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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제1장

개관

1.1. 학술정보화 백서의 배경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의 역사는 1980년 1월 ‘도서관 업무 전산화 추진위원회’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도서관은 1989년 9월 ‘학술정보 전산화 장·단기 계획’에 의거
하여 1990년 학술정보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 2월 21일부터 학술정보
시스템(SOLARS)을 가동하였다. 홈페이지 운영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작하였다.
2002년 5월에는 학술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개발(SOLARSII)하였고, 2003년
5월 21일부터 전자도서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자료
를 서비스하였다. 2006년 5월 21일에는 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시스템(SOLARSIII)
을 구축하였다.
학술정보화 초기 단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추진했던 핵심 분야별 추진 현황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에 2007년 12월에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2000-2007)』를 처음 발간하였다.
이후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전자자원 통합검색 솔루션 도입, 기관리포지토리 운영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던 학술정보화 업무를 정리하여 2011년
2월에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2008-2010)』를 발간하였다.
본 백서는 앞서 발간된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2011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던 학술정보화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기술
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술정보화 계획 수립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서울대 학술정보시스템 SOLARS는 1995년 가동을 시작하여 20년 동안 지속적
인 업그레이드와 개발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적 혁
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서관은 업무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8월에 ‘학
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하였다. ISP 평가 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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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2013년 5월에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8월 17일에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이번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
서(2011-2016)』는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이에 따른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도입,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Rosetta) 도입, 홈페이지 재구축, 2015년
관정관 개관에 따른 스마트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발맞추어 학술데이터베이스의
확충과 효율적인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도서관 이용자의 요
구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최적의 연구,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최근 5년간의 학술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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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력 및 조직도
중앙도서관의 조직은 수서정리과, 정보관리과, 행정지원팀의 2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술정보화 총괄은 정보관리과 내의 디지털도서관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1-1]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화 조직 구성도

학술정보화 조직의 주요 업무로는 정보화 사업 기획,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통합
검색시스템 관리,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운영, 홈페이지 관리,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관 리포지토리 운영 등이 있다.
도서관의 학술정보화 인원은 총 9명으로 사서직 6명과 전산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위해 90년대 초부터 사서직과 전산
직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학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학술정보를
위해 전산직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도서관의 정원으로 4명을 확보하였다. 이후
2001년에 전산직 1명이 정보화본부에 이양되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전산직이 3명
이 있다. 디지털도서관팀의 사서직과 전산직의 담당 업무와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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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팀 담당업무
(2016. 12. 기준)

담당자



담당업무

직위(직급)

이름

디지털도서관팀장
(행정관)

김미향

•학술정보화 업무 총괄

실장
(사서) 담당관

김기숙

•정보화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반

(전산) 담당관

배종학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운영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도서관 정보화 사업 예산 관리
•이용자DB 및 DB서버 관리 운영

(사서) 선임주무관

나혜란

•통합검색시스템(Primo) 관리 운영
•학술정보시스템 관리(연간물수서/관리, 전자자원관리)
•서울대 연구업적물 디지털컬렉션(S-Space) 관리 운영

(사서) 선임주무관

이영미

•홈페이지(콘텐츠 및 서비스) 관리 운영
•학술정보시스템 관리(상호대차, 지정도서)
•주요 업무 통계 및 보고자료 관리

(전산) 선임주무관

김대종

•스마트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관정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관정관 정보검색실 등 PC 관리 운영
•IT 관련 시스템 운영 지원

(전산) 주무관

주상욱

•중앙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관리 운영
•학외접속시스템(Proxy) 관리 운영
•본관 정보검색실 PC 관리 운영

(사서) 주무관

권소담

•학위논문온라인제출(dCollection)시스템 관리 운영
•학술정보시스템 관리(대출/반납, 장서관리, 통계)
•이용교육 세미나실 관리

(사서) 주무관

표혜리

•디지털 콘텐츠 관리 운영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운영
•학술정보시스템 관리(단행본수서, 기증교환)

[표 1-2] 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팀 인력 현황
(2016. 12. 기준)

사서직(명)

전산직(명)

합계(명)

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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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체계

22

제1장 개관

1.3. 예산
도서관은 2000년대 초반 BK21정보인프라구축 사업기간 동안 학술정보화 사업
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학술정보시스템 개발과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
었다. 2007년 7월에 동 사업이 종료된 다음 2008년부터는 사업비가 감소하였고,
2011년까지 정보화사업비는 동결되었다.
2012년에는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도입과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
이 일시적으로 증액되었지만 2013년에 다시 예산이 삭감되었다. 기존 학술정보시스
템의 노후화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4년부터 2015
년에는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도입과 안정화를 진행하
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예산이 줄어들어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2015년 관정관의 정보서비스 유지를 위한 예산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학술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중심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학술정보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증가되는 이용자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한 학술정보 콘텐츠 구축, 시스템 개발과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재원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BK21, 간접비를 지
원받아 정보화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오직 간접비만 지원받고 있어
예산 지원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는 단일 재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예산 지원
이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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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00-2016년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재원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일반회계
(법인회계)

기성회회계

2000

338,473

221,994

2001

44,394

429,425

866,000

1,339,819

325,934

3,742,913

4,068,847

2002
2003

  5,000

BK21

간접(경)비

계
560,467

441,950

1,640,781

2,087,731

2004

393,745

1,481,164

1,874,909

2005

490,212

2,026,640

2,516,852

2006

463,447

855,124

1,318,571

2007

587,204

968,634

1,555,838

2008

580,000

580,000

2009

580,000

580,000

2010

580,000

580,000

2011

534,805

534,805

579,000

1,379,000

2013

543,992

543,992

2014

779,000

779,000

2015

929,000

929,000

2012

800,000

2016
계

1,187,867

3,353,911

11,581,256

742,400

742,400

5,848,197

21,971,231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정보화 세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 구축비는 2007년 이후 급감하면서 도서관에서 생산되는 콘텐츠가 오랫동안 업
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연구학습 지원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미래 인재 육성
의 기반인 학술정보 콘텐츠 구축에 투자가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H/W도 마
찬가지로 2007년 이후 예산이 대폭 축소된 관계로 겨우 유지보수만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향후 H/W는 한정적인 학술정보화 예산으로 도서관에서 구축되는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로 변경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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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00-2016년 학술정보화 세목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콘텐츠
구축

H/W

2000

210,184

128,962

3,021

562

190,234

27,504

560,467

2001

44,426

139,154

970,784

19,690

128,115

37,650

1,339,819

2002

1,874,717

1,280,159

670,840

84,787

98,236

60,108

4,068,847

2003

1,196,080

544,520

125,334

53,378

81,166

87,253

2,087,731

2004

1,158,235

265,402

238,762

30,877

66,650

114,983

1,874,909

2005

1,253,340

550,731

410,338

54,178

161,285

86,980

2,516,852

2006

305,502

394,036

307,470

31,663

197,512

82,388

1,318,571

2007

293,679

543,117

249,825

19,251

316,622

133,344

1,555,838

2008

40,000

161,700

130,000

12,650

178,708

56,942

580,000

2009

98,063

132,670

84,000

9,487

200,930

54,850

580,000

2010

58,705

118,550

130,000

25,295

179,895

67,555

  580,000

2011

98,400

101,260

72,030

28,929

194,462

39,724

534,805

2012

84,650

645,150

353,401

24,939

225,935

44,925

1,379,000

2013

103,956

117,230

90,039

2,409

197,891

32,467

543,992

2014

108,704

190,204

299,636

4,125

148,347

27,984

779,000

2015

163,238

41,624

509,368

10,531

173,915

30,324

929,000

2016

100,486

50,000

377,697

9,904

174,851

29,462

742,400

7,192,365

5,404,469

5,022,545

422,655

2,914,754

1,014,443

21,971,231

계

S/W

인건비

유지보수

부대비

계

※ 2001-2007년 유지보수비는 시설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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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시스템 SOLARS

2.1. SOLARS 운영
2.1.1. 개요
가. 추진 배경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에서는 학술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이용자 요구
에 부응하는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각 대학도서관
은 도서관 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 처리 능력의 향상과 이용자 서비스의 극대화를 도
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
보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과 이용을 위한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
이 학술정보시스템 SOLARS(SeOul Library Automation Research System)
로 1995년 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지식정보사회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학내외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고 변화하는 도서관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술정보시스
템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BK21정보인프라구
축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2년 9월에
SOLARSⅡ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6개 분관과 60여개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의 소장
자료를 모두 통합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SOLARSⅡ는 KSC5601 문자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대개의 국외 유수 대학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외국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 시
스템에서 DB구축과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유니코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에 따라 기존 SOLARSⅡ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2004년부터 유니코드 기반의 학
술정보시스템 확장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12일에 SOLARSⅢ를 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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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SⅢ는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XML 기반의 전자도서관 시스템과 도서관 정보
시스템의 통합화를 구현하였으며, 수서시스템과 목록시스템 간의 연계와 공유가 가능
하도록 개발하였다.
SOLARSⅢ 개발 이후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간소
화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업그레이드 개발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 경과
도서관에서 추진하였던 학술정보시스템 개발의 주된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정보 전산화 장·단기 계획 수립·착수: 1989. 9.
•제11차 전산 전문위원회: 1990. 10. 12.
- 개발기종 및 시스템 개발업체 최종 선정: 한국컴퓨터(주)
•도서관 전산화 사업 계획 및 서버 기종 선정 총장 승인: 1991. 1. 5.
•SOLARS 개발 계획 수립: 1991. 1. ~ 4.
•『도서관 전산화 S/W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및 개발기능에 대한 연구』 발간: 1991. 5. 29.
•주 전산기(TANDEM) 도입: 1994. 10.
•SOLARS 가동: 1995. 2. 21.
•BK2 정보인프라예산 배정: 2000. 6. 28.
•학술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분석 회의: 2000. 10. 9.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 및 계약 체결: 2001. 3. 2. ~ 3. 21.
- 개발업체: ㈜아이네크
•개발 기본설계서 검토 회의: 2001. 7. 2.
•개발 시스템 평가 회의: 2002. 2. 27.
•SOLARSⅡ 가동: 2002. 9. 14.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니코드 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과제 수행: 2004. 5. ~ 2005. 2.
•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시스템 확장 개발 발주: 2005. 8. 25.
•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시스템 확장 개발 기술평가 실시: 2005. 10. 5.
•계약 체결: 2005. 10. 17.
- 개발업체: ㈜아이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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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시스템 확장 개발 중간보고회: 2006. 2. 10.
•유니코드 기반 학술정보시스템 확장 개발완료에 따른 시스템 설명회 개최: 2006. 5. 10.
•SOLARSⅢ 가동: 2006. 6. 12.
•학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 추진(2008~2009)
- 2008년 강의도서신청시스템 및 업그레이드 개발 완료: 2008. 11. 17.
- 2009년 업그레이드 개발 완료: 2009. 12. 21.
•2010년 학술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
- 사업 계획 수립 및 입찰 의뢰: 2010. 5. ~ 7. 9.
- 기술평가 실시 및 계약 체결: 2010. 8. 11. ~ 8. 26.
- 개발 보고 및 시스템 교육 실시: 2011. 1. 26.
- 시스템 가동: 2011. 2. 7.

2.1.2. SOLARS 운영의 한계
SOLARS는 1995년 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와 정보환경 변화 등의 현안 과제 위주로 2011년까지 기능을 개선하고 확장 개발
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정보기술의 발전, 다양화된 콘텐
츠, 이용자 서비스의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기능이 미흡하였다. 20년간 업그레
이드와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시스템 유지 보수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사용상의 빈번한 오류 발생 등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전자 학술자원의 통합검색과 같은 기능을 추가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정
보 환경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학술정보시스템 도입이 시급하게 되었다.
대학 법인화와 도서관 신축 추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정보화 고도화
를 위한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즉, 기존 학술정보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는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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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OLARS의 구성

2.2. ISP 추진
2.2.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도서관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정보화
의 비전과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
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우리 도서관은 정보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기술 발전을 예측
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계한 후 이를 단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계획이 필요하였다. 이에 최고 수준의 학술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도서관은 ISP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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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ISP 사업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ISP 수립 추진 계획 수립: 2012. 8. 1.
•ISP 수립 주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요청: 2012. 8. 6.
•ISP 수립 제안요청서 수정: 2012. 8. 7.
•ISP 수립 사업설명회 실시: 2012. 8. 24.
- 대한정보통신기술 외 9개 업체 참석
•ISP 수립 기술평가 실시: 2012. 9. 18.
•ISP 수립 사업 계약 체결: 2012. 10. 10.
- 계약업체: Valtech 컨소시엄
•ISP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2012. 10. 22.
•ISP 1차 자문위원회 개최: 2012. 11. 8.
•ISP 중간 보고회 개최: 2012. 12. 21
•ISP 2차 자문위원회: 2013. 1. 9.
•ISP 3차 자문위원회: 2013. 2. 4.
•ISP 완료: 2013. 2. 8.
•ISP 최종 보고회 개최: 2013. 2. 19.

2.2.2. 수립 내용
ISP 사업은 Valtech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의 고도화이며, 기존 학술정보시스
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분석과 솔루션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
대로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30

제2장 학술정보시스템 SOLARS

[그림 2-2] ISP 수립 추진 과정

이 사업에서 추진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의 현황 진단 및 분석
기존 SOLARS와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H/W 구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3]~
[그림 2-5]와 같다.

