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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검색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설명 요소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



Thanks Kevin Chaemin Lee
for dra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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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 디지털 →  미래 도서관!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 ★ ★ ★ ★

★ ★ ★ ★ ★

DREAM: 미래도서관 → 디지털 자원’s 허브

+ 확실한 시장 참여 동기 → 大 가상세계’s 구심점

정보 생산, 저장, 활용 및 검색 시설

물리적 디지털 자원 소유권 탈중앙적 공공·민간 디지털 자원의 물리적 구심 인프라



미래 도서관

미래형 문화의 허브

미래 문명 발전의 구심

시장자율참여/공유경제

소유권 탈중앙화

디지털자원 중앙화

슈퍼컴퓨팅

Macro-metaverse
기저 시장 생태계 자동 형성

관념 속 가상세계 형상화(+유용성정량화)

디지털 자원 속 가상세계(시장선택)

현실세계와 상호작용 的 발전

新 디지털 자원의 메카

新 미래형 문화의 허브

미래 문명 교류·발전의 축

정부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최고 정책기구로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창설/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문화선진국, 도서관천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도서관의 혁신과 미래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 Library = Place where resources are available to use/borrow/lend/...

미래 도서관의 중요 요소?!

바그다드: 문화의 허브, 교류의 구심점

※ 도서관 기능의 강화는 국력 강화로 직결

The Library of Pergamum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DREAM: 미래도서관 → 디지털 자원’s 허브

+ 확실한 시장 참여 동기 → 大 가상세계’s 구심점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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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혁명 → 미래 도서관

문헌정보

수

근본, 개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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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혁명 → 미래 도서관

문헌정보

수

근본, 개선, 발전

국민을 위한 시설

미래 도서관



도서관, 디지털, 혁명 → 미래 도서관

정보

수

근본, 발전

유용한 시설

미래 도서관



도서관 → 정보

지식

데이터

자료



도서관 → 정보 → 지식

대상(Object)

인식

명확·객관성

판단의 체계



도서관 → 정보 → 지식 → 대상

인식

목적

표상



도서관 → 정보 → 지식 → 대상 → 표상하다

추상

구체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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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혁명 → 미래 도서관

추상 → 구체; 정보의 형상화

수 → 수학

정보의 수학적 형상화, 혁신

유용한 시설

미래 도서관



이름을 지어 보셨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꽃의 소묘(1959)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정성껏 최대한 잘 지어주려 합니다.



정보의 형상화와 이름 짓기

최 성 수(崔 成 秀) : 주식회사 메타컴퓨팅의 대표이사(분야: 물리학, 수학, 전산, 계산과학)

崔 : 높을 최 ←     해주(海州) 최씨(崔氏)     ←     경주(慶州) 최씨(崔氏)     ←     …

成 : 이룰 성

秀 : 빼어날 수

이름은

이미 이름 지어진 어떤 다른 대상과

의미적, 형태적 관계를 지님

경계와 관계 짓기

이름 짓기는 경계 짓기

경계 有 → 관계 有



도서관, 디지털, 혁명 → 미래 도서관

정보의 형상화 → 경계·관계 짓기

수학적 형상화 → 경계·관계 짓기

정보의 수학적 형상화 → 문헌정보학의 디지털혁명

유용한 시설

미래 도서관



정보의 수학적 형상화, 경계·관계 짓기

사각
관계

짝사랑하는 여성 : f : 남성 → 여성 짝사랑하는 남성 : g : 여성 → 남성

f(희수) = 수진

f(진영) = 영희 g(수진) = 진영

g(영희) = 희수

※ 이름 간 겹침 관계를 찾아보세요. :)



정보의 수학적 형상화, 경계·관계 짓기

※ 사전 속에 정의된 모든 단어들로 위와 같이 수학적 형상화 할 수 있어요. (참고: Trie; Digital Tree)

조선 왕실의 족보

- 족보 속에도 경계와 관계가 존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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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 가기: 전력 소비량과 지구 온난화/환경 문제

* 1개 국가 수준을 넘어섬 (세계 평균 기준)



쉬어 가기: 전력 소비량과 지구 온난화/환경 문제

무분별한 컴퓨팅 자원 사용 지양 必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관계 짓기: 인식된 대상들 속에서

관계 찾기: 미인식 대상들 속에서

미인식 대상들 중,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내기

우리가 무엇을 알고픈지 알아내기

…

※ 어떤 정보를 하나의 물리적 입자처럼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허준이 교수 "수학은 무모순적인 어떤 정의도 허락...
모든 시도가 중요＂ [서울대 졸업식 축사]

출처: 한국연구재단 웹진 NRF인포 8월호
(최성수, 양자 컴퓨팅 기술 동향·실체(이론·모사)의 이해와
“기술 초격차 확장 시대” 도래의 인식 필요성
[심층 정책 리포트 2022-1호])

