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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Notes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역할은 변함없으리라 생각되며, 웹 2.0 웹 3.0 시대의 급격한 정보 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처음처럼” 과 같은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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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교수 인터뷰 (박물관, 시장, 도서관)





Libraries : 
Past, Present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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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Notes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역할은 변함없으리라 생각되며, 웹 2.0 웹 3.0 시대의 급격한 정보 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처음처럼” 과 같은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I. Past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먼저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ugustus benchmarked from Alexandria

“Palatin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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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Notes
로마시대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세워진 팔라틴 도서관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로마의 기념비적인 공간이였습니다. 



영화 <장미의 이름>중 수도원 서고의 한 장면



산 마르코 도서관

코시모 메디치
Cosimo il Vecchio 산 마르코 도서관 :1444년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

도서관을 통해 학문과 예술 후원, 르네상스 문화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했던 피렌체의 메디치가 세운 산마르코 도서관은 예술과 학문을 후원하기 위해 전세계의 서적들을  수집하여 근대적 공공도서관의 효시가 되었던 곳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5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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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Notes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9년에 죽고 난 뒤 5,000여 점 이상의 수 많은 그의 작품 및 습작 노트들이 그의 유언에 따라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79년 멜치가 사망하자 그의 작품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3분의 1이상은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Madrid  
국립 도서관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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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Notes
  거의 400여년 뒤인 1966년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서 그의 작품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밀란의 한 도서관에 있던 그의 작품들을 1796년 나폴레옹이 파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던 작품들이 재발견되었던 것이다. 만약 역사 속의 유명한 천재들 장인들, 화가들의 시대에 도서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작품들이 도서관에 보존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이름들을 후세에선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서관의 전통적 의미
“타임캡슐”

“



책과 도서관은
오직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공개

Medieval Age
(8th-14th centuries)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중세 시대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수도원 도서관, 콘스탄티노플과 이슬람 도서관들의  역할은 고전시대의 문명 유산 및 중세 작가들의 저서들을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대학도서관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도원 도서관들은 단지 1천년간의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 나오는 수도원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왕실 귀족 및 수도승에게만 개방되는 공간 이였던 것입니다.



구텐베르그
활자 혁명

(15th-16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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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Notes
하지만 중세 대학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1455년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통해 소수의 지배 계급에게만 이용되었던 책은 소외되었던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도서관 역시 일반 대중들의 공간으로 오픈 되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것이죠.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도서관은
지식의 수호자 역할
(타임캡슐)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처럼 고대에서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지식의 수호자로서 타임캡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II. Present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그렇다면 현재의 도서관들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Web 2.0 시대
도서관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현재의 시대를 인터넷의 시대, 소통의 시대, 웹 2.0 시대라고들 합니다.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치, 문화 , 사회, 경제 어느 분야에서든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도서관 역시 이러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혁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The Next Big Thing
『타임』誌 선정 지난 100년간의 혁신 제품

1900년대 플라스틱

1910년대 어셈블리 라인

1920년대 TV

1930년대 레이더

1940년대 핵폭탄

1950년대 피임약

1960년대 레이저

1970년대 시험관 아기

1980년대 PC

1990년대 WWW



1980년대 PC의 발명
1990년대 WWW서비스

도서관의 혁명적진화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1980년대 PC의 발명이래 1990년대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물리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까지 그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혁명적 진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2001년
WEB 2.0 대두

개방, 참여, 공유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2001년 닷컴 붕괴 속에서 웹2.0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웹 2.0의 기본 철학인 개방 참여 공유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 중심인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2.0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콘텐츠들과 같이 두가지 이상의 분야와 콘텐츠가 접목되어 새로운 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고 하겠습니다. 