[그림 2-3] 학술정보시스템 현황 진단 및 분석-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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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학술정보시스템 현황 진단 및 분석-홈페이지

[그림 2-5] 학술정보시스템 현황 진단 및 분석-전산장비

위와 같이 학술정보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SOLARS
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기능개선 요구의 증가 및 최신 기술 적용의 어려움
•도입 이후 Add-On 방식의 개별 기능 추가로 인해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새로운 요구 수용이 어려움
•서울대만의 특화된 버전으로 개발되어 최신 버전인 SOLARS7 업그레이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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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의 어려움
•수서, 콘텐츠 관리, 장서관리 등 15개 모듈의 169개(선정자료 관리, 기증자
관리, 이용자 제재 관리, 통계/보고서 등) 세부 기능 대다수에 대한 기능 개선과
전면적인 재개발이 요구됨
SOLARS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자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
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학술정보시스템에 대한 도서관 직원 및 학내 이용자 요구 분석
도서관에서 20년 간 운영해온 학술정보시스템에 대한 직원과 이용자의 요구를 분
석하였다. 이 분석은 업무, 이용자 서비스, 정보화 체계 현황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였다. 업무 서비스에서는 74개, 이용자 서비스는 28개, 정보화 체계 현황
에서는 9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개선과제로는 학내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학술정보시스템의 속도와 안정성 개선, 학술정보시스템 기능과 UI 개선,
학술정보서비스 전체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DB 구조 개선,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6] 학술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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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도서관 정보화 관련 신기술 동향 및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최근 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
고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된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러한 사회 환경 변화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가상의 공간, 융합, 창조, 아카이브,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요구
하고 있었다.

[그림 2-7] 대학도서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그림 2-8] 도서관 역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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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최신 IT 기술 동향
과 솔루션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주요 대학도서관의 IT 서비스 시스템과 솔
루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서관 관련 최신 IT 기술은 정보자원의 공유,
통합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시스템 구축, 오픈액세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세계 주요 대학도서관도 디지털 아카이브, 학술정보
연계와 통합 인프라 구축, 이용자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림 2-9] 최신 IT 기술 동향 사례

[그림 2-10] 세계 유수 대학 도서관 서비스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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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 변화 속에서 우
리 도서관에 적합한 ISP 수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학술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합
리적이고 객관적인 통합도서관시스템(Integration Library System, 이하 ILS)
솔루션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였다. ILS 평가 방향은 ILS 기술의 발전 추세와 주요 국
내·외 대학도서관의 사례 분석으로 도출된 최신 동향을 반영하였고, SOLARS의 주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도서관 현업 업무 수행 적합도
•이용자 서비스 수준 향상
•최신 기술과 도서관 환경 변화 수용
•향후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확장성의 확보

[그림 2-11] ILS 솔루션 평가 방향

ILS 평가는 업무 적합성과 기능 확장성으로 구성된 기능적 측면과 연계, 확장성,
리소스 통합 관리, 유지보수 등으로 구성된 비기능적 측면 두 영역에 대해서 이루어졌
다. 평가 대상은 당시 운영 중인 제품의 상위 버전, 시장 점유율, 제품 선호도 등을 고
려하여 SOLARS7, TULIP3, LIBEKA, Alma 4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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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ILS 솔루션 평가 대상 선정 및 비교분석

Valtech 컨소시엄은 ILS 솔루션의 종합 평가 결과에서 “ExLibris사의 Alma가
각 평가 영역 점수 합산 결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하였다.

라. 이용자 중심의 통합형 학술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세부 추진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제시
위와 같은 현황 진단과 분석, 이용자의 요구 분석, ILS 평가 등으로 업무용 시스템,
이용자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와 H/W의 최적 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과제·전략을 수
립하게 되었으며,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학술정보시스템 모형을 제
시하였다.

2.2.3. 목표 시스템 설정 및 추진 방향 수립
도서관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학술정보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ISP의 목표
를 미래 창의형 연구지원 서비스 선도, 세계 수준의 학술정보 플랫폼 구축, 학술정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3개의 목표 아래에는 8개의 추진전
략과 18개의 추진과제를 두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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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학술정보화 전략 계획

이에 학술정보화 전략 계획에서 언급한 18개 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차세대 학술정
보시스템, 이용자 서비스, 정보 유통 등의 전반 과정을 아우르는 향후 차세대 학술정보
시스템의 목표 시스템 개념을 [그림 2-14]와 같이 정립하였다.

[그림 2-14]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의 목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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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목표를 위해 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ISP 사업에서 학술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우리 도서관에 가장 적합한
ILS 솔루션은 ExLibris사의 Alma로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 도서관은 Alma를 적극
적으로 검토하여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학술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 소장자료와 전자자원의 통합
검색, 비구독 전자자원까지 포함한 외부자원 확장 검색, 검색 속도의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검색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홈페이지 운영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
도서관, 분관, 특성화 홈페이지 등 산재해 있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최근 모바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도서
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학술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백업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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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도서관은 1995년부터 학술정보시스템 SOLARS를 가동하여 20여년을 사용해
왔다. 이용자의 요구와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콘텐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ISP 사업을 실시하여 학술정보시스템을 고도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도
서관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 도서관에 적합한 학술정보시스템을 도출하였다. ISP
사업에서는 Alma가 우리 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술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의 도입은 ExLibris사로부터 2012년 7월
Development Partner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개발 파트너로서 아시아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룹 활동과 비용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제
안 받았으나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
로 홍준표 한국지사장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4월 3일 지브(Ziv
Benzvi) ExLibris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과 박지향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방문 면담,
4월 10일 지브 부사장의 최종 결과 서신 통보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박지향 관장과 지브 부사장이 2013년 5월 22일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
서 ‘ExLibris Alma Korea Early Adopter Program Agreement(ExLibris
Alma 한국 얼리어답터 프로그램 계약서)1)’의 공식 영문·한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

1) ExLibris는 서울대학교 Alma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대학교는 ExLibris에 한국 고유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구독비용 등의 혜택을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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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Alma 도입을 시작하였다. 계약서는 ExLibris Alma Korea Early Adopter
Program-Program Definition(ExLibris Alma 한국 얼리어답터 프로그램 정
의)과 ExLibris Alma subscription, services and support agreement
(ExLibris Alma 구독·서비스·지원 계약)를 첨부하여 Alma의 구독과 관련한 세부
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구독한도는 150명의 지정 사용자, 2,731,818건의 서지 타
이틀, 103,175건의 전자저널 타이틀, 695,564건 디지털 객체, 0.5TB의 데이터 용
량이 기준이다. 또한 계약 시 첨부되는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클라우드 SLA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그림 3-1] Alma 도입 계약 체결(2013. 5. 22.)

3.2. 추진 경과
Alma의 도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Alma 도입에 관한 ‘Development Partnership’ 제안: 2012. 7. 12.
- 지브 부사장, 홍준표 한국지사장, 김성자 정보관리과 과장, 김원찬 실장 참석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진행: 2012. 8. ~ 2013. 2.
•Alma EAP(Early Adopter Program) 계약 체결: 2013. 5. 22.
•Alma 도입 TF 구성: 2013. 6. 20.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도입 Kick-off 회의 개최: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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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Rona Arnedo) 아태평양 프로젝트 총괄이사, 멜라니(Melanie
Fitter) 구축팀 총괄이사, 김준원 신임 한국지사장, 홍준표 전임 한국지사장,
모현주 이사, 김이란 차장, 디지털도서관팀 참석
•Alma 모듈별 기본교육(TF 대상 1차): 2013. 10. 10. ~ 12. 19.
•Alma 자문위원회 개최: 2013. 12. 10.
- 공과대학 박종헌, 문봉기, 이재진, 전병곤 교수, 박지향 관장
•Alma 모듈별 심화교육(TF 대상 2차): 2014. 1. 9. ~ 3. 13.
•Alma 개발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 요구서 제출: 2014. 1. ~ 4.
•Alma 가동 지원을 위한 합의서 체결: 2014. 9. 22.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계약 체결: 2014. 9. 22.
•Alma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부서별 업무 협의회 개최: 2014. 10. 22. ~ 10. 29.
•Alma 환경설정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 2014. 10. ~ 12.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 Rosetta 도입 계약 체결: 2014. 12. 23.
•표준 샌드박스(테스트 환경) 구축: 2015. 1.
•Alma 모듈별 교육(전 직원 대상 1차): 2015. 1. 15. ~ 2. 17.
•Primo 환경설정 및 구축: 2015. 2. ~ 8.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계약: 2015. 3. 10.
•Alma 기능 개발요청 사항 협의를 위한 회의: 2015. 3. 23. ~ 3. 24.
- 본사 개발팀 요엘(Yoel Kotick), 오렌(Oren Farkas), 로나 총괄이사,
모현주 이사, 디지털도서관팀, 수서정리 실무자 5명 참석
•SOLAR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1, 2, 3차: 2015. 3. 15. ~ 2015. 8. 15.
•Alma/Primo 가동 데이터 검토 및 기능 테스트: 2015. 4. 21. ~ 2015. 7.
•Alma 연동 프로그램 개발: 2015. 4. ~ 2015. 7.
•홈페이지 설계, 구현 및 테스트: 2015. 4. ~ 2015. 7.
•Alma, Primo, Rosetta, 홈페이지 연동: 2015. 5. ~ 2015. 7.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1, 2, 3차: 2015. 7. 8. ~ 2017. 2.
•Alma 모듈별 교육(전 직원 대상 2차): 2015. 7. 13. ~ 7. 20.
•SOLARS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전환(Cut-Over) 준비: 2015. 7. 31. ~ 8. 16.
•Alma 환경설정: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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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시스템 Alma 가동: 2015. 8. 17.
•Alma 및 Primo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본사 협의: 2015. 8. ~ 12.
•가동 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회의: 2015. 9. 9.
- 로나 부사장, 멜라니 구축팀 총괄이사, 모현주 이사, 디지털도서관팀 참석
•Alma 모듈별 교육(전 직원 대상 3차): 2015. 11. 23. ~ 11. 30.
•Alma Analytics 교육(전 직원 대상 4차): 2016. 2. 29.
•지원체제 전환(Switch to Support): 2016. 4.

3.3. 주요 특징
Alm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자원의 통합관리이다. 인쇄, 전자, 디지털 자원의 통합관리가 핵심으
로 자원의 형태에 따라 개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공통 작업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 검색과 서비스 기능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특히, 도서관 자료 구
입 예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 및 디지털 자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기
능을 제공한다.
둘째, 도서관 자원의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다. Alma의
커뮤니티 존2)(Community Zone)을 통해 자관에서 구축한 MARC 레코드와 정규화
룰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적·시간적 경비를 절감하고 협력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하드웨어
의 구입 비용과 유지보수 관리 인력과 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범세계적인 표준을 지향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국제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외 출판사의 다양한 컬렉션, 메타데이터 제공 기관과의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여 다
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호 협력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솔
루션이다.
넷째, 논리적이고 유연한 분석도구를 활용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정형화된 통계

2) Alma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MARC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음. 기본 데이
터는 ExLibris사에서 관리하지만 Alma 사용 기관에서 자신들의 MARC 레코드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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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가 아닌 요구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필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과
통계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인쇄, 전자, 디지털 자원을 통합한 투입 예산별 자원 이용
통계 등은 이용자 분석과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Alma는 Boston Colleg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Princeton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4개 기관과 함께 개발되었다. 2016년 말 현재
전 세계 825개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었다.

3.4. 시스템 구축
3.4.1. Alma Project TF 구성
2013년 6월 서울대 도서관과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IL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SNU Alma Project TF(이하 Alma TF)를 구성하였다.

[그림 3-2] Alma TF 구성도(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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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와 같이 Alma TF는 디지털도서관팀의 각 모듈 담당자, 각 실별로 추
천된 업무 담당자, 분관 대표 2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TF는 Alma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시스템 분석, 한글화 작업, 현업 부서 기능 개발 요구사항 수합, 기능 개
발 요구서 작성, Alma 테스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4.2. Alma 구축 준비
Alma의 도입을 위한 Kick-off 미팅에는 2013년 9월 11일 로나 총괄이사와
Alma의 최고 전문가인 멜라니 구축팀 총괄이사, 한국지사 4명, 디지털도서관팀이 참
석하였다.
TF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lma 기본교육부터 2차 심화교육을 마
치고 각 현업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Alma 필수개발항목(Blocker)과 기능
개선사항(Enhancement)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ExLibris와 Alma
실가동 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사인하였다. 이 합의서에서는 Alma의 가동 일자를
2015년 8월 17일로 확정하면서, 가동을 위한 13개의 필수적 기능과 그 개발 일정을
[표 3-1]과 같이 명시하였다.
2015년 3월 23일~24일 양일간 서울대 도서관에서 요구한 필수 기능에 대하여
본사개발팀과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ExLibris사에서는 본
사 개발팀의 Yoel Kotick, Oren Farkas와 로나 부사장, 김준원 한국지사장, 모
현주 이사, 육성환 차장, 김이란 차장, 디지털도서관팀, 수서정리 현업 담당자인 권광
희 실장 외 4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본사에서 개발한 KORMARC 개발 현
황과 CJK, 한글 인터페이스 등을 보고하고 서울대에서 요구한 필수 기능 중 CJK 읽
기, 저자기호 자동생성, 등록번호 자동 부여, 희망도서 신청에 대한 개발 요구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후 CJK 기본 검색과 KORMARC 기능은 4월에 완료되었으며, 희망
도서 신청은 2015년 12월에 기본 기능이 개발되었다. 디지털 자원관리 기능은 당시
모듈 개발 시작 시기였기 때문에 Alma에서 개발 완료 되기 전까지는 서울대에 무료로
Digitool이나 Rosetta를 제공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하기로 했다. 연속간행물 제
본기능은 Alma에 기능이 있었으나, 충분한 기능 지원이 되지 않아 SOLARS와 같이
제본 모듈에서 제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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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Alma 필수개발항목(Blocker) 및 개발 일정
번호

개발 항목

개발 일정

1

한글인터페이스

2015. 4.