데이터 과학을

https://webzine.nrf.re.kr/nrf_2208/sub_2_02_1.html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82514


경계와 관계 찾기, 편견 뛰어 넘기



경계와 관계 찾기, 편견 뛰어 넘기



경계와 관계 찾기, 편견 뛰어 넘기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편견 뛰어 넘기

Question: 미래 도서관에 방문한 한 이용자가 어떤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자료에 대해 거의 기억나지 않아, 사서 선생님께 매우 추상적으로 어렴풋이 설명했을 때,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는 그 시민이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Answer: 문헌정보의 수학적 형상화로부터 무수히 많은 수학적 경계·관계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위의 수학적 경계·관계 정보 속에서 제공된 어렴풋한 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에서부터 탐색.

필요시, 위 경계·관계 정보 자체가 지니는 패턴 등을 활용, 어렴풋한 정보를 구체화해요.

Question: 그게 가능할까요?

Answer: 네. 예컨대, *정보 자체를 입자 내지 원소처럼 생각해보도록 해요.

※ 편견 뛰어 넘기: “문헌정보학”과 “수학·물리학”은 학문적으로 밀접히 관계될 수 있음



행복한 상상이 실제로 :)

텍스트 데이터 (벡터/그래프) 방향성 정보의 제1원리적 내재(그래프 이론적) → 의존도 ↓ ((비싼) 시계열 정보 학습 AI 자연어 처리 모델 활용 등에 대한)

오탈자 정보, 오인식/미인식 정보 (e.g. 非디지털 문헌정보의 OCR 등으로 부터 얻어진)
시제 및 단/복수 등의 다형화 정보(동사원형, 1인칭/3인칭 등등)에 관한 별도 예외 처리 필요 과정 제로化

https://metacomputing.co.kr/


행복한 상상이 실제로 :)

원하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할까요?
수학적으로 “다 얻을 수 있다”는 건

서로 배반 사건인 경우들의 집합들로 모든 경우를 구성하였을 때, 이들 각각에 대해 항상 “다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A := 정보 취득에 관계될 수 있는 Input을 직접 주는 경우 NOT A

B := 정확히 관계되는 Input NOT B C := 정보의 취득을 원하는 경우 NOT C

Input의 타입에 따른 분류, … 관계가 없는 Input의 타입에
따른 분류, …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그래도 무엇이라도 쭉 둘러보려는
마음이라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https://metacomputing.co.kr/


행복한 상상이 실제로 :)

주어진 어떤 텍스트 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텍스트 정보 덩어리들 간의 관계 지도(Map)가 주어졌을 때,
그 속에서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조합론적(Combinatorial) 정보를 마법처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 시행착오를 겪어주는 형태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과거보다 더욱 확장될 수 있을까요?

정보를 음성 / 시각화 (전이/강화) 제공하여 우리의 인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거의 동일한 (준)동형사상적 작업 수행에 대한 연산을 대폭 절감한다는 의미
(order of magnitude 수준; 자릿수가 바뀔 정도의 차이 수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Order of magnitude 수준의 컴퓨팅 Hardware의 비약적 발전에 준하는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또는 그 만큼 컴퓨팅을 위한 전기를 덜 쓰는 만큼 환경 보호를 하게 된 효과를 대신 얻게 될 수도 있겠구요. ^.^

https://metacomputing.co.kr/


제1원리: First principle (~ First-principles / Ab initio in Physics)

제1원리: 가장 기본적 전제·가정으로, 다른 전제·가정으로 부터 연역되지 않는 형태의 전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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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 전산 모사: 양자 물리계 vs. “데이터 물리계” (연구 진행 중)

* 출처: ㈜메타컴퓨팅,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한 해외 과제정보 DB의 R&D 기획·분석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과제, 정책혁신팀, 한국연구재단 (2022.10.)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 이론 물리학 的 제1원리 形 전산 모사 (연구 진행 중)

“데이터 물리계” 속에서도 위와 유사한 모습의 Ψ를 구해서 미인식 경계·관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도파민(Dopamine)

산소

탄소

질소수소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 이론 물리학 的 제1원리 形 전산 모사 (연구 진행 중)

▶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 전문가 평가 / 선정(2022.09.)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 보증서 발급(2022.10., with 최대 가능 보증 금액)

▶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 출원(2022.11.), ㈜메타컴퓨팅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주제발표(초청) 內 메인 Topic과 관계 (지금)

1. Type 1 간단예: 최소 의미 덩어리(단어)
內 “좌에서 우로 글자가 적혀 나가는 방향
정보” 내재화 可!!! (※ 참고: 두 단어 의미 덩어리
“machine learning”은 “ learning machine”과 다른데, 이러한
순서 정보 고려를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旣딥러닝(RNN, LSTM, Transformer 등) 모델 등이 사용됨이
강요되는 상황으로 인한 제약사항에 대한 영향 ↓ 