웹1.0 웹 2.0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또한 기존의 웹1.0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였다면 웹 2.0은 누구든지 직접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서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의 변화

WeMe
개인화와 관계중시

Enjoy

TIME 
&

SPACE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러한 웹 2.0 트렌드로 인해 개인들은 점점 더 개인화 경향을 더욱더 띄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그 키워드 별로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열해 보면 WeMe, Time and space, enjoy 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Weme 는 개인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서로간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경향을 말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웹 2.0을

적용함으로써 진화된

도서관의 모습

도서관 2.0”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그렇다면 환경의 변화, 개인들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도서관 2.0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국립중앙 디지털 도서관의 도서관 2.0시대의 개막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오픈 되었습니다. 도서관 2.0 시대! 도서관 2.0은 다른 정부 2.0, 광고 2.0 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웹 2.0을 적용함으로써 진화된, 도서관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웹 2.0으로 야기된 각 분야의 변화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수용한 모습인 것입니다. 



VIDEO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학생들 3명 인터뷰 동영상





시설 변화

개방형

복합 문화 공간

멀티미디어 제작 및

information commons 공간

도서관
2.0

유비쿼터스 정보

공간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러한 도서관 2.0로 대두되는 도서관의 진화된 모습들을 먼저 시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써 이용자들이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도서관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도서관에 미니 영화관, 셀프 러닝 공간, 카페 공간과 같은 편의 시설들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제작 및 인포메이션 커먼스 공간으로 멀티미디어 매체를 편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 및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PC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및 무선 랜 기반의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능하도록 도서관의 공간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셀프 러닝 공간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현재 새롭게 신축된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의 모습들입니다. 친환경적 개방 공간들과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시설을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로비의 돌출 공간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지식 공유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셀프 러닝 공간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기존의 폐쇄적인 스터디 공간과는 다르게 오픈된 형태의 자유로운 셀프 러닝 공간입니다. 



Information 
commons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도서관 및 인터넷상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서비스하는 PC 공간으로써 수집된 콘텐츠들을 수정 가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Information commons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도서관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수업 과제 수행 및 정보 검색이 가능한 곳입니다.



커뮤니티 문화 공간



커뮤니티
문화 공간



멀티미디어
매체 공간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오디오, 어학, 비디오, DVD 등)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멀티미디어
매체 공간



UCC 스튜디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용자들이 직접 동영상 및 사진들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UCC 편집 공간입니다. 



UCC 스튜디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성균관대 삼성학술정보관내의 UCC 스튜디오 입니다. 학기별로 방송 아카데미 및 포토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UCC 스튜디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체 편집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성균관대 삼성 학술정보관의 매체 편집실입니다. UCC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매체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오픈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율적인
오픈 공간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지난달에 오픈한 국립디지털 도서관과 지난해 오픈한 중국의 디지털 도서관 모습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책을 모셔두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면, 이제 현재의 도서관들은 사람을 모시는 공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오픈 공간



전자 메모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전자 메모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메모, 커뮤니티 문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문, 
잡지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성균관대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 신문 과 전자 잡지 입니다. 오프라인 상의 잡지와 신문들을 온라인 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화 /개방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

도서관
2.0

이용자 참여

/협업 서비스

서비스 변화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두 번째로 웹 2.0이 가져다 준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변화된 이용자들의 서비스 키워드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 서비스 역시 이런 변화된 이용자들의 트렌드에 따라 개인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자 참여 협업 서비스들이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검색 및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 다양한 외부 콘텐츠과 서비스들을 매쉬업하여 제공하는 이용자 참여형 협업 서비스, 그리고 자유롭게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간에 사서와 이용자간의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화 홈페이지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현재 성균관대 제공하고 있는 위젯 기반의 개인화 홈페이지가 그러한 이용자들의 개인화 경향을 빠르게 대응한 도서관 홈페이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용자들이 필요한 메뉴들만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RSS를 통해 자기만의 페이지에 담아서 쓰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설계 하였습니다. 17,000여개의 개인별 다양한 홈페이지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현재 개인화 위젯 형태로 선택된 메뉴들을 페이지 상에서 배열하여 꾸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대출내역, 대출성향, 연체료 내역 그리고 본인이 질문한 내역, 희망도서 신청한 내역들을 자기만의 페이지에 꾸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그리고 개인화 페이지내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다양한 매체의 실시간 기사들을 추가하여 자기만의 개인화된 신문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오픈 포털 검색 서비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국립 디지털 도서관의 경우도 학술정보, 전문정보, 해외정보 내에 국내외 기관들의 오픈 콘텐츠들을  선별하여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합 검색입니다. 다양한 동영상, 학위논문, 