2

CJK 검색

2015. 4.

3

KORMARC 지원

2015. 4. 8.

4

KERIS 연동

2015. 4. 8.

5

희망도서 신청

2015년 4분기

6

DAM(디지털 자원관리)

2015. 8.

7

저자기호 자동생성

2016년 전반기

8

연속간행물 제본

9

CJK 읽기

10

등록번호 자동부여

11

연간물 체크인, 결호

2014년 하반기

12

SMS

2014년 하반기

13

디지털화 비용

2016년 하반기~
2017년 1분기

비고

임시프로그램 제공
Digitool/Rosetta 무상제공
임시프로그램 제공
현행 Alma 워크플로우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본사 개발팀과 추가적인
기술 검토 진행

Enhancement로 요청

13개 필수개발항목 외의 40여 가지의 기능 개선 요구 사항과 기술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는 멜라니 구축팀 총괄이사와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존 기능에서 업무 적용 가능
영역과 기능 개선 요구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3.4.3. Alma 구축
Alma 구축은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기존 SOLARS 데이터 마
이그레이션, Alma 환경설정과 SOLARS 중단 및 시스템 전환(Cut-Over), 지원체
제 전환(STS)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 SOLAR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디지털도서관팀에서는 SOLARS 데이터와 실제 업무 흐름을 비교·분석하여 마
이그레이션 대상 SOLARS DB 테이블과 데이터를 설정하고, ExLibris사의 마이
그레이션팀과 협의하여 다운로드할 데이터의 구성을 결정하였다. 서울대는 최초로
SOLARS에서 Alma로 전환하는 기관으로서 ExLibris사에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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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기 위해 테이블 간의 연계 구조와 필요한 데이터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Alma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SOLARS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3-2] Alma 마이그레이션 대상 데이터
구분
서지 관련 데이터
수서
이용자 서비스
기타

대상 데이터
서지 레코드, 홀딩 레코드, 아이템, 전자자료, 자관전거 데이터
벤더, 주문 레코드, 예산
이용자, 연체료, 활성화된 대출정보, 예약정보, 지정도서
연속간행물 체크인 정보, 기증 정보, 제본 정보 등

대출 데이터 로그 정보는 시스템 간 일관성 유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Alma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는다는 ExLibris사의 정책에 따라 서울대에서도 제외하였다. 또
한 Alma로 전환하면서 SOLARS에서는 생성하지 않았던 홀딩 레코드를 사용하게 되
어 소장사항 DB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일괄 생성 후 적용하였다. 전자자료는 SFX
에 활성화된 정보를 기준으로 Alma에 마이그레이션했고, 연속간행물의 제본정보는
Alma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서지 레코드의 991 태그에 소장도서관, 크
기, 커버 색을 추가하여 제본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하였다. 수서데이
터는 벤더정보, 주문서, 기증정보 등이 마이그레이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수서업무
중 구입과 관련된 중요 정보인 주문서는 이미 완료된 모든 주문정보까지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14년 9월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SOLARS 데이터를 제
공하였고, 본사에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후 1차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는 2015
년 1월, 2차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는 6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SOLARS DB 자체
의 상호 연관성이 끊어져 있거나 실무에서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없어 발생한 수서, 연
속간행물 데이터의 오류 정보가 발견되어 오류 수정 후 ExLibris사와의 협상을 통해
2015년 7월 3차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통상적으로 ExLibris사는 2차
까지의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제공하지만 서울대가 한국 EAP로서 시스템 개발에 기
여한 부분과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준 점 등이 고려되어 한 번의 테스
트를 더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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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lma 환경설정과 SOLARS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전환(Cut-Over)
Alma의 환경설정은 ExLibris사에서 제공하는 Configuration Form을 도서관
의 현황에 맞게 작성하여 자동으로 설정하였다. 설정은 캠퍼스, 도서관, 서고, 대출 데
스크와 각 신분별 대출규정, 예약 정책 등에 이르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또
한 수서와 정리를 위한 통제어휘의 등록, 청구기호 출력을 위한 파싱방법 설정, 수서
업무 단계 설정, 사용통화 등록 등이 이루어졌다.
Alma 가동을 위한 SOLARS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해 우선 2015년
7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한을 공지하고, 7월 31일부터 데이터
추출과 이관을 하였으며, 이용자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ExLibris
사에 전송하였다. 이후 SOLARS에서 도서 대출·반납 업무를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업
무가 처리되었으며, 8월 13일 이용자 서비스 관련 데이터 추출로 SOLARS의 모든 데
이터는 마이그레이션 되었다.
이러한 작업 시점은 학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정보시스템 이용이
가장 적은 하계 방학 기간을 선택하였다. 중앙도서관 방충 소독 기간이 종료되는 2015
년 8월 17일에 서울대학교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가 가동 되었다.

다. 지원체제 전환(Switch to Support)
ExLibris사는 시스템이 가동된 후 몇 가지의 주요 기능 점검 사항(Health Check
List)을 확인한 후 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주요 기능 점검 사항은 각 모듈의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현업에서 이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
로 하였다. 지원체제 전환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환경설정, 가동에 이르는 모든 과
정을 ExLibris사의 구축팀에서 진행한 후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
인되면 지원부서로 담당체제가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나, 서울대학교는 운영 초기 발
생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구축팀에서 계속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6년 4월 서
울대학교는 발생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체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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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시스템 이용 교육
Alma가 도입·운영되는 과정에서 총 6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에서 12월에는 Alma 필수기능개발항목과 기능개선사항의 작성을
위해 TF를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과 업무 흐름을 이해하
는 기본 교육과 실제 업무 활용을 목표로 하는 심화교육은 모현주 이사가 담당하였다.
중앙도서관과 분관,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직원을 대상으로는 총 4회의 교육이 이
루어졌다. 2015년 1~2월과 시스템 가동 직전인 7월, 가동 후인 11월에는 모듈별 교
육이 이루어졌고, 2016년 2월에는 Analytics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
로 한 모듈 교육은 디지털도서관팀의 담당자가 교육 계획, 매뉴얼 작성, 교육 진행 등
을 담당하였다. 시스템이 가동 전에는 시스템 이해를 바탕으로 Alma의 업무 흐름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시스템 가동 후의 교육은 Alma의 업
무 흐름에 적합한 서울대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다. Alma의 통계·분석 툴인 Analytics3)의 개념과 구조,
기본 보고서 생성에 관한 교육은 2016년 2월 모현주 이사가 진행하였다.
[표 3-3] Alma 모듈별 교육(2016. 7. 13. ~ 7. 20.)
모듈

교육 내용

General

학술정보시스템 구성, 검색, 사용자 권한

Resource Management

MARC, 소장정보, 아이템 관리, 전거 등
수서 인프라 (예산 및 거래처 관리)

Acquisitions(단행본)
단행본 구입 및 주문자료 반입
기본 업무(도서 대출/반납/예약/이용자 관리)
Fulfillment
장서관리/일괄처리/통계
연속간행물 수서
Acquisitions(연속간행물)

전자자료 관리
인쇄자료 관리 및 제본
General(검색, 사용자 권한 등)

학과 및 연구소 관련 모듈

Resource Management(MARC,아이템 등)
Fulfillment(도서 대출/반납)

3) Oracle Business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구축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의 통계 분석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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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듈별 특성
3.5.1. 일반사항
Alma는 기존 SOLARS와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졌고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와 개념들이 있어 이를 일반 사항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모듈에서 공통
적으로 쓰이는 기본 개념이나 기능, Alma만이 제공하는 고유의 기능 역시 일반 사항
에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웹 시스템
Alma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웹 버전의 시스템이다. SOLARS가 개별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던 것과는 달리 Alma는 개별 PC의 사양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속
이 가능하면 사용 가능하다. 웹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속의 편리성에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가지지만, 실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 클릭 횟수가 많아지거나 업무처리 단계
가 많아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싱가포르
데이터저장센터에서 관리되며,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는 ExLibris사에서 담당하게 된
다. 따라서 Alma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오류사항이 수정되는 경우 매달 시스템
릴리즈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

나.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Alma는 개인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작업자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담당업무와 관련된 Analytics 보고서를 위젯
으로 등록할 수 있어 개인별로 로그인 시 원하는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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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lma 위젯 적용 예시

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Alma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다. 기존 SOLARS에서는 사용자가 메뉴에 직접
들어가 해야 할 업무를 조회하여 처리하였다면 Alma는 로그인과 함께 신청 들어온 건
수나 처리할 업무를 아래 그림과 같이 태스크리스트에서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태스크
리스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업무권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3-4] 열람실 담당자의 태스크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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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수서정리 담당자의 태스크리스트 예시

라. 세분화된 업무 권한 부여
Alma는 업무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SOLARS가 모듈별로
업무 권한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Alma는 모듈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기능별로 권
한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대 데스크에서 대출·반납 처리만 하는 직원과 갱신을
할 수 있는 직원, 제재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직원 등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마. 리포지터리 검색 범주
Alma의 검색은 다양한 범주를 제공한다.
SOLARS에서의 검색은 서지 레코드를 대상으
로 서지번호, 등록번호, 서명이나 저자와 같은
메타데이터의 항목별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또
한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데이터 조회나 검색은
각 모듈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Alma
는 [그림 3-6]과 같이 검색 범주에 따라 서지 레
코드, 아이템, 포트폴리오, 전자컬렉션, 수서
정보, 벤더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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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범주에 따라 결과 값의 단위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지 레코드 번호
‘99144482802591’을 전체 타이틀을 대상으로 검색하면 해당 번호를 가진 서지 레코
드 1건이 검색된다. 그러나 같은 번호를 물리적 아이템으로 선택한 후 검색하면 해당
서지 레코드 번호를 가진 18개의 아이템이 검색 결과로 제공된다.

[그림 3-7] Alma 전체 타이틀 검색 예시

[그림 3-8] Alma 물리적 아이템 검색 예시

선택한 범주에 따라 검색 대상항목은 달라지며 대부분의 메타데이터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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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원의 통합관리 및 모듈 단순화
Alma는 자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업무 흐름으로 처리한다. Alma의 모듈은
SOLARS에 비해 단순화되어 수서, 목록, 풀필먼트(Fulfillment)로 구분된다. 자료
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단행본 수서, 목록, 장서관리, 연속간행물 관리, 전자자료, 제
본, 상호대차 등으로 모듈이 구분되었던 SOLARS와 달리 Alma에서는 모든 자료가
수서, 정리, 풀필먼트의 순으로 모두 같은 업무 흐름에 따라 처리된다.

사. 업무요청(Work Order)을 통한 추가업무 기능 지원
Alma는 ‘업무요청(Work Order)’이라는 개념의 업무단위를 지원한다. 이는 모듈
에서 지원하는 기본 업무 흐름 외에 기관에서 업무처리상 필요한 단계를 추가할 때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업무요청 처리를 할 때에는 처리 상태를 설정할 수 있어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의 흐름에 맞게 상태를 생성하여 사용가능하다. 우리 도서관에
서는 수서·정리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 연속간행물 제본, 수리제본, 파본도서, 서가
에 없는 도서 처리 등을 업무요청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 강력한 일괄처리 기능 지원
Alma는 일괄처리 기능이 강력하다. 일괄처리를 위해서는 ‘세트’라는 개념의 일괄
처리 대상 데이터의 집합이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Alma의 일괄처리 기능의 세
부 작업 요소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며, 세트에 프로세스를 적용시켜 일괄작업을 진행
한다. 프로세스에는 수서정보를 일괄 변경하거나 서지 레코드를 삭제하는 등의 작업 외
에도 서지 레코드의 MARC 태그를 일괄 변경하는 등 기존 SOLARS에서 할 수 없었
던 작업들이 가능하다. Alm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세스 외에도 도서관에서
직접 정규화 룰을 작성한 후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일괄처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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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정규화 룰 적용을 통한 일괄처리 예시

3.5.2. 수서
가. 수서 인프라
Alma는 수서 모듈을 사용하기 전에 생성되어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를
‘수서 인프라’라고 하며, 벤더(Vendor)와 펀드(Fund) 정보가 있다.
벤더는 거래처를 의미하며 거래처의 연락처, 주소, 담당자 정보가 입력된다. 벤더
에는 계정을 생성하는데 분관 도서관별로 별도 계정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한편
Alma에서는 기증 자료를 위한 모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기증자를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기증자 정보를 벤더에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추후 벤더에 주문서나 인보이스가 생성되면 탭으로 관련정보가 연계되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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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벤더 정보(EBSCO KOREA) 입력 예시

펀드 정보는 예산 배정과 관련한 계층구조 설정과 배정 금액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펀드의 구조는 Alma를 사용하는 기관의 환경에 맞춰 설정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레
저’와 ‘요약펀드’, ‘할당펀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레저는 예산에서 가장 상위에 해
당하는 단위로, 장부를 의미한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중앙과 분관을 레저로 설정하여
도서관별로 예산을 관리하도록 설정하였다. 펀드는 레저의 하위에 생성할 수 있는 단위
로 할당펀드에 최종 예산 금액이 배정된다. 예산의 구조에 따라 중간에 계층을 생성할
수 있는데 레저와 할당펀드의 사이에 있는 모든 펀드를 요약펀드라고 한다. 요약펀드는
계층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으며 금액이 배정되지 않는다.

