하고 가상세계에서 분석하고 지식을 추출하여 이를 다시 현실세계에 활용하는 가치창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4차 산업혁명 동인, 가치창출 단계 및 관련 기술
*출처: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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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IoT 핵심기술과 적용 사례 

3. 사례연구

3.1 사물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술은 타산업과 서비스도메인 융합 및 ICT 기반기술과 융합을 동반하는 기술 생태계

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사물인터넷의 가치 사슬 흐름은 주요 기술들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운영과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

는 서비스로 완성된다(NIA, 2015). 이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사례는 <표 1>과 같다. 

이처럼 IoT가 가져올 영향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일상생활로 까지 파급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는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록생산의 외부 환경은 급변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요구 및 

이용행태도 달라질 것이다.

구분 내용

RECO	
Beacon

•	위치 기반 서비스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호 발생기	
•	스마트폰이 감지 할 수 있는 저전력 블루투스 신호를 일정한 주기마다 전송
•	대학교 출결관리,	위치기반 쿠폰발송,	전시안내,	작업자 안전관리,	재고위치파악,	보안관리	
등에 사용한다.

구글	
NEST

•	집 안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온도조절기	
•	사용자가 온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학습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실외 날씨,	사람의 유무도 판단하여 조절	
•	네스트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음	

지오펜싱
(Geo-Fencing)

•	가상의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 안으로 접근하거나 경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알려주는	
시스템	
•	매장에서 근방에 접근하는 고객들에게 이벤트	SMS를 보내는	Pull형태의 마케팅으로	
활용되거나,	아이들의 위치기반을 부모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Wi-Fi	포스터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음

페덱스	
센스어웨어

•	실시간으로 화물 배송과정 정보를 파악할 수 있 센스어웨어 서비스•	센스어웨어는 센서	
기기와 웹 기반의 앱이 결합된 서비스로 화물에 부착하면 화물의 위치,	온도,	습도,	기압,	빛	
노출,	충격 여부 등	6가지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

시각장애인
	IoT	무장애길

•	보행자에게 길 안내를 위한	IoT	음성안내 시스템의 구축된 보행로로,	설치된 비콘 센서와	
앱을 통해서 보행자에게 정확한 위치와 주변시설 정보를 안내	

페베고
(Vebego)	
청소카트

•	청소도구를 옮기는 동시에 카트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건물 내부의 습도,	이산화탄소,	
온도,	먼지 등을 측정,	수집함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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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로봇기반의 서비스

로봇은 인간을 모방하여 외부환경 인식(Perception) 및 상황을 판단(Cognition)하고, 자율적으로 

동작(Mobir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를 말한다(박은영, 2017). 로봇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제

조업용 로봇과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업용 로봇은 산업 제

조현장의 제품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며, 자동 제어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하며 

다목적인 3축 또는 그 이상의 축을 가진 자동조정장치이다.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며, 극한작업, 의료, 군사, 농어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청소, 경비, 헬스케어, 교육, 여가지원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로봇이다(권웅기, 김훈태, 2017).

구분 내용

배송로봇
Starship

•	영국	Tesco에서 운영하는	6개의 바퀴로 만들어진 소포‧식료품 배송로봇
•	Tesco	상점에서	5km이내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고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배송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지능형
복지로봇

•	일본에서 간병 전문 로봇인	RIB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15년 등장
•	로봇 몸통 부분에	Soft	Material이 사용되어 사람과 같이 생활하더라도 로봇과의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복지서비스 로봇

AI
헬스케어

로봇

•	원격으로 전문가와 연결하여 건강 및 질병 관련 상담을 해주고,	이에 따른 약 처방도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학습할수록 똑똑해짐
•	로봇 안에 약 보관 및 배출도 가능하여,	약 복용 알림,	약이 떨어지면 약국에서 주문도	
가능하며,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되어 관리

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

•	LG	전자가 개발하여	‘17년	8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항안내로봇
•	AI	음성 인식 플랫폼을 갖춘 에어스타는 인천공항의 중앙서버에 연결되어 탑승시간,	항공편,	
상점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탑승권 스캔 시,	게이트까지 에스코트 가능

교육용로봇
‘알버트’

•	클라우드 기술,	스마트 폰과 연동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SK	텔레콤에서	
개발한 교육용 스마트 로봇
•	코딩교육,	한글/영어 동화책 읽기,	카드/보드 놀이를 통한 학습

*출처	:	박은영,	2017	재구성	

<표2>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 활용 사례

3.3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 다양한 종류, 빠른 데이터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활용 기술로서 기존 정보시스템이 수행하던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사람의 경험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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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화 및 지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공

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기업들의 자체 데이터 누적,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 등을 토대로 빅데

이터 개발 및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황현정, 2017). 분석에 가까운 개념의 서비

스를 가장 먼저 제공했던 회사인 아마존과 고객 맞춤형 컨텐츠 추천 등을 앞세워 영화와 드라마 등 동

영상 시청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던 넷플릭스 등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 주자들이 지속적

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고도화하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뿐 아니라 다양

한 분야의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최재경, 

2016). 

