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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서관의 의미

인류의 지적 산물을인류의 지적 산물을

수집수집

보존보존

누구 용할 수 있도록 체 화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스 는 곳서비스하는 곳



4오픈 액세스 & 오픈 소스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픈 액세 ( p ) 운동
학술 정보에 존재하는 가격 장벽과 접근 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

셀프 아카이빙(Self archiving)
오픈 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

오픈 소스(open source) 운동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 이용, 수정, 재배포를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러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운동운동
사례: DSpace, Eprint, Fedora 등



5셀프 아카이빙

셀프 아카이빙 (Self Archiving)셀 아카이빙 ( g)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본인 소속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Archiving하는 것
출판사 정책에 의해 Self Archiving 허용시 저자가 직접
Archiving 가능

Springer, Elsevier 등 출판사, 학회가 저널논문의 IR 구축 허용
http://www.sherpa.ac.uk/romeohttp://www.sherpa.ac.uk/romeo



6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조(OAIS)

OAIS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형( p y )참 형
포괄적인 디지털 아카이빙 표준 제시
각 기관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이를 수정/보완하여각 기관의 목 와 목적에 맞게 이를 수정/ 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



7기관 리포지터리

기관 리포지터리 (IR, Institutional Repository)기관 리 지터리 ( , p y)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의 지적인
연구물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고 무료로 공개하는
아카이브(archive) 시스템
저장공간이라는 아카이브적인 개념보다는 접근과
이용을 강조한 오픈 액세스와의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리포지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양혜미 2007)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기관 증가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기관 증가
저작권 문제 해결
기관의 자산으로 인정 받음기관의 자산으로 인정 받음
구축 용이
비용 저렴



8DSpace란 (http://dspace.org)

DSpaceDSpace
DSpace(http://dspace.org)는 MIT와 HP가 공동
개발한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으로개발한 Open Access Self Archiving System으로
전세계 400개 이상의 대학/연구소에서 지적 생산물을
수집·공유하기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로 활용

S-Space (http://s-space.snu.ac.kr)S Space (http://s space.snu.ac.kr)

S-Space는 서울대도서관이 운영하는 서울대
DSpace로 서울대의 지적 생산물을 수집․공유하는p 서울대의 지적 생산물을 수집 공유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IR, Institutional Repository)



9DSpace 장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
Free Open Source Software
시스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이
교육, 정부, 개인, 상업적 기관에서 사용 가능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비디오, 데이터셋 등 모든 유형의텍 , 이미지, 디 /비디 , 데이터셋 등 든 유형의
디지털 자료의 관리, 보존 가능

Handle system을 통한

Global Unique Identifier 부여

OAI-PMH 지원, OpenURL 

지원, RSS 지원을 통한 표준화

된 방식의 Open Access 제공



10DSpace Diagram



11DSpace(S-Space) 구성 체계

학과, 연구소 등 기관 단위로 연구물 보존을
위해 Community 생성 및 자료 성격에 따라
다양한 Collection 생성 가능
계층 구조
Community Sub-Community Collectiony y

구분 내용

Community 대학 대학원 연구소 그룹Community 대학, 대학원, 연구소 그룹

Sub-Community 대학별 학과, 연구소별 연구팀 그룹

Collection 자료의 성격별 그룹

11



12DSpace (http://dspace.org)



13OpenDOAR 



14전세계 리포지터리 현황



15KAIST의 KOASAS



16Cornell의 DSpace



17U. Oregon의 DSpace



18U. Wisconsin의 DSpace



19Ohio State U. DSpace (저널 서비스)



20MIT의 DSpace 



21MIT 학위논문 서비스 사례



22MIT 학위논문출력 - 유료

22



23About OAPS



24DSpace for OAPS



25JAIRO 가동



26S-Space (http://s-space.snu.ac.kr) 

추진경과추진경과
2001. - 개발 검토
2008 7-11 개발2008.7 11.  개발
2008.12.22. 가동



27
S-Space 운영

이용대상
서울대학교 구성원

제출대상 자료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전 논문 및 출판후 논문
회의자료, 연구자료 및 프로젝트 보고서 등
대학 학과 연구소 학회 발간 저널대학 · 학과 · 연구소 · 학회 발간 저널
석박사 학위논문 (석박사 학위논문은 도서관 원문 DB로 링크 예정)

반증자료 및 미완성 자료반증자료 및 미완성 자료
강의노트
학부생 연구자료 등

제출방법
에 인이 직접 fS-Space에 본인이 직접 등록(self-archiving) 또는 S-Space

리포지터리 담당자에게 e-mail(s-space@snu.ac.kr) 및 공문 의뢰



28S-Space 프로세스

로그인 소속 및 신분에 따라로그인 지정된 Collection만 이용가능

메타데이터 입력 및 파일 업로드

공개 동의

관리자승인 메타데이터 보완,관리자승인 저작권 정책 확인 등

제출 완료 및 검색 가능



29메타데이터 구성

Dublin Core 기반기반



30
S-Space 홈페이지 구성

검색 Browse 로그인 저작권 정책 확인 이용안내 통계



31대학, 학과, 연구소별 화면 구성 가능

http://s-space.snu.ac.kr/handle/10371/96



32검색 강화 및 인용률 증가

S-Space 등재 자료는 다양한 검색엔진(Google, 
Yahoo, openDOAR 등) 검색되어 가시성 확대
OAI-PMH 지원지원



33Handle 시스템

Handle system을 통한 Global Unique Identifier y 을 통한 q
부여

하나의 아이템(논문)마다 고유의 handle ID 부여하나의 아이템(논문)마다 유의 부여
1994년 CNRI(The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에서 디지털도서관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시작
DSpace의 handle 구성