[그림 3-11] 펀드 계층 구조

56

제3장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 도입

생성된 펀드는 수서를 통해 주문서 생성에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며, [그림 3-12]
와 같이 배정예산(Allocated Balance)에서 지출완료금액(Expended Balance)을
뺀 잔액(Cash Balance)이 제공되고, 잔액에서 지출예정금액(Encumbered Balan
ce)이 감해진 주문가능금액(Available Balance)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예산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림 3-12] 펀드 사용 현황 예시

나. 단행본
기존 SOLARS에서 단행본 수서는 수서와 기증 모듈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나
Alma에서는 수서와 기증을 구분하지 않고 인보이스 처리 작업을 제외한 동일한 업무
흐름에서 수서가 진행된다. 또한 서지 레코드는 수서 단계에서부터 생성하여 계속 업무
가 진행되며 수서 작업이 끝난 후에도 정리 업무에서 동일한 서지 레코드로 업무 흐름
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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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단행본 수서 업무 흐름도

수서의 경우 구입할 단행본을 선정하고, 기증의 경우 기증받을 도서를 결정한 후 주
문업무를 한다.
수서 모듈에서 희망도서 신청의 경우 Alma 도입 당시 해당하는 모듈이 없었으므로
Core Collection4)이라는 희망도서 관리 사이트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입수조사
를 할 때는 신청도서 관련 정보를 엑셀 등의 OS를 이용하여 따로 파일을 만든 다음 이
용자별로 희망도서신청 상한액을 수서 담당자가 계산하고 도서관 상한액 규정과 비교
하는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수서 데이터를 반입하면서 주문레코드인 POL(Purchase Order Line, 이하
POL)을 만들어야 수서 작업을 할 수 있다. SOLARS와 달리 주문레코드는 서지 레
코드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주문레코드는 개별생성 또는 일괄생성의 방법으로 만
들 수 있는데, 개별생성의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서지 레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첫
째는 리포지터리 검색을 하여 기존 서지데이터에서 바로 주문하는 방법, 둘째로 외부
리소스 검색으로 서지데이터를 반입한 다음 주문하는 방법, 셋째가 직접 서지데이터
를 작성하여 주문하는 방법이다. 만약 중앙도서관이나 분관 등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지 레코드가 있다면 리포지터리 검색을 하면 되고, KERIS나
Library of Congress 등의 외부 서지 레코드가 필요하다면 외부리소스 검색을 활용

4) E-pass가 개발한 희망도서 신청 시스템. 도서 검색, 출판사 및 가격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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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된다. 일괄생성의 경우 대량의 서지 레코드, 인벤토리, 주문레코드 정보를 입력한
EOD(Embedded Order Data, 이하 EOD)를 반입함으로써 서지 레코드와 POL
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된다. SOLARS에서는 Excel 형식의 파일 반입이 가능하였
던 반면, Alma에서는 XML 형식의 파일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용 변환기를
사용하여 파일 변환 한 후 반입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입 가능한 서지 파일 형식은
MARCXML(국내서 및 동양서의 경우 KORMARC, 서양서의 경우 MARC21)과
MARCbinary이다.
만들어진 POL은 상태에 따라 검토중(In Review), 주문발송(Sent, 주문완료),
취소됨(Cancelled, 주문취소), 인보이스 대기중(Waiting for Invoice), 종료
(Closed, 구입완료)의 5가지 상태로 표시된다.
POL을 묶어 주문서인 PO(Purchase Order, 이하 PO)를 만들어 주문 처리를
하게 된다. POL 생성 후 자동 또는 수동 패키징하여 PO를 만들 수 있는데, 단행본 수
서는 자동 패키징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때 동일 벤더 계정, 지속성, 통화, 수서 방법,
소스 유형, 펀드를 갖고 있는 주문레코드여야 자동 패키징이 가능하다.
인보이스 작업은 PO 반입, 파일 업로드 또는 수동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O 반입의 경우 인보이스를 PO로 생성하게 되면 POL 리스트가 인보이스 라인 전체
에 반입된다. 또한 템플릿에 입력한 다음 파일을 업로드하여 인보이스를 생성하는 경
우,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를 생성한 다음 실제 지
불금액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승인하게 되면 인보이스 상태가 ‘종료’되면서
작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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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입수 처리를 하여 구입품의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Analytics에서
도서 인계리스트를 반출한 다음 장비 작업을 마치고 정리 부서로 전달하게 된다. 수서
부서에서 정리 부서로 전달할 때 업무요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대상 자료를
한 번에 20건씩 수동으로 정리부서에 업무 요청하도록 아이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3-14] 자료 인수인계 처리 예시

기증의 경우 인보이스 처리 작업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단행본 수서와 업무 흐름
이 동일하다.
SOLARS와 비교하여 Alma 단행본 수서 모듈의 전체 업무 과정을 비교하면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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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SOLARS와 Alma의 단행본 수서 업무 과정 비교
SOLARS
Alma
수서

기증

신청자료 관리

수증자료 입력

-

신청자료 선정

수증자료 선정/보류

개별 주문(POL)

주문서

-

일괄 주문(PO)

인보이스

-

구입 확정

-

지불예산 집행

-

구입자료 등록
(등록번호 생성)

수증자료 등록
(등록번호 생성)

입수 시 바코드 입력

등록자료 인계 처리

수증자료 인계 처리

인계 처리

등록자료 서명 변경

수증자료 입력 조회
기증자료 서명 변경

개별 주문(POL) 및 리소스 관리

등록자료 등록 취소

수증자료 등록 취소

개별 주문(POL) 및 리소스 관리

신청자료 상태 알림

-

개별 주문-관심이용자 알림(메일)

거래서 메일 발송

-

벤더-커뮤니케이션
POL-커뮤니케이션

통합 조회

수증자료 통합 조회

Alma 전체 타이틀 검색

수서 검색

수증자료 통합 조회

POL 검색

엑셀 반입

엑셀 반입

MARC XML 변환기 제공

MARC 일괄작업

MARC 반입

EOD 반입

수서자료 삭제

수증자료 입력 조회
기증자료 삭제

개별 주문(POL) 관리

거래처 관리

기증자 관리

수서 인프라-벤더

환율정보 관리

-

고급 도구-환율 리포트

-

-

수서 인프라-펀드 및 레저

품의그룹정보관리

교환자료 입수 관리

등록 업무 일지

발송, 발송자료 관리

-

발송처, 발송그룹 관리

입수 및 인보이스 처리

Alma Analytics 이용

Alma 도입 당시 인계 처리 작업 중 등록번호 자동부여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2017
년 1월에 개발이 완료되어 등록번호 자동부여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신청자료 관리
중 희망도서 업무의 경우 Alma 모듈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구현된 기능은 우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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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수서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수서지원시스템(Core Collection)을 활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발 요청과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향후 Alma에서 희망도서 관련 모
듈을 제공하게 되면 도서 정책과 입수상태 등 아이템 상태 변경과 희망도서 신청자 우
선예약 업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다. 연속간행물
SOLARS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단행본 수서, 연속간행물 관리, 전자자료, 정리
등으로 모듈이 구성되어 모듈 내에서 기능이 중복되었던 것과 달리 Alma는 자료의 종
류·형태에 상관없이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SOLARS에서는 연속
간행물 모듈에 주문서 작성에서부터 관리에 이르는 모든 기능이 있었으나, Alma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전자자료가 모두 같은 모듈을 사용하고 동일한 업무 흐름에 따
라 진행된다. 다만 그 업무 흐름 내에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관리방법에 차이
가 있다. 인쇄 연속간행물의 경우 단행본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자료가 관리되는 반면,
E-Book과 전자저널, 전자컬렉션을 포함하는 전자자료는 자료관리의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 사용하던 SOLARS의 방식과 크게 달라졌다.

1) 인쇄자료
연속간행물 인쇄자료는 기본적으로 단행본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만 연속간
행물은 단행본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주문서 작성 – 입수 – 정리의 과정이 아니라
자료의 입수가 일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주문서도 매년 갱신을 해주어야 한다.
연속간행물 수서의 업무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전 SOLARS와의 차이점은
수서데이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지 레코드에서 모든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서지 레코드가 생성된 후, 그 서지 레코드에 개별 주문 레코드(POL)를 생성하
고 이를 모아 하나의 주문서(PO)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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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연속간행물 수서 업무 흐름

또한 Alma를 사용하게 되면서 레코드의 구조가 서지 레코드 → 홀딩 레코드 → 아
이템으로 변경되었다. 홀딩 레코드에서는 852 태그에서 자료의 소장위치와 청구기호
가 관리되며 연속간행물은 권호패턴이 853 태그에서 추가로 관리된다. 권호패턴은 연
속간행물의 입수예상권호와 클레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MARC의 형식으로
작성된다. 패턴으로 생성되는 입수예상권호는 일 년치가 미리 생성되어 입수처리 된
다. 853 태그로 생성한 권호를 입수처리하고 홀딩 레코드가 저장되면 866 태그에 홀
딩 요약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림 3-16] 연속간행물 홀딩 레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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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정에서 이전과 또 다른 점은 주문갱신과정이다. 이전에는 매년 새로운 주문
서를 생성했으나, Alma에서는 벤더와 주문유형, 통화가 같다면 주문금액만 변경하여
기존의 주문서를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자자료
전자자료는 수서에서부터 관리, 통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SOLARS와 달라
졌다. SOLARS는 전자자원의 수서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었다. 전자자료의 구입은 현
재 도서관에서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수서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
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했다. Alma
에서는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서 모듈의 주문 기능을 통해 전자자원의 주문서를 생
성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Analytics에서 이용통계와 함께 다양
한 분석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전자자원의 관리에서는 자원의 ‘활성화’ 작업을 진행한다. 인쇄자료는 주문과정이
끝나면 입수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자자료는 입수 대신 자료의 활성화를 하게 된다. 활
성화는 자료가 이용자에게 검색되게 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
식은 전자저널, E-Book, 전자컬렉션의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저널은 기존 SOLARS에서 간략한 메타데이터(타이틀, 출판사, 커버리지)
를 업로드하여 자료의 타이틀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용자가
Google Scholar나 Web of Science 등에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SFX를 따로
관리했다.

[그림 3-17] 전자저널 관리 업무 흐름

64

제3장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 도입

Alma는 기존 SFX를 통해 관리하던 전자자원 관리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훨씬 간
편한 업무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 Alma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존에서 해당 전자컬
렉션을 검색하여 활성화하면 전자저널의 서지 레코드가 자동으로 도서관으로 반입되어
전자저널의 타이틀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SFX가 담당하던 링크리졸버5)
의 기능을 통해 논문 단위의 원문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전자자료의 활성화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portfolio)’의 단위로 자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전자저널이나 E-Book
의 구독도서관, 커버리지, 수서정보, 링크정보 등을 관리한다. 특히 전자저널의 포트
폴리오는 링크정보의 관리가 이용자의 논문이용과 밀접하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커뮤니티 존의 서비스 파라미터와 파서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용해야한다.

[그림 3-18] 전자저널 포트폴리오 링크정보 관리 예시

E-Book은 도서관에서 영구적으로 이용권을 가지는 경우 ‘구입’을 하고 매년 이용
여부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구독’을 한다. SOLARS에서는 E-Book을 구입하는 경우
서지 레코드를 생성하였고, 구독하는 경우에는 전자자원 관리 모듈에서 메타데이터를
업로드하여 XML 데이터로 관리하였다. Alma에서는 구입과 구독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를 활성화하면 서지 레코드와 포트폴리오가 생성된다. 구입한 E-Book은 서지 레
코드와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고, 구독이 중지된 자료는 포트폴리오를 비활성화하
거나 삭제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5) Open URL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링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상호링크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적합 문헌에 대한 링크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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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컬렉션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자저널이나 E-Book 포트폴
리오가 전자컬렉션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Alma의 커뮤니티 존에서 전자
컬렉션을 검색하여 컬렉션 전체나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전자컬렉션에 우리가 구
독하는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 우리 도서관의 로컬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자컬렉션에 포트폴리오가 없이 사이트 자체를 구독하는 경우로 Web of
Science와 같은 전자컬렉션이 이에 해당한다. Alma 커뮤니티 존에서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지 않는 전자컬렉션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우리 도서관의 로컬 전자컬렉
션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용통계는 전자자원의 중요한 관리정보이나 SOLARS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
는 기능이 없어 주문정보와 함께 담당자가 시스템의 외부에서 따로 관리해 왔다. 개별
플랫폼별로 일 년에 한 번씩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이용통계를 수합하여 파일을 관리
하는 방식이었다. 이 역시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
경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실될 위험이 있어 데이터의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을 안고 있었다. Alma에서는 전자자원 이용통계 관리를 위해 USTAT이라는
ExLibris사의 전자자원 이용통계 관리 플랫폼을 사용한다. USTAT을 통해 이용통
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독하는 전자자원 벤더의 SUSHI(Standardized
Usage Statistics Harvesting Initiative)6) 계정이 필요하다. SUSHI는
COUNTER(Counting Online User NeTworked Electronic Resouces)7) 포
맷의 전자자원 이용통계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용하고 있는 전자자원의 벤
더가 SUSHI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면 USTAT에 서울대의 기관 계정을 등록하여 자동
으로 USTAT에서 이용통계 데이터를 매달 수집(harvesting)할 수 있다.