우리나라 역시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조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AI 확산의 명확한 규

명을 통한 2차 감염피해를 예방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와 

인터넷‧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혜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혜안) 서비스는 총 8개의 메인 메뉴와 26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연계‧수집하여 필요한 사용자 또는 기관에게 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일반

분석, 전문분석, 분석 모델, 지자체 이슈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프로세스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스마트 농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를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구분 내용

공공
영역

•	사회현안 해결에 빅데이터를 활용
-	과거 범죄기록에서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후속범죄의 발생지역 및 시각을 예측
-	교통사고정보,	기상청 날씨정보,	도로교통 상황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교통상황에 대한 예측
•	미국,	시라큐스 시 낙후지역 재생 프로그램
-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시,	낙후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추진
•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지능형 운영센터
-	도시 관리 및 긴급 대응 시스템으로	IBM의 분석 솔루션이 적용되어 자연재해를 비롯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에 대한 통합 관리
-	48시간 이전 폭우 예측 기능 보유
•	싱가포르의 교통량 예측 시스템
-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85%이상의 정확도로 교통량을 측정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의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은 싱가포르 전체의 교통망을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차량 움직임을 인지하여 대응

<표3> 국외 빅데이터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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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

•	GE의 산업 인터넷
-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실현을 위해	GE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립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Predix를 개발
•	아마존의 예측 배송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패턴을 파악하고 구매를 추천
-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고객들의 기존 검색 및 주문내역,	쇼핑 카트에 담아놓은 상품,	반품내역,	마우스	

커서가 머무른 시간 등을 분석하여 배송을 준비하는 시스템인 예측 배송을 구현
•	후지쯔(fujitsu)의 농업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	농지 기후 및 토양 등 환경정보를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과거 수확실적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하여 파종,	농약살포,	수확시점 등을 결정
•	중장비 제조업체 코마츠(Komatsu)의	KOMTRAX	시스템
-	코마츠에서 제조한 건설기계 차량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차량의 현재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	

GPS를 통한 위치 확인
-	차량의 엔진 과열,	부품내 유압의 저하,	각종 경보데이터,	연료상황 등 수집된 데이터를 통신위성 및	

이동 통신망을 통해 사내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장비 구매자들과 대리점에 제공
-	장비구매자의 관리비용 절감,	고장원인의 추정용이 등과 같은 효과

*출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3.4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능력인 인지능력, 추론능력, 학습능력을 모방한 기술로서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지목되면서 정부, 산업계, 금융권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황현정, 2017). AI 플랫폼은 플랫폼이 갖는 주요기능에 따라 음성지능, 언어

지능, 시각지능, 공간지능, 감성지능 플랫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 소

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용 AI 플랫폼”과 특정 산업영역에 특화된 “전문 AI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용 AI 플랫폼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비서, 홈 가상비서, 챗

봇 등이 있다(이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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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AI 플랫폼 제품‧서비스 사례

영역 내용

범용

음성
지능

•	스마트폰 음성비서
-	국외	: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MS	코타나
-		국내	:	삼성 빅스비
•	스마트 홈 가상비서		
-	홈 스피커는 음성인식을 통해 인터넷 검색,	음악재생,	전등‧TV,	가전기기 제어 등의 기능	

수행
-	국외	: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바이두두미,	Emotech	올리
-	국내	:	SKT	누구,	KT	기가지니,	NAVER	클로버

언어
지능

•	챗봇	:	스마트폰 내에서	SNS	메신저와 결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지능 기반의	AI	
플랫폼

-	음성비서와 달리 음성과 자연어에 대한 인식률이 높지 않아도 되고 텍스트만 인식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음성 활용이 어려운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전문

IBM	
왓슨	

플랫폼
생태계

•	전문	AI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AI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해당 도메인의 전문지식과의 결합이 필수적임