예) http://hdl.handle.net/(고유번호)

handle시스템 등록 비용 부담
Annual Service Fee $50 (매년 지불)
Prefix Registration Fee $50 (초기 1회)



34
고유 URL 정보

영구적 URL 부여영구적 URL 부여



35IEEE 출판사 PDF 버전



36SHERPA/RoMEO- IEEE 저작권 정책

Postprint-Publishers version/PDF “must” be used

저작권 정책



37저작권 정책 확인

저널논문저널논문
S-Space는 Open Access Self-Archiving 기반의
Institutional Repository로 저널논문을 제출하기 전p y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 
에서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한 후 Open 
A 가 허용되는 논문만 제출 가능Access가 허용되는 논문만 제출 가능
출판사에 제출된 PDF 논문에 대한 Archiving이
허용되지 않는 논문은 S Space에서 메타정보만허용되지 않는 논문은 S-Space에서 메타정보만
제공하고 PDF 원문파일에 링크를 걸어서 원문 접근
가능가능



38저작권 정책 확인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

저널명, 출판사명으로 저작권 정책 검색 가능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

color 저작권 정책

Green
심사전 논문(pre-print) 및 심사후 논문(post-print)
셀프아카이빙 허용셀프아카이빙 허용

Blue
심사후 논문(post-print) 셀프아카이빙 허용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Yellow 
심사전 논문(pre-print) 셀프아카이빙 허용
(ie. pre-refereeing) 

White 아카이빙 불가White 아카이빙 불가



39
저작권 정책 확인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 

(http://www.sherpa.ac.uk/romeo/) ( p // p / /)



40저작권 정책 확인
예) Elsevier 저작권정책

Pre-print(출판전 논문): 동료심사와 편집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초고
Post-print(출판후 논문): 동료심사를 거쳐 편집이 끝난 상태의 최종본

저작권 정책



41국내 저널 논문 - 저작권 관련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DB사에 S-Space 한국학술정 , 누리미디어 등 사에 p
등재 허용 요청
각 해당 저널의 학회에 S-Space 등재 허용 요청각 해당 저널의 학회에 S Space 등재 허용 요청



42S-Space 등재 학내간행물 현황

No. 저널명 발행기관 건수

(2009.7.31. 현재)

1 Seoul Journal of Business 경영대학 108

2 Seoul Journal of Economics 경제연구소 395

3 Asia Design Journal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3 Asia Design Journal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

4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소 268

5 한국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원 42

6 환경과 환경안전지킴이 환경안전원 28

7 법학 법학연구소 1,072

8-9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3388 9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 영학논집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338

10 열린지성 기초교육원 125

11 가르침과 배움 교수학습개발센터 8211 가르침과 배움 교수학습개발센터 82

12-13 종교와 문화 ; 종교학연구 종교학과 348

14 Seoul Journal of Medicine 의과대학 148

15 국립대학도서관보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571

합 계 3,545



43학내간행물 등재 (사례)



44학위논문 등재 (링크 연결 사례)



45VOD 자료 등재 (링크 연결 사례)



46이용률 분석 (Google Analytics)

전세계 122개국 12,150명 방문(2009.1-8) 인용률 증가



47문제점

검색검색
DSpace 검색엔진 Lucene은 한글 형태소 검색 불가
한자, 한글 교차 검색 불가한자, 한글 교차 검색 불가

관리관리
관리 통계 부재 Google Analytics로 이용 통계
구축 통계 부재구축 통계 부재

일괄 반입 기능 부재일괄 반입 기능 부재
전거제어 (authority control) 부재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요구



48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홍보지속적인 홍
대학신문 홍보
본부 학장 회의 보고본부 학장 회의 보고
전 대학에 공문 발송
교수 대상 홍보 메일 발송교수 대상 홍보 메일 발송

학내 간행물의 아카이빙 유도
학위논문의 링크 등학위논문의 링크 등



49교수대상 홍보 메일



50기대효과

학술자료의 접근성 강화로학술자료의 접근성 강화로
연구성과 확산 및 인용횟수 증가

연구물 중간보고(preprint) 공유로
중복연구 방지 Webometrics(*)를 높여중복연구 방지 Webometrics(*)를 높여

기관의 위상 제고

영구적인 URL 부여로
각 논문의 고유성 및 지속성 유지 해당 대학, 학과의

특성있는 저작물 수집 가능 및
예) http://hdl.handle.net/(고유번호) 이용 활성화

* 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http://www webometrics info)는 전세계 4 000개 대학 정보를 각 대학의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http://www.webometrics.info)는 전세계 4,000개 대학 정보를 각 대학의
웹존재(web-presence)에 따라 평가하며,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size, 가시성, 원문수, Google Scholar에 따라 가중치 부여. 
세계 랭킹은 MIT, Harvard, Stanford, Berkeley순이며, 서울대는 18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