6) 전자자원(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된 이용통계 데이터(COUNTER)를 수동으로 다운받아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XML 형식의 COUNTER 데이터를 시스템 간에 자동으로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
7) 도서관의 전자자원 구매결정 및 전자자원 제공자와 도서관 간의 라이선스 가격협상의 기초자료인 이용통계 생산 방식
을 정한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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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전자자원 이용통계 관리 업무 흐름

다음은 USTAT에 등록한 EBSCOhost 플랫폼의 서울대 계정 등록 예시이다. 플
랫폼별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르나 주로 Requestor ID와 Customer ID를 필수적으
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Requestor ID는 도서관이 SUSHI 서비스에 등록하면서
받게 되는 인증키로 플랫폼별로 형식은 상이하다. Customer ID는 도서관이 플랫폼
에서 부여받은 계정을 의미한다.

[그림 3-20] USTAT의 EBSCOhost SUSHI 계정 등록 예시

반면 SUSHI를 지원하지 않는 벤더의 경우 COUNTER 포맷의 파일을 USTAT에
수동으로 업로드하여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업로드 가능한 형식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USTAT에서는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통계 형식만을 지원하고

3.5. 모듈별 특성 67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있어 E-Book의 이용통계 포맷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COUNTER Journal Report Release 4
•COUNTER Journal Report Release 3
•COUNTER Journal Report Release 2
•Database Report 1 Release 2
•Database Report 1 Release 3
•Database Report 1 Release 4

[그림 3-21] USTAT에 수동 등록한 Database Report 1 Release 4 파일 예시

USTAT에 수집된 이용통계 데이터는 Alma의 Analytics에 연동되어 플랫폼별
이용통계, 수서데이터와 연계된 Cost Usage 등의 분석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추후
에는 Alma에서 SUSHI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탭이 생성되어 USTAT을 거치지 않
고 이용통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5.3. 목록(자원관리)
그동안 SOLARS에서는 자료의 서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목록시스템
이라고 부른 것에 비해 Alma는 인쇄자료, 전자자원, 디지털 콘텐츠까지의 모든 자원
을 관리할 수 있어 자원관리시스템(Resource Management)이라고 부른다. 이 자
원관리시스템은 메타데이터의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메
타데이터 형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자원 관리에서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가
령 MARC의 경우도 MARC21은 기본으로 제공하며 KORMARC, UNIMARC,
CNMARC 등까지 국가별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어 사용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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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MARC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자원에 관한 표준 메타데이터 형
식인 더블린 코어(Dublin Core, DC), 최신 표준서지기술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8)도 적용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서지 레코드와 소장자료
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홀딩(소장) 레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Alma는 전 세계의 구독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Knowledge
Base의 서지데이터베이스와 LC(Library of Congress), BL(British Library)
등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Alma 사용자 그룹에서 생성한 커뮤니티존의 메타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림 3-22] 외부 리소스 검색 예시

Alma에서의 자원관리는 인수된 자료의 레코드 중복조사 후 서지 레코드의 상세 정
보를 기술하기 위해 외부 리소스, 참고정보원으로 서지 레코드를 반입·병합하여 레코드
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주제 분류를 통한 청구기호는 홀딩 레코드에서 작
성·관리하며, 홀딩 단위의 중복조사로 청구기호의 중복을 점검한다. 서지 및 소장 레코
드의 중복이 발견되면 서지 레코드 병합기능을 이용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있다. 이후 전
거통제와 전거 레코드 구축을 위한 전거 레코드의 신규 생성, 수정·보완 교열 후 도서를
장비하여 인계를 수행한다. 시스템을 활용한 목록(자원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8) RDA는 JSC(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에서 2010년 AACR(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규칙으로 발간한 것이며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이 아니라 웹 기반 환경에
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매체에 대한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다국적 내용의 표준을 지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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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Alma를 이용한 정리 업무 과정

Alma를 통한 정리업무는 데이터 단위가 서지 레코드, 홀딩 레코드, 아이템으로 구
분되어 있어 레코드의 병합 또는 분리 과정이 복잡하며, 자료 인계 시에도 개별 아이템
처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메타데이터 에디터에서는 사용기관에서 주기적
으로 반복 사용하는 일련의 태그 및 필드 등을 정규화 룰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규화 룰은 해당 권한을 가진 시스템 사용자라면 기관의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을 반영
하여 특정 태그 확장과 내용 변경, 삭제 등이 가능하다. 정규화 룰은 원하는 데이터 세
트를 설정하여 일괄로 적용할 수 있어 메타데이터 수정·보완에 편리성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일괄 변경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데이터 처리의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목록 사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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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Alma의 서지병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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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의 소장자료는 리포지터리 검색(Repository Search)을 통해 인쇄자료, 전
자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 자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다. Alma 로
그인 시 상단에 배치된 고정 검색창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조건을 적용한 고
급검색(Advanced search)도 가능하다. 또한 담당자가 원하는 검색 방식(쿼리)을 세
트로 저장하여 편리하게 재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5] 리포지토리 검색 관련 쿼리 저장 예시

한편 우리 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Alma를 도입하여 초기에는 SOLARS에서 활용
하던 저자기호 자동 생성 기능과 로컬 전거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이 미비했다.
Alma 도입 시 필수 개발 항목이었던 만큼 해당 기능 개발을 위해 시스템 개발자와 도
서관 실무자들의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6년 상반기에 저자기호 자동
생성 기능 릴리즈와 로컬 전거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SOLARS에서부
터 이어져 온 로컬 전거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과 검색이 미진한 실정이었다. SOLARS
에서는 자관(로컬)의 전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작성·유지하여 이용자에게 검색 편의
를 제공한 반면, Alma는 사용자 커뮤니티에 탑재된 전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도서관 실무자
들의 요구와 시스템 개발자 간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도서관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 참여 기관으로 자관이 구축한 서지 데이터
베이스를 국내 전 학술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KERIS의 종합목록시스템에

72

제3장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 도입

서지 레코드를 업로드 하는 기능 개발을 요청하였고, 2016년 9월부터는 신규 및 수정
서지 레코드에 대한 일괄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도서관에서는 OCLC
WorldCat의 데이터를 OCLC Connexion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자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KERIS 참조목록에 업로드하고 있다.

3.5.4. 풀필먼트
Alma의 풀필먼트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9)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모든 과정을 의
미한다. 풀필먼트 모듈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자료 인수인계 등을 위한 아이템 스캔, 장
서 관리, 대출·반납, 예약, 관내열람, 상호대차, 지정도서가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는 도서관의 물리적 구조 설정과 서비스 규정 설정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물리적 구조는 캠퍼스, 도서관, 자료실, 대출대의 4계층 구조로 설정해야
한다. 캠퍼스는 관악과 연건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용자 도서 예약 시 조건으로 활용하
고 있다. 캠퍼스 내에 여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악 캠퍼스에는 중앙도서관 및
6개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단위로는 개관시간, 휴관일 등을 설정한다. 도서관
은 자료실(소장위치)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50여개의 자료실을 운영
하고 있다. 자료실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소장 자료의 대출 정책, 디스커버리
검색 허용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료실의 소장 자료는 여러 개의 대출대를 통해 대
출, 반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앙도서관에는 중앙대출실, 단행본자료실 등 여러 대
출대를 두어 단행본자료실 소장 도서를 대출·반납·배가하거나 예약 도서 등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가 Alma에 최초로 로그인 했을 때 업무를 처리할 대출대를 현재 위
치로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 후에는 현재 위치가 저장되므로 해당 대출대로 계속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수서, 정리, 대출의 도서관 제반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대에 수서정리 업무요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로써 담당자는 하나
의 대출대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자료 인수인계 과정을 줄일 수 있다.

9) 도서관의 정보자원은 물리적 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자료에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인쇄자료
가 있고 디지털 자료에는 E-Book, 전자저널, 디지털 콘텐츠가 있다. 현재 도서관은 디지털 콘텐츠 Rosetta를 통해,
E-Book과 전자저널은 Primo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어 Alma의 풀필먼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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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는 서비스 규정을 Fulfillment Unit(이하 FU)10)으로 설정하여 통합 관리한
다. 기존 SOLARS에서는 담당 부서와 서비스별로 메뉴가 분리되어 있어 관리자는 각
기 다른 화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Alma는 이용자 신분
또는 도서 상태별로 상이한 이용 규칙을 FU로 통합 설정하여 관리자는 단일 인터페이
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직관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의 서비스 규정을 FU로 설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6]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FU 설정 예시

풀필먼트 업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장서 관리는 파란색으로 대출·반납,
예약, 관내열람은 초록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호대차와 지정도서는 별도의 업무
흐름으로 처리한다.

10) Fulfillment Unit은 대출, 예약, 관내열람의 이용 규칙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여, 이용 규칙이 동일한 자료실에 통
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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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풀필먼트 업무 흐름도

목록(자원관리) 담당 부서에서 정리 완료된 자료는 풀필먼트 담당 부서에서 아이템
스캔하여 인수인계한다. 관리자가 바코드(등록번호)를 스캔하면 예약 유무에 따라 다
른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이 있는 자료는 예약서가에 비치하며, 예약이 없는
자료는 자료실에 비치한다. 한편 자료실에 비치 중인 자료는 정기적으로 장서 관리하
며, 장서 점검이나 수리제본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서가에 비치중인 자료를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서가에서 픽업’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리자가 소장 자료를 확인하여 스캔
하면 예약서가에 비치된다.
이용자는 예약한 자료가 예약서가에 비치될 때 알림을 받으며, 방문 시 이를 대출할
수 있다. 대출중인 자료는 소장 위치(자료실)에 따라 예약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예약
된 자료는 반납 시 목적지가 예약서가로 구분된다. 예약이 없는 반납 자료나 예약서가
비치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자료실에 재배가 한다. 우리 도서관만의 정책과 Alma의
특성을 반영한 상세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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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자료 인수인계를 위한 ‘아이템 스캔’ 메뉴

가. 자료 인수인계
Alma에서 아이템 스캔은 자료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예약서가 비치, 관내 사용 등
록, 정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SOLARS의 인수인계보다 더 광범위한 기능이
다. 먼저 예약서가를 운영하는 대출대에 따라 예약서가 바로 배치 여부를 선택하여 스
캔 가능하다. ‘No’로 선택할 경우 예약서가에 비치되기 전 단계로 이용자에게 예약도서
도착 알림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예약도서 도착을 알리고 예약서가에 비
치하고자 하는 경우 ‘YES’로 선택하여 스캔해야 하며, 설정 변경 후 스캔 시 변경 사항
이 저장된다. 또한 이용자가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내에서 열람한 자료는 관내 사용 등
록 확인 후 스캔하여 횟수를 누적시킬 수 있다. 신착 연속간행물의 경우 이 기능을 활용
하여 관내 열람 자료의 이용 통계를 Analytics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캔과 동시에 소장위치, 청구기호, 바코드 등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설정 사항을
확인 후 대출 담당 부서에서 아이템 스캔을 통해 자료를 인수인계할 수 있다.

나. 장서관리
장서관리 업무는 장서점검, 도서 정보 변경, 서가에 없는 도서 관리, 제본 처리가
있다. 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 소장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
자는 도서를 장서점검기로 스캔하는데, 이때 RFID 태그에 입력된 바코드가 추출되어
장서점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장서점검 리스트를 ‘서가 보고서’ 메뉴로 업로
드하면 소재불명, 오배열 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소재불명 처리, 소장위치 변경 등의 도서 정보 변경은 ‘Change physica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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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실행하여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SOLARS도 도서 상태와 소장위치 변경
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제적 도서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다. Alma에서도
제적(Withdraw) 기능이 별도로 있으나 이는 데이터를 영구삭제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제적 도서는 디스커버리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는 ‘제적’ 서고로 소장위치
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림 3-29] 도서 정보 변경 일괄 처리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은 이용자가 도서를 검색하였을 때 ‘서고에 비치중’인 자료가
실제 서고에는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Alma에서 도서 예약은 FU에 설
정한 예약 규칙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그러나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서비스는 서비
스명을 명시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처리 상태별로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해야
했다. 이에 도서관에서 이 기능을 별도로 개발하여 현재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와
Alma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는 상세정보 탭의 링크를 통해 서가에 없
는 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 정보
를 확인하여 신청 도서를 찾는다. 도서를 찾은 경우 Alma를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해 ‘서
가에 없는 도서 신청 관리’ 업무 요청을 한 후 이용자 예약을 생성한다. 업무 요청 처리
완료 시 이용자는 알림을 받아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를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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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Alma를 통해 해당 도서를 소재불명 처리하고 있다.