-	의료(암진단)	: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암진단
-	법률(변호사)	:	인공지능	ROSS	파산 변호
-	금융(분석)	:	싱가포르개발은행(DBS)	투자 및 자산 관리
-	과학(게놈연구)	:	뉴욕게놈센터 연구 활용

*출처	:	이정원,	2017	내용 재구성

4.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 구축 전략

4.1 고려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

라서 기록관 역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한 기록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첫째, 기록관 및 기록연구사의 디지털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 데이터, 

IoT, 모바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요소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이들을 이용한 업무 및 서비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들 전문성 확보는 디지털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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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차별화된 디지털 프로세스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신기술의 등장, 규제완화, 사회적 변화 등에 따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 과거에 비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요소기술은 과거 보다 더 쉽게 구축 및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정보통신기술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를 통합한 서비스

는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컴퓨팅 비용, 스토리지, 센서 원

가, 통신 비용 등은 점차 하락하고 클라우드, IoT 등의 디지털 기술 서비스는 보다 쉽게 접근하여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록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갸아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기록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및 위협 요인을 진단하여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 즉, ‘시스템’과 ‘데이터’관점에서 기록정보서비스의 강점을 평가

하고,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여, 기회의 창을 포착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망하여 

스마트한 기록정보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술산업 패러다임의 초기 단계에서는 비전을 공유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금 시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록관의 

미래상과 비전은 무엇이고 서비스 전략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민관산학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과 단체, 지역 기업과 산

업체, 대학과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그리고 이들 민관산학 간에 컨트롤하는 미래 기록관 대

응 전담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미래 기록관 대응 전담조직은 외부 환경 변화 예측을 위한 조직, 

전략의 수립,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구성원의 업무 목표 수립과 실행을 연계하는 전략형 조직운

영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4.2 구축전략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

한 연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는 전자기록의 생산, 보존, 

활용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기록관리 업무 정보들을 자동으로 획득, 분석하고, 인지, 판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이다(행정자치부, 2017).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면

서 IT 기술을 다양한 영역에서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록관리 법과 제도의 개편, 기록 시스템 표준모델의 재설계, 지능형 서

비스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에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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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 구축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

능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하여 입력한 후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시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엔

진을 개발함으로써 음성지능과 언어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는 규모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는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계학습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기술이며,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로부터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

하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품질이 높을수록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정확해진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인공지능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는 최대한 많은 양의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 항목, 형식, 표

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직접 수집 및 생성하는 것도 필요

하다. 시각지능, 언어지능, 음성지능, 추론지능, 복합지능 등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 데

이터가 수집되는 도메인 영역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명확히 정희하여 데이터셋을 수집 및 

생성해야 한다. 외부에서 제공받는 오픈 데이터도 필요하다만 기록관의 목적에 맞게 직접 수집하고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둘째, 실감형 기록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실

감효과를 위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오감효과, 동작인식 등의 기술은 이미 

4D 영화관, 게임, 테마파크 혹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성장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시장에 의해 다양한 실감형 서비스들이 출현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기록콘텐

츠 역시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기

록관에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여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용자 중심 데이터는 이용자가 기록관을 이용하

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활동 데이터’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

다. 이들 데이터는 각각 기존 시스템, IoT 센서 및 크롤링에 의해 수집할 수 있다. 이들 이용자의 데이

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치창출의 원천이며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주기도 각 단계별로 점검해야 한

다.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할 만큼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간에 표준화가 이루어졌는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데이터와 분석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선순환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기술(description), 

예측(prediction), 처방(prescription)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 점검 프

로세스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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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네,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

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자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소프

트웨어에 기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며,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를 통한 자율화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등이 핵심 기반기술로 부상하며, 이전에는 서로 독립

적으로 존재하던 분야들이 경계를 초월하여 융·복합하며 상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록관

리 영역에도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

트한 기록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록관 및 기록연구사의 디지털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의 등장, 규제완화, 사회

적 변화 등에 따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넷째,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

다. 민관산학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과 단체, 지역 기업과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그리고 이들 민관산학 간에 컨트롤하는 미래 기록관 대응 전담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앞서 제안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법과 제도의 개편, 기록시스템 표준모델의 재설계, 지

능형 서비스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 구축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감형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데

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기록정보서비스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해 제

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을 살펴본 후, 이를 기록정보서비스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위해 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고려사항과 구축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변화

의 방향과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미래형 스마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연구로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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