2. 거의 동일하게 Typing 되는 단어군에
대한 별도 예외처리 필요 X (편한 점: 
오탈자 조금 있다 해도 영향 少)

※ 디지털 트리 TRIE로부터
일종의 불변량(invariant)을 얻기 위해, 
일종의 “고차 미분”을 활용해본 적 있으신가요?
(참고: 불변량 계산을 위해 이론 물리학에서는 종종 그래요. :)

※ Long range interactions의 추가 고려 → 성능 ↑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그룹 index level에 비례하여
분야 특성 세분화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위상수학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
그래도 공부해두시면 자연어 처리 분야 전문가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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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연구 진행 중)

위와 같은
특정 문헌정보 內
“관계 지도(Map)”는

어렴풋한 패턴만 알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
(e.g. 갑작스런)

참고: 유관 旣 연구 결과

딥러닝 기반,
메타데이터 함께 활용

“데이터 물리계”에서 얻은(제1원리 形 방법 기반)

경계와 관계 정보 속에서(Abstract들 만으로 얻은)

타겟 정보들의 자동화 후처리를 통해 얻은 문서의 예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연구 진행 중)

※ 현재 비공개 자료로, 공개 시점 이전에는 출처 명기 불가

Infrastructure 관련 Trend
머신러닝 기반 도출 명시됨

참고: Cyberinfrastructure 관련 정보
무작위적 1개 추출 샘플임

제1원리 形 수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함
(머신러닝은 보조적 활용)

참고: 유관 旣 최근 연구 결과

관련 Single Word의 나열

과제 빈도 및 예산 규모 가중 정보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연구 진행 중)

미래 도서관은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정보에 내재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수학적 패턴들을 찾아
가능한만큼 많이/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연구 진행 중)

매우 심플한
제 1 원리적 접근으로도
저렇게 유의미하고 유용한 정보의 군들이
재미있게 잘 얻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것은
요즘 가정용 컴퓨터 정도를 활용해서도
쉽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랍니다. ^^

(물론, 더욱 막강한 컴퓨팅 자원의 활용은
더 멋진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 :)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 (연구 진행 중)



예*: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문헌정보 속 경계와 관계 찾기(Python 후처리 간단예)

• “데이터 입자”들에 대한
똑똑한 검색도 가능!
(오타가 좀 섞여도 문제 X)

실제 중요 연구 키워드랍니다 ^.^

참고로, 
키워드는
우리가 얻어낸
정보예요.



어렴풋한 몇몇 정보만으로도
(약간의 잘못된 정보나 오탈자 등이 포함되더라도)

사서 선생님께서 보다 손쉬운 도움 제공이 가능해요. 수학의 도움으로요. :)

(※ “제목에 관한 결정적 INPUT 오류 극복(기억 왜곡에 의한) → 정보 검색 시뮬레이션 성공”한 실제 실험 사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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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혁명 → 미래 도서관

정보의 수학적 형상화, 컴퓨터/ICT 활용 → 문헌정보 속 경계·관계 찾기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形

미래 도서관 초월적 인식 가능 범위

확장·활용

보편·대중화



“디지털 자원 대여·관리 시스템” (시장참여·공유경제形 Macro-metaverse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디지털 자원: (문헌)정보의 중요 “물리적 저장 수단”이자 “검색/활용 수단”이기도 함을 인지 (아래 당사 지적 재산은 공익 실현 목적 恨 (변형/응용) 활용 可)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metacomputing.co.kr/


미래 문명 발전: “유용한” 모사 가상 세계 활용 (“관념 → (전산)모사 → 실재” ↔ 현실)

미래의 “유용한” 모사 가상 세계(Metaverse로 불리기도 하는)들은 실제 세계(Actual World)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문명 발전을 지속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WHAT IF? “미래 도서관 ∋ 시장 자율 참여형/공유경제형 슈퍼컴퓨팅 기저 생태계, 메타버스 유용성의 정량화 응용·활용”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미래 도서관의 역할

● 정보의 인식 가능 범위의 혁신적 확장을 돕는 “지도(Map)” 활용 서비스 제공 역할

혁신적 디지털(數) 기술 활용 → 전력 소모 최소화 노력 → 컴퓨터 연산량 최소화 → 수학(數學)이 중요

결국, 친환경 지향적 미래 도서관은 수학적 체계성 위에서 효율적 전력 활용 必

e.g. 딥러닝 기반의 과도한 Trial & Error 形 R&D 지양(止揚)