[그림 3-30] 상세정보 탭을 통한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Alma의 제본 업무는 기존의 SOLARS에 비해 기능이 간소해졌다. SOLARS는
제본 모듈에서 제본 도서의 도서관, 표지 색상, 크기, 가격정보와 함께 발주준비에서
부터 정리에 이르는 단계를 모두 관리할 수 있었다. Alma는 제본할 아이템을 선택하
여 묶는 기능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본 도서의 상태 관리를 위해 업무 요청 유형에 ‘제
본실’을 추가하여 ‘발주처리’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제본 도서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SOLARS의 제본 모듈에 있던 제본 정보(도서관, 표지
색상, 크기)를 Alma의 서지 레코드 991 태그에 마이그레이션하여 Analytics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1] MARC 991 태그 제본정보 입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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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출·반납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도서관, 자료실, 자료의 종류마다 이용 규칙이 다를 수 있다.
SOLARS는 자료실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하였으나, Alma는 FU를 통하여 대출 이용
규칙의 통합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 내 이용 규칙이 동일한 여러 자료실을 하
나의 FU로 관리하고 있다.
도서 대출·반납의 이용 규칙은 조건과 이용 약관(Terms of Use)으로 구성되는
데, 이용 약관은 여러 정책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의 경
우 ‘법인직원은 30일 동안 대출 가능하다’는 이용 규칙이 있다. 이 경우 30일의 대출
기간, 대출 가능의 사항을 각각 정책으로 설정한 후 이를 결합하여 이용약관을 만든다.
이를 법인직원이라는 조건에 적용시켜 하나의 이용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용 약
관은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기간, 연장 기간, 연체료 등 24개의 정책으로 구성된다. 이
와 같이 설정된 도서 대출·반납의 이용 규칙은 로그인한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한 후 소
장사항의 대출 정책을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32] 소장사항의 대출 정책 예시

FU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관련 정책은 연체 알림 메시지, 도서 대출책수 한도, 타
관 반납 등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설정으로 관리한다. 알림 메시지는 SOLARS와 비
교하여 큰 차이가 있다. SOLARS의 경우 메시지 내용 정도만 수정 가능하였던 반면
Alma는 내용, 형식 등을 XML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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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대출중, 연체중 도서와 연체료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
서관 자료 이용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반납예정일 3일 전과 당일에는 이메일, SMS를
발송하고 연체 3일 후에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예약된 도서의 경우 연장이 불가함
을 알림 메시지에 포함하여 발송하고 있다.

[그림 3-33] 반납예정일 3일 전 알림 메시지: 이메일(좌), SMS(우)

Alma의 대출·반납 업무는 관리자 또는 무인 대출·반납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
리 도서관은 2014년 중앙도서관 소장 단행본을 대상으로 RFID 구축을 완료하였고,
SOLARS에서 관리자가 대출·반납 업무 시 한 번에 최대 5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
러나 Alma의 RFID 기능은 한 번에 한 책만 처리 가능하여 기능 개발을 요구하였으며
추후 여러 책을 동시에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Alma의 RFID 기능
은 추후 사용 예정이며, 현재는 3M사의 연계 프로그램(M896)11)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11) 3M사의 연계 프로그램(M896)은 대출·반납의 업무 유형을 선택 후 도서 스캔 시 RFID에 저장된 바코드 값을 Alma
에 전송한다. 한 번에 한 책만 처리하는 것은 Alma의 RFID 기능과 동일하나 책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바코드를 스캔
하여 관리자의 작업을 한 단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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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대출·반납기는 여러 책을 동시에 처리한 후 Alma에 처리 결과를 전송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인 대출·반납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반납 히스토리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대
출도서 Top 20’, ‘주제별 대출 현황’, ‘많이 빌려본 책 목록’ 등을 Alma Analytics
API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향후에는 도서관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 이용자 개인화 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 예약·자료요청(Patron Physical Item Request)
Alma의 도서 예약·자료요청은 SOLARS에서 제공하였던 예약 서비스와 동일하
며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3-5] 도서 예약·자료요청 서비스 유형
자료상태

동일 캠퍼스 이용자

타 캠퍼스 이용자

서고에 비치중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캠퍼스 간 도서 대출 신청

대출중

대출중 도서 예약

정리중

우선 정리 신청*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앙도서관에 한함

이용자의 소속 캠퍼스에 따라 이용 가능한 예약 서비스가 다르다. 관악 캠퍼스 소속
이용자는 관악 캠퍼스의 도서관에 대해 대출중 도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도서
관 소장자료에 한해서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과 우선 정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건
캠퍼스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서고에 비치중인 경우 캠퍼스 간 도서 대출
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3책까지 예약 가능하다. SOLARS는 홈페
이지에서 자료 예약 링크가 서비스별로 생성되어 이용자가 예약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
청해야 했다. 관리자 또한 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화면에서 처리하였다. 반면 Alma의
경우 이용자는 예약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 없이, 도서를 수령할 도서관을 선택하여 예
약·자료요청 한다. Alma는 미리 설정해놓은 FU에 따라 예약 시 최단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도서를 계산해 제공한다. 예약된 대출 도서가 반납되거나 우선 정리 신청한 도
서가 정리 완료된 경우 자료의 목적지가 예약 서가로 구분된다. 서고에 비치중인 자료
는 관리자가 리스트를 확인한 후 서가에서 찾아와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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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서가에 비치중 자료에 대한 예약·자료요청 관리자 화면

마. 관내열람(Booking Request)
연속간행물 보존서고와 고문헌자료실은 폐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내열람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SOLARS에서는 이용자가 방문예정일시만 선택하여 열람 신청하
였으나 Alma는 방문예정일시와 만료일시를 분 단위까지 선택해야 한다. 추후 시간 단
위까지만 선택하여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앞서 예약·자료요청은
1인당 3책까지 가능하였던 반면 관내열람은 책 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열람 신
청이 있는 경우 Alma는 ‘예약 자료 제공 안내’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

[그림 3-35] 관내열람 신청에 대한 관리자 알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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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정책으로 인해 이메일 주소로만 프린터 설정이 가능
하다. 도서관은 알림 메시지를 자동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가 지원되는 프
린터를 구입하였다. 관리자는 수시로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 없이 보다 빠르게 신청 도
서를 준비할 수 있으며, 알림 메시지를 관내열람 통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바. 상호대차(Resource Sharing)
Alma에서 상호대차 업무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한 시스템 간의 연계 또는 이
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상호대차 모듈에서는 NCIP12)와 ISO ILL13)이라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
고 있어 상호대차 중계 시스템이나 타 도서관의 ILS 시스템이 이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면 시스템간 서로 연계할 수 있다. 서울대 상호대차는 RISS와 NDSL의 국내 중계 시
스템, OCLC와 SUBITO 등의 해외 중계 시스템, 국내외 타 도서관과의 일대일 교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대출과 원문복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기관 시스템이
Alma와 연계되면 자관의 ILS에서 상호대차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상호대차 시스템 환경은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구축
되어 있지 않다. 국내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지원하는 대표 시스템인 RISS에서도
국제 표준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ILS도 마찬가지이며 경우에
따라 상호대차 모듈이 아예 없거나 모듈이 있는 경우 대부분 대출과는 별도로 신청 내
역을 관리하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상호대차 협력의 확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사서들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 지원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시스템 업
체 기관의 표준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 NCIP는 NISO Circulation Interchange Protocol의 약자로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미국 정보표준화기구)의 상호대차 프로토콜
13) ISO ILL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의 상호대차 프로토콜로 ISO
10160/10161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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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국제 표준, 이메일 기반의 Alma 상호대차

국제 표준이 지원되지 않는 국내 환경에서 Alma를 통한 상호대차는 중계 시스템
또는 타 도서관의 ILS와 직접 연계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SOLARS에서처럼 이메
일 기반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그 범위도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 타 도서
관에 도서 대출을 신청하는 업무’로 한정된다. 상호대차 업무는 협약기관 정보, 서비스
규정, 업무 담당자 지정 등의 환경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업무 흐름은 홈페이지를 통
한 신청, Alma 상호대차 모듈에서의 신청발송 및 도착 처리, Alma 이용자 서비스 메
뉴에서 대출·반납, 협약기관에 자료 반송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전체 과정을 정리하
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37] 국내 타기관 도서대출 업무 흐름도(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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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와 동시에 Alma API를 통해 상호대
차 모듈로 신청자와 자료에 대한 정보가 전송된다. 관리자는 Alma 상호대차 모듈의
ILL 대출 요청 메뉴에서 API를 통해 생성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협약기관에 발송한
다. 신청한 자료가 도착하면 입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임시적으로 서지 레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다른 일반도서처럼 상호대차 자료를 대출할 수 있
으며 대출 정보와 서비스 신청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상호대
차 도서를 대출한 이후부터 반납하기까지 관리자는 Alma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
며, 임시적인 레코드이므로 Primo에서는 숨김 처리되어 검색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림 3-38] Alma 상호대차 대출 요청 관리자 화면 예시

임시 바코드 생성을 통한 대출과의 연계는 상호대차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SOLARS에서는 대출과 별도로 상호대차 신청 내역만 관리하였기 때문
에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 처리할 때 관리자가 수기로 기록하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용자도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불
편함이 존재하였다. Alma에서는 임시로 서지 레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시스템 내에서
대출·반납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내역과 진행사항을 확
인할 수 있게 되었다. 반납된 자료는 협약기관에 반송함으로써 업무가 마감되며 이러한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은 추적이 가능하여 자료별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5. 모듈별 특성 85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사. 지정도서(Course Reserves)
지정도서는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교수가 선정하여 강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서로, 도서관별로 지정된 자료실에 별도로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다. 지정도서 업무는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지정 등의 환경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39] 지정도서 업무 흐름도

교수가 이메일을 통해 지정도서를 신청하면 사서는 시스템에 강의정보를 생성한다.
지정도서의 구조는 하나의 강의과목(Course) 아래에 다수의 리딩리스트(Reading
List)와 해당 리딩리스트에 관련되는 여러 참조문헌(Citation)들로 이루어진다. 관리
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미소장 자료를 참조문헌으로 입력하고 참조문
헌별로 처리 상태(Citation Status)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정된 도서는 해당
자료실로 소장위치를 변경하여 이용자가 직접 열람 가능하며 디지털화하거나 외부자원
을 링크로 연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만약 지정된 도서가 대출중 도서인 경우 반납 요
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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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지정도서 모듈에서 지정한 자료들을 Primo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기존
SOLARS의 PYXIS에서는 지정도서 검색이 되지 않았던 반면에 Primo에서는 지정
도서 탭이 별도로 있으며 강의명, 교수명, 학과, 타이틀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되는
시기는 강의과목을 생성할 때 설정하는 시작일자와 종료일자에 맞추어 Primo에 자동
으로 보내지는 Publishing 작업에 따른다. 지정도서 검색 후 상세정보 탭을 통해 강
의명, 교수명, 전공과 같은 강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Primo 지정도서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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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nalytics 활용
Alma는 Analytics라는 Oracle 기반의 강력한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SOLARS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이후 한 번 생성된 통
계자료는 수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Alma는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분석 보고서를
직접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보고서의 항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수정할 수 있
다. 따라서 도서관이 통계정보를 리스트로 만들거나 업무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하였
던 것에서 나아가 Analytics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정책 도입이나 의사결정
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그림 3-41]은 2016년 Open URL 요청수가 많았던 전자컬렉션이나 포트
폴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이용자로부터 요청 건수가 많은 전자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분석보고서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이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추
후 전자자원의 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41] Analytics 분석 보고서 예시(Open URL 요청 Top 10)

88

제3장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 도입

[그림 3-42] Analytics 분석 보고서 예시(국내서 주제별 구입 책수)

또한 [그림 3-42]와 같이 구입된 책수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분석보고서
를 생성할 수 있다. 수서담당자들은 이러한 분석보고서를 추후 수서정책에 반영하여 균
형 있는 장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각화가 가능하
여 효과적으로 분석자료를 생성하고 보고하는데 유용하다.
Alma는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통계자료만이 아닌 새로운 업무 추진이나 이용자 서
비스 도입 등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 이로 각종 통계자료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어 도서관 중요 정책이나 새로운 서비스 방향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기
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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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지보수
Alma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오류의 수정, 기능의 개발
등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ExLibris사가 담당한다.
클라우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 중 ExLibris ALMA Subscription,
Services and Support Agreement의 ANNEX D인 SaaS Service Level
Agreement(SLA)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클라우드 SL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연간 가동시간 비율은 최소 99.5%가 되도록 함
•예정된 다운타임은 7일 전에 미리 통지하거나 ExLibris사가 공표한 표준 유지
보수기간 도중의 다운타임을 의미하며 월 240분을 초과하지 않음
•가동시간 비율이 99.5% 미만일 경우 당해 지불한 구독비의 일부를 서비스 공제
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ExLibris는 매일 데이터의 완전·증분 백업과 복구작업을 수행함
ExLibris사는 Alma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은 로드맵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
다. 각 모듈별로 주요 기능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ExLibris Knowledge Center
(https://knowledge.exlibrisgroup.com/)에 게시해 누구나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3] Alma 로드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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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나 수정 요청사항은 ExLibris Customer Portal
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등록된 케이스는 ExLibris 한국지사의 지원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며 한국지사에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분석이 더 필요한 케이스는 본사의 담당자에게
인계된다. 문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화나 담당자 인계, 케이스의 상태 등이 관리된다.