주제전문 서비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성균관대 주제담당사서제 는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주 업무는 장서개발, 교육, 연구지원, 참고서비스 그리고 홍보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대상서비스인 장서개발과 연구지원은 주로 메일과 면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이제 보여드릴 주제페이지를 통해서는 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각종 학술정보를 전공별 맞춤형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약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약대 학생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소식과 전공에 해당하는 전자자원 등 전공 관련 콘텐츠 들을 위젯 형태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전공에 필요한 유용한 싸이트, 사서에게 물어보기(참고질의 응답), 그리고 학습에 유용한 각종 학술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수업관련 도서의 검색과 이용 그리고 전공별로 개설된 각종 교육 신청 등   주제 사서 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주제 사서와 소통하고, 주제 맞춤형 콘텐츠 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전공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강좌 서비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또한 현재 보시는 서비스는 해외 유명 대학들의 무료 온라인 강좌들을 구글 맵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에게 해외 유명대학들의 실제 모습들을 보면서 듣고 싶은 강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재미난 서비스의 한 형태라 하겠습니다.  



책 없는 도서관

LG상남도서관

연 600만명 온라인 방문



웹2.0시대의
도서관은

커뮤니케이터

안내자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처럼 현재의 도서관들은 온/오프라인의 시설과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진 열린 공간으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의미는 정보와 이용자간에  또는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과 정보들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로써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III. Future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제 이러한 과거와 현재 도서관의 의미들 속에서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Past Present Future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과거 지식들을 보존하는 수호자 타임 캡슐과 같은 역할, 현재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했다면 미래의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사실 시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 났을 뿐 지식의 보존이나 정보의 안내 측면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어느 시대에서든 변함이 없어 왔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도서관 역시 이러한 도서관의 의미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 입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과 의식 수준의 변화로 인해 좀 더 진화된 방식이나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됩니다. 



VIDEO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김도년 최현기 교수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





인공지능 웹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유비쿼터스

미래 트렌드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러한 진화된 웹 환경 속에서 미래의 트렌드를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열해 보면  개인들의 개인화 및 지능화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웹은 점점 더 복잡해져 인공 지능화 되어 가며,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어 질 것입니다. 



타임 캡슐 공간

지능형 통합 검색 센타

문화, 창의적 지식 발전소

미래 도서관의 모습

Living Labaratory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러한 미래의 트렌드 속에서 미래 도서관의 모습 역시 크게 세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 검색 통합 센터로서의 역할 두 번째 그 기관, 그 지역의 경험과 지식들을 저장하는 타임캡슐의 공간, 그리고 세 번째 복합 문화 공간으로써 창의적 지식 발전소로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웹이 3.0, 4.0으로 계속적으로 진화 하며 검색엔진기술은 점점 더 지능화 되면서 복잡해질지라도 도서관 본연의 의미인 정보 검색 센터로서의 역할은 변함 없을 것이며, 지능화된 정보 검색 기술들을 갖춘 전문적인 정보 코디네이터들 즉 사서들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최단시간내에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 및 기관의 중요한 문화 기록 유산들을 텍스트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 미디어 형태의 오감 경험들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스튜디오, 밴드 연습실, 사이버 카페 등과 같은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의 창의적 지식들이 생성되어 축적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갈 것입니다. 



Web2.0시대의 변화

기술 진화가 도서관 이용자를 주도

신기술 적용

이용자의 사용패턴 변화 유도



앞으로는?

이용자의 요구(Needs) 
만족시키는 개인화 서비스

도서관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지적 문화적
경험(Experience)제공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Open된 환경 마련

모바일(Mobile)환경

Living Labaratory



VIDEO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김도년 최현기 교수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





개인화

Open化 Interactive Service

Emerging Device

Mobile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진화는 생존이다

찰스 다윈
(1809~18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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