● 친환경 지향 “녹색” 미래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역할

● 초월적 집단 지성 수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

문헌정보의 수학적 형상화 → “숨은” 경계·관계 찾기; 수학적 설계 後 다형화 된 “지도” 생성(ICT 기반)

저작권 문제로부터 안전한 “지도” 활용 서비스 제공(∵ 정보의 홍수 속, 저작권에 관한 무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다발)

최신 문헌정보 기술 활용의 보편·대중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구심점 제공

최신 문헌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최대한 많은 미래 形 지성인 양성

미래 形 집단 지성/정보 네트워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예방 도구 제공

문헌정보를 포함한 미래 形 정보 프로슈머(Prosumer)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 지원

DREAM:      미래도서관 → 디지털 자원’s 허브

+ 확실한 시장 참여 동기 → 大 가상세계’s 구심점



본 발표에서의 “경계·관계 찾기” 활용에 의해 즉각 발전 가능한 구체적 대상(예)

※ 파랑 Dash: 시장참여/공유경제形 메타버스 기저 인프라/생태계 구축 時, 시장 참여에 의한 큰 예산 절감 효과 및 빠른 발전 可

※ 빨강 Line: 한국연구재단과 연구 수행 中으로, 개념 증명 完 (NOT AI-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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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이미지 및 본 발표 내용 일부)

[3] 한국연구재단 웹진 NRF인포 10월호
(메타버스 분야의 과학사적 체계화와 인류 문명 수준의 도약; “학문적 접속” 및 이론적 체계화, 메타버스 유용성의 정량화, 그리고 공유경제형 슈퍼컴퓨팅 기저 생태계의 조성)
(최성수, 메타버스의 동향과 고찰; 학문적 접속, 유용성 정량화와 존속성 혁신, 공유경제형 슈퍼컴퓨팅 [심층 정책 리포트 2022-2호])

[2] 한국연구재단 웹진 NRF인포 8월호
(최성수, 양자 컴퓨팅 기술 동향·실체(이론·모사)의 이해와 “기술 초격차 확장 시대” 도래의 인식 필요성 [심층 정책 리포트 2022-1호])

[1]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공모/선정, 정책혁신팀)
(연구책임자: 최성수,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한 해외 과제정보 DB의 R&D 기획·분석 활용방안 연구)

[4] ㈜메타컴퓨팅 웹페이지(https://metacomputing.co.kr),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과기정통부)(https://metaversealliance.or.kr), 당사 SNS 페이지(링크드인, 인스타그램)

[5] 외부 이미지 출처(캡처 포함):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기관 및 관련 배포 보도자료, 중앙일보, 유럽연합(EU), BBC, 
美 컬럼비아大, 표준국어대사전(NAVER 사전), Wikipedia, 네이버 사전/웹툰, 넷플릭스 광고, 무료 이미지 아카이브,
Pixabay, Getty, Plus, Gaussian – Optek, VASP, VASPKIT

[6] 기타 최근 참고 가능 자료집: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자료집, 국회도서관(2022.09.22.)

※ 본 발표는 주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을 최대한 쉽게 다루려 하였으므로
(본 발표의 요지 및 시간관계 上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들의 다룸은 생략함),

최근의 동향들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청중분들께서는
위 [6]을 참조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관련 정보는 아래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고요. :)

https://metacomputing.co.kr/wp-content/uploads/archive/2022MeeetingPt.pdf
※ 위 국회도서관 자료 링크(임시)는
당사 클라우드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삭제 필요시 요청주시면
해당 임시 링크는 삭제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82516
https://webzine.nrf.re.kr/nrf_2208/sub_2_02_1.html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82514
https://metacomputing.co.kr/
https://metaversealliance.or.kr/
https://www.linkedin.com/feed/update/urn:li:activity:6951511683836047360
https://www.instagram.com/p/Chy6PPiA4Sm/
https://metacomputing.co.kr/wp-content/uploads/archive/2022MeeetingPt.pdf
https://metaversealliance.or.kr/member_companies/%EC%A3%BC%EC%8B%9D%ED%9A%8C%EC%82%AC-%EB%A9%94%ED%83%80%EC%BB%B4%ED%93%A8%ED%8C%85-Metacomputing-Inc
https://www.linkedin.com/feed/update/urn:li:activity:6951511683836047360
https://www.instagram.com/p/Chy6PPiA4Sm/
https://metacomputing.co.kr/
https://webzine.nrf.re.kr/nrf_2210/sub_2_02_1.html
https://webzine.nrf.re.kr/nrf_2208/sub_2_02_1.html
https://metacomputing.co.kr/wp-content/uploads/archive/2022MeeetingPt.pdf




1. 1. 1. 1. 

끝.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2년 11월 10일

Seongsoo Choi, PhD
CEO, Metacomputing Inc.

https://www.nl.go.kr/
https://metacompu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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