[그림 3-44] ExLibris Customer Portal 케이스 예시

3.8. 향후 계획
Alma는 상용 패키지 시스템으로 우리 도서관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사용해왔던
SOLARS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ExLibris사는
시스템의 장기적인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큰 방향에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크고 작은 오류의 수정과 개발된 사항의 시스템 적용은 매달 시스템 릴리즈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 Alma의 로드맵은 ExLibris사가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하며, 특히 사용자 그룹에서 투표를 통해 정한 요청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Alma의 주요 사용 기관에서는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여 막강한 영향력
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ELUNA(ExLibris Users of North America)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스템 향상을 위한 고민과 노력 등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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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개발업체가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연구를 주도하여 시스템
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사용성과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고 있다.
효율적인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 로드맵을 통한 정기적인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최적화
- 사용성 향상을 위한 UI 적용
- 한국형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능 보완
•한국 사용자 그룹 구성 및 추진
- 한국의 Alma 사용자 그룹을 구성, 시스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계속적인 시스템 활용 연구를 통한 선도적인 사용자 그룹 기반 형성
-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사용자 그룹으로 역할 확장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 분석보고서 생성 심화 교육 추진
- 최적의 플랫폼을 적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새로운 학술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전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연계할 수 없어
데이터의 축적량이 많지 않으나, 향후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Alma가 제공하는 Analytics를 통해 원하는 통계 분석 보고
서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업무 추진 계획이나 실행 적용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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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도입

4.1. 개요 및 추진경과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장중인 도서의 검색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학술정
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서 외에도 학술논문이나 뉴스 기사, 디지털 콘텐츠 등 다
양한 정보원들이 학술연구에 사용되었으며,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를 완벽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료
의 유형에 관계없이 검색과 함께 바로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구글(Google)을 검색
시스템으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도서관 검색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디스커버리(Discovery) 솔루션’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상 가능한 자료
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서관 소장자
료 외에 수집된 논문자료, 오픈액세스 자료 등을 함께 색인하여 검색을 제공한다.
도서관에서는 2011년부터 PYXIS(Put Your eXperience Into Semantics)
라는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PYXIS를 통해 도서관 소장자료와 S-Space,
RISS, NDSL 등을 API로 연계하여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PYXIS로는 학술 검색을 모두 지원할 수 없어 논문 검색을 위한 ‘MetaLib’ 솔루션
을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MetaLib은 메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용자
가 검색하는 순간 기본 설정된 전자컬렉션에 실시간으로 검색어가 뿌려져 검색 결과
를 가져오는 방식의 검색을 제공한다. 메타 검색은 검색 시간이 많이 걸리며 검색 결
과 건수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소장자료와 학술논문이 분리되어 이용자에게 이원화
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도서관 검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서관에서는 디스커버리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디스커버리 솔루션은 도서관 소장자료와 솔루션 회사에서
관리하는 학술논문 및 기타자료의 Knowledge Base(이하 KB)가 미리 색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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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용자가 검색을 하는 순간 색인된 정보 내에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검색방식
을 제공한다. 따라서 메타 검색보다 빠른 검색시간과 폭넓은 검색 대상 자원을 제공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수행한 ISP 사업에서는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디스
커버리 솔루션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 후 도서관에서는 Alma와 가장 긴밀하게 연동
될 수 있는 솔루션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선정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ProQuest사의 Summon, EBSCO사의 EDS, ExLibris사
의 Primo 3종을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Primo가 선정되었다.

[그림 4-1] 메타 검색과 디스커버리 검색 비교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의 도입을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ISP 사업 추진: 2012. 10. ~ 2013. 2.
•디스커버리 솔루션 평가 기준 수립: 2013. 6. ~ 7.
•디스커버리 솔루션 평가를 위한 질의서 업체 송부 및 평가: 2013. 8. ~ 2014. 4.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도입계약 체결: 2014. 9. 22.
•Primo 환경설정을 위한 Configuration 자료 작성: 2015. 1. ~ 2.
•Primo Implementation 테스트: 2015. 3. ~ 2015. 8.
•Primo 통합검색 서비스 가동: 2015. 8. 17.

94

제4장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도입

4.2. 디스커버리 솔루션 평가
도서관에서는 Alma의 도입을 결정한 후, Alma와 원활히 연동되면서 이용자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선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세웠다. 평가대상 솔루션은 ProQuest사의 Summon, EBSCO사의 EDS(Ebsco
Discovery Solution), ExLibris사의 Primo의 3종을 선정하였다. [표 4-1]의 평
가표를 바탕으로 3개의 솔루션 업체에 디스커버리 솔루션의 특징에 대해 설명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업체의 답변을 토대로 각 솔루션을 테스트한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크게 기본 사양과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었다. 기본 사양에서는 해
당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관, 색인 데이터의 규모, 서울대 구독자원 비율,
Alma와의 호환성, 인터페이스, 지원 등의 정보를 평가하였다. 검색 기능에서는 검색
결과의 중립성, 적합성, 속도, 중복데이터 처리, 본문검색, 번체자 검색 등을 위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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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디스커버리 솔루션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적용기관

참고 내용
국내/국외

전체 커버리지
데이터

서울대 구독자원 색인 비율

서울대 구독자원 첨부

국내 자원 색인

국내 주요 DB사 데이터 색인 여부

최신성
기본 사양

ALMA와의 연동
도서관 부가서비스

자료 예약 및 신청

연동·호환성
링킹 솔루션
소장자료 강화기능
인터페이스

디자인, 모바일, 결과 반출 등

지원

인력지원, Back Office

북커버, 초록, 목차서비스

검색 결과의 중립성
적합성(relevancy)
속도
중복데이터 처리
한글검색 방법
FRBR
본문검색 유무
번체자·간체자 검색
동자이음
가타가나/히라가나 검색
검색 기능
한글자 검색
전거통제
유니코드 적용
검색어 자동 완성 제공 여부
한글-한자 교차 검색
연관 검색어 제공
패싯
철자 정정
Federated search(메타서치기능) 제공 여부
브라우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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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Primo는 Alma와의 호환성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
른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소장 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 예를 들
면 자료 상세정보 확인, 예약 요청, 전자자료 이용 등을 위해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이
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Primo는 검색 결과의 중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
았다. Summon과 EDS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데이터베이스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의 전자컬렉션에 포함된 자료가 검색 결과 상위에 랭크되는 측면이 있어서 검색 결
과 중립성이 부족하였다.

4.3. 주요 특징
Primo는 ExLibris사의 디스커버리 솔루션으로 Primo Central이라는 KB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소장자료와 함께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수많은 학술논문과 데
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Primo를 통해 검색 가능한 자원의 특성과 도서관에서 설정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Primo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4.3.1. 자료 검색
가. 검색 범위
Primo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Primo Central의 데이터가 통합검색할 수 있다. 소
장자료는 Alma의 서지 레코드,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인 Rosetta의 디지털 콘텐
츠,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업적물을 보존하여 서비스하는 기관리포지터리 S-Space
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Primo Central은 ExLibris사에서 관리하는 KB로 학술논
문과 뉴스기사, 오픈액세스, 데이터셋 등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학술자료를 색인
하고 있다. Primo Central의 데이터는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자원도 색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Primo의 검색 결과 환경설정으로 검색 결과 값에 포함 여부
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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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rimo 검색 범위

나. 색인 필드
Primo에서 제공하는 기본 색인필드는 제한적이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추가로 요구
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명이 검색항목인 경우 이를 색인하는 MARC의 서
명 관련 태그인 245, 440/830, 130, 210, 240, 246 태그로 소장자료의 검색 재
현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색인필드를 추가 요
청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2] Primo 기본 색인 태그
검색항목
Creator
Titl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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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태그
1xx, 700, 710, 711
245
502, 505, 520

Subject

6xx

Full Text

Primo Central 데이터

ISBN

020

ISSN

022

Additional Title

440, 830

Alternative Title

130, 210, 24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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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서울대에서 추가 요청한 Primo 색인 필드
검색항목

MARC 태그

Title

130, 210, 222, 240, 242, 245, 246, 247, 440, 490, 505, 534, 700, 710,
711, 730, 740, 760, 762, 765, 767, 770, 772, 773, 775, 776, 777, 780,
785, 787, 830, 930, 940, 949

Creator

100, 110, 111, 245, 700, 710, 711, 900, 910, 911

ISBN

020, 534

ISSN

020, 440, 490, 534, 760, 762, 765, 767, 770, 772, 773, 775, 776, 777,
780, 785, 787

Academic Advisor
Major

502, 709
502

다. 검색 유형
통합검색, 소장자료, 지정도서로 나누어 검색 탭을 설정하였다. 탭별로 검색 대상
자원이 달라진다.

[그림 4-3] Primo 검색 탭

통합검색 탭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기본설정 탭으로 도서관 소장자료인 Alma,
S-Space, Rosetta와 Primo Central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색한다. 소장자료
탭은 Primo Central 자원을 제외한 서울대에서 소장, 구축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다. 지정도서는 교수님들이 학기 중에 지정도서로 선택한 도서만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강의명, 교수명 등의 검색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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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검색 인터페이스 구성
Primo의 전체적인 구성과 디자인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일관성을 유지하
였다. Primo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터페이스의 색상을 변경하고, 검색 결과, 패싯, 탭
등을 우리 도서관의 환경에 맞춰 적용하였다.

[그림 4-4] Primo 기본 인터페이스

[그림 4-5] 서울대에서 적용한 Primo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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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략 검색 결과
Primo의 간략 검색 결과는 타이틀, 저자, 발행사항, 이용가능성 4가지 항목을 제
공한다. Primo 기본 환경설정에서는 저자 항목이 MARC의 100 태그와 110 태그로
만 설정되어 있어 공저자, 역자, 편자 등의 정보가 간략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타이틀 항목에서 245 태그의 모든 값을 그대로 보여주도록 설
정하여 상세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6] 간략검색 결과 예시

이용가능(Availability) 항목은 이용 가능한 자료의 소장위치를 보여주는 항목이
다. 자료의 소장위치가 하나 이상이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소장 위치는 대푯값으로 한
기관만 보여줄 수 있다. 이때 대푯값은 중앙도서관을 우선으로 하고, 중앙도서관에 이
용 가능한 도서가 없다면 분관 도서관에 우선권을 주어 나타나도록 하였다.

나. 자료 정보 관련 탭
Primo는 자료의 소장사항, 상세정보 등 관련한 모든 정보를 탭으로 제공한다. 또
한 자료의 유형별로 보이는 탭의 종류가 다르다.
1) 소장사항 탭
인쇄자료의 소장정보와 상세 이용가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홀딩 레코드를 통해
소장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위치를 클릭하면 소장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연도, 권(vol), 권호 정
보(description) 항목이 있으며, 소장위치별로 소장권호의 요약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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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단행본 소장사항 탭 예시

[그림 4-8] 연속간행물 소장사항 탭 예시

2) 온라인 탭
전자자료를 웹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생성되는 탭이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 구
독중인 전자저널, E-Book, 학술논문(Article), 디지털 콘텐츠 등의 레코드에 생성
된다.
전자저널이나 학술논문의 경우 온라인 탭에서 해당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
자컬렉션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전자컬렉션을 클릭하면 Alma에 활성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U-Resolver를 통해 해당 자원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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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논문 온라인 탭 예시

Rosetta나 S-Space에서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는 해당 자료가 온라인 탭에서 바
로 디스플레이 된다. 아래 [그림 4-10]은 Rosetta에서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로 온
라인 탭을 클릭하면 뷰어가 바로 연결되어 원문파일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MARC
의 856 태그에 있는 URL 정보도 온라인 탭이 생성된다. SOLARS에서는 연속간행
물의 학회나 관련기관 정보 등을 856 태그에 URL을 넣어 제공하였으나, 이 데이터가
Alma에 마이그레이션 되어 Primo에서 검색되면서 원문 이외의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었다.

[그림 4-10] Rosetta 자료의 온라인 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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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정보 탭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탭이다. 소장자료의 경우 MARC 레코드를
Primo에 매핑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필요한 디스플레이 항목을 세부적으
로 설정하여 보여준다.

[그림 4-11] 단행본 상세정보 탭 예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검색 디스플레이 항목의 세부 사항은 아래 [표 4-4]
와 같다. ‘Primo 항목’은 Primo에서 제공하는 기본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필수
MARC 태그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도서관에서 자료 검색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태그를 아래의 표와 같이 요청하여 매칭하였다. Primo 항목 중 ‘Local’은 서
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한 디스플레이 항목이다. ‘Label’은 Primo에서 표현되는 항
목명이며, ‘MARC 태그’는 서브필드는 제외하고 태그만 간단히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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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Primo 상세정보 디스플레이 항목
Primo 항목

Label

MARC 태그

Title

서명/저자

245 (※245태그 전체 )

Unititle

통일/원서명

130, 240
246 #9

Local

부서명

246 #0

Local

대등서명

246 #1

Local

식별서명

246 #2

Local

기타서명

246 #3
246 0 or 1 #

Local

표지서명

246 #4

Local

부표제지서명

246 #5

Local

권두서명

246 #6

Local

난외서명

246 #7

Local

책등서명

246 #8

Creator

저자

100, 700

Contributor

단체저자

110, 710

Local

회의명

111, 711

Local

지도교수

502

Edition

판사항

250

Publisher

발행사항

260

Format

형태사항

300

Local

표현형식

254

Local

축척

255

Local

파일특성

256

Local

재생시간

306

Local

현재간행빈도

310

Local

이전간행빈도

321

Local

권연차사항

362

Coverage

수록범위

Primo Central 데이터에 해당

Citation

인용

Primo Central 데이터에 해당

Description

Description
(Local)

주기사항: 일반사항

500

주기사항: 합철본주기

501

주기사항: 학위논문주기

502

주기사항: 서지사항

504

주기사항: 내용주기

505

주기사항: 이용제한주기

506

주기사항: 제작진주기

508

주기사항: 인용주기

510

주기사항: 배역진주기

511

주기사항: 특수한권차표시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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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o 항목

Description
(Local)

106

Label

MARC 태그

주기사항: 요약주기

520

주기사항: 부록주기

525

주기사항: 다른형태자료주기

530

주기사항: 복제주기

533

주기사항: 원본주기

534

주기사항: 기금정보주기

536

주기사항: 시스템주기

538

주기사항: 언어주기

546

주기사항: 변경전서명주기

547

주기사항: 발행처주기

550

주기사항: 연관저록설명주기

580

주기사항: 전시주기

585

주기사항: 수상주기

586

주기사항: 소장본주기

590

Local

관련서명

740

Local

상위총서

760

Local

하위총서

762

Local

원서

765

Local

번역서

767

Local

특별호

770

Local

모체저록

772

Local

이판

775

Local

기타형태

776

Local

선행저록

780

Local

후속저록

785

Local

총서명

440, 490

Local

변경전서명

247

Local

기타저록

787

Ispartof

수록자료

773

Subject

주제

6XX

Local

해제

976

Local

목차

977

Language

언어

008/041

Identifier

표준번호: ISBN

020

Identifier

표준번호: ISSN

022

Type

자료유형

Leader/007/008

Local

강의명

강의도서 정보

Local

교수명

강의도서 정보

Local

전공

강의도서 정보

Source

출처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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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고 미리보기 탭
인쇄 소장자료에만 생성되는 탭으로 서고 미리보기(Virtual Browsing)이 가능
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청구기호를 기준으로 해당 자료의 주변에 있는 자료를 보여줌
으로써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 실제 서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표지는
Daum, Naver 등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보여주며, 표지가 없는 자료는 시스템에서 단
색의 표지를 제공한다.

[그림 4-12] 서고 미리보기 탭 예시

5) 관련 학술논문 탭
아티클 추천 서비스인 bX가 생성되는 탭이다. Primo Central의 학술논문에만
생성되며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레코드를 이용하였던 이용자가 검색한 논문들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추천된 논문을 클릭하면 U-Resolver가 도서관에서 구독중
인 자원을 연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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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관련 학술논문 탭 예시

다. 패싯
Primo는 검색대상이 소장자료, S-Space, Rosetta의 디지털 콘텐츠, Primo
Central에 색인된 학술논문 등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건수도 많다. 이
에 패싯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의 범위를 좁혀 원하는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Primo에서 제공하는 패싯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검색 결과 개인화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 주제 분야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Primo의 검색 규칙에 의한
검색 결과에서 그 주제 분야의 자료가 더 상위에 우선적으로 위치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 예를 들어 ‘mercury’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 주제 분야
를 화학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수은’ 관련 자료가 ‘수성’에 관련된 자료보다 상위에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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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검색 결과 개인화 패싯 이용 예시

2) 더 많은 검색 결과 보기
우리 도서관에서는 Alma를 기반으로 활성화한 구독 자료만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
록 설정하였다. Primo Central에 있는 많은 자료 중 서울대에서 구독하지 않아 이용
자가 원문을 이용할 수 없는 자료는 이 패싯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패싯은 원문은 이용
할 수 없지만 자료의 메타데이터 및 인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림 4-15] 더 많은 검색 결과 보기 패싯 선택 시 검색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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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만 보기
다음 자료만 보기 패싯은 ‘학술논문’, ‘온라인 이용’, ‘도서관 소장자료’의 세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자료만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학술논문은 Primo Central의 자료 중 동료평가를 거쳐 저널에 게재된 논문만을
보고 싶을 때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은 자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탭이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Primo Central의 데이터,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전자저널, E-Book, 전
자컬렉션, 디지털 콘텐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서관 소장자료는 현재 도서관에서 이
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선택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4) 검색 결과 모아보기
위의 패싯 외에 자료 검색 결과를 세부적인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자료유형, 발
행연도, 소장도서관, 서고, 주제명, 전자컬렉션, 저자, 언어 패싯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16] 검색 결과 모아보기 패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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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이용자 서비스 연계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검색한 후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서 예약 및 요청 기능 외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Primo에 연
동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 예약·자료요청 서비스
예약·자료요청 서비스는 Alma의 RTA(Real Time Availability)가 반영되어
Primo의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로그인한 후 Alma에 설정된 규정에
의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림 4-17] 예약·자료요청 서비스

나. 원문복사 신청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 이용 신청기능을 검색 결과에 연동하고 있다. 이 기능
은 Primo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링크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도
록 하였다.
1)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서비스 신청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09년 12월에 자연과학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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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이하 FRIC 서비스)로 선정되었다.
FRIC 서비스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속간행물 중 청구기호 500 ~ 559에 해당하는 자
료를 대상으로 무료 원문복사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도서관에서는 Primo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Alma의 서지 레코드에 값을 넣어주어 상세정보 탭에 신청 링크를 생성하
였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가지의 신청링크를 생성하기 위해 MARC레코드의
856 태그와 990 태그에 값을 넣어주었다. 856 태그에 있는 값은 무료원문복사신청
(일반이용자)의 링크를, 990 태그는 무료원문복사신청(서울대 구성원)의 링크를 생성
한다. 신청된 정보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과 연계된다.

[그림 4-18] FRIC 서비스 신청 예시

[그림 4-19] FRIC 서비스 신청 링크 생성을 위한 MARC 레코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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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신청
이 서비스 역시 연속간행물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중앙도서관의 신착연속간행물
실, 연속간행물 서고, 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에만 링크가 생성된다. FRIC 서비스도
연속간행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FRIC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된
다. 신청된 정보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과 연계되어 관리된다.

다.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단행본 자료에만 생성되는 신청링크이다. 생성된 신청정보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과 연계된다.

[그림 4-20]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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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분석자료 및 운영효과
Primo Analytics는 Oracle BI를 기반으로 Primo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다양
한 검색과 사용 패턴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PYXIS 검색에서는 검색건수 정도만 제공
하였으나 Primo Analytics는 정밀하게 이용자의 검색 패턴까지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이용자의 자료검색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21]은 이용자의 패싯 이용에 대한 월별 분석자료이다. 이용자가
검색 후 가장 많이 클릭하는 패싯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분석된 내용으
로 패싯의 위치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검색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검색
건수, 메뉴 클릭 횟수, 탭 이용건수, Alma·Rosetta·S-Space에서 전송된 데이터
수, 많이 검색한 키워드 등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4-21] Primo Analytics Facet 이용통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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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를 도입하게 되면서 Primo는 다양한 학술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어
도서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첫번째 예로 링크리졸버(Link Resolver)의 이용률 증가를 들 수 있다. 도서
관에서는 Alma를 도입하면서 SFX 대신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링크리졸
버인 U-Resolver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4-22]에서 볼 수 있듯이 링크리졸
버의 이용건수는 Alma와 Primo를 도입하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6.3배 증가하였
다. 참고로 Alma와 Primo가 2015년 8월에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전인 2015년 1~7월과 시스템 가동 후인 2016년 1~7월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논문 이용통계를 기반으로 아티클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인 bX의 이
용률도 증가하였다. 이 역시 Primo를 통해 논문이 통합 검색되고 bX의 추천 사항이
바로 탭으로 제공됨으로써 함께 추천자료까지 볼 수 있게 되어 2015년과 비교하여
평균 2배의 이용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는 학술행사 VOD이 이용률이 눈에 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에 비해 이용률이 평균 4.7배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Primo를 통해 검색 결과의 상
위권에 랭크되어 서비스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4-22] 2015-2016년 동기간 링크리졸버 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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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2015-2016년 동기간 bX 아티클 추천서비스 이용 비교

[그림 4-24] 2015-2016년 동기간 학술행사 VOD 이용 비교

4.4. 향후 계획
Alma의 도입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만족감
혹은 불만족감을 표시하는 영역이 바로 검색시스템이다. 이용자의 자료 이용에 대한 만
족도를 향상시키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세
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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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UI 기능 개선
Primo를 사용하면서 이용자가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
지 않고 탭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Primo의 탭 구조는 클릭이 많아 시간이 많
이 소요되며, 모바일에서 사용하기에도 불편하여 모바일용 UI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ExLibris사에서는 Primo의 신규 UI를 개발하여 2017년 1월부터 적용 중이
다. 신규 UI는 기기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
는 반응형 웹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검색건수가 많아 페이지를 넘기면서 결과를 확
인하던 기능은 사라지고, 스크롤을 통해 자료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UI에서는 상세정보, 서고 미리보기, 온라인 탭으로 구성되었던 정보가 아래의 [그림
4-25]와 같이 한 페이지에서 제공되며 검색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기능이 이전보
다 강화된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신규 UI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7년 7~8월에 신규 UI를 적용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림 4-25] Primo 신규 UI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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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CJK 검색 보완
Primo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시스템이므로 아시아 지역의 언어인 CJK(한
자, 일어, 한국어) 검색 기능의 측면에서 우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한자와 한글의 교차검색에 있어서 검색의 만족도가 낮다. 이는 동형
이음자 검색이 원인으로 같은 형태를 가진 한자가 여러 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樂’은 ‘즐거울 낙’, ‘즐거울 락’, ‘노래 악’, ‘좋아할 요’의 네 가지 음
을 가진 한자이다. 이용자는 ‘樂’이라는 같은 모양의 한자를 보지만 실제 이 한자의 유
니코드는 U+F914, U+F95C, U+6A02, U+F9BF이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서 검색 결과를 보면 아래의 [그림 4-26]과 같다. ‘열정樂서’라는 도서의 검색을 위해
서는 ‘열정락서’로 검색을 해야 결과가 나오며, ‘열정낙서’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
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도서관에서는 동형이음자의 사전을 만들어 한
자를 포함한 색인어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4-26] Primo 동형이음자 검색 예시

4.4.3. Primo Central 국내자원 색인
Primo Central에는 해외 DB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색인하고 있으며, 국내 주
요 DB 중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뉴논문, 학술교육원의 데이터가 색인되고 있
다. 2017년 1월 교보문고 스콜라가 Primo Central에 포함되면서 주요 DB사의 데
이터는 색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많이 검색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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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논문은 RISS 사이트에서 검색해야만 한다. RISS의 학위논문 데이터가 Primo
Central에 색인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지속적으로 KERIS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자원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색인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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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홈페이지 운영

5.1. 홈페이지 재구축
5.1.1. 개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서울대학교의 종합학술정보 네트워크로서 도서관 및 연
구소 자료실의 소장자료,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도서관 서비스 등 대학
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술정보를 제공해 왔다. 도서관은 1997년
SOLARSnet으로 불린 최초의 홈페이지 가동 이후 이용자의 변화하는 정보서비스 요
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2002년 SOLARSⅡ와 2006년 SOLARSⅢ의 개발, 2009년
PYXIS 검색시스템 도입 등 학술정보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
편을 추진하였다. 2012년 ISP 사업을 토대로 Alma를 도입하면서 도서관의 학술정
보 이용 환경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5년 이후 20여년 동안 운영하던
SOLARS에서 Alma로의 이행과 더불어 Primo의 도입은 기존에 연계되어 있던 모든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 축적·개발해온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
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Alma와 Primo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홈페이지 이
용자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사용자 데이터 모듈은 학내 정보화본부의 구성원 및 도서관
회원 데이터와 시스템 간의 순조로운 연계를 위하여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다
중 신분에 따른 이용자 데이터 중복 문제 처리, 서울대학교 포털과의 통합인증(SSO,
Single Sign On) 연동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SMS,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새롭게 구축한 홈페이지는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로서 분관 및 특성화 홈페이지를
메인에 통합하는 동시에 별도로 운영이 필요한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류무종 가
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는 신규 개편을 진행하였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Alma와

120

제5장 홈페이지 운영

Primo 연동을 통해 실시간 도서 정보와 예약·자료요청 서비스, 도서관 통계 제공 등
관련 기능을 연계하는 한편,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을 함께 구현하
였다. 회원신청 관리, 졸업생 출입증 발급 관리, 연구지원, 도서관 이용 교육, 국내 타
기관 도서대출, 국내외 타기관 열람의뢰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원문복사, 그룹스터디
룸 예약 등 기존 서비스의 기능은 개선하고, 희망도서 신청을 위한 외부 시스템 연계,
도서관 일정 캘린더, 논문작성 Basic 신청, 시설 예약 관리, 갤러리, 휴관일 관리 등
신규 기능을 추가 개발하였다. 또한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간결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반응형 웹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형태로 보여주도록 설계하였다. 관리적인 면에서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오픈소스 CMS14)인 Drupal을 도입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보안 서버
(SSL)의 구축과 지속적인 최적화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5.1.2. 추진 경과
홈페이지는 2015년 8월 Alma의 가동 일정에 맞추어 재구축을 추진하였다. 2014
년 하반기부터 중앙도서관과 분관,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기증·기부 외 기타 홈페이
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도서관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능별 개
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분관 담당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통합 구성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구성을 기획하고 사업자와 기능 요
건 정의를 통해 홈페이지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와이어프레임(Wireframe)15)을 설계
한 후 실제적인 시스템 개발과 연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자세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4) Contents Management System,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수정∙삭제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15) 사이트 개발 중 레이아웃 등 화면을 설계하는 단계로 용어 및 디자인이 확정된 형태는 아니며, 세부 내용은 실제
디자인 작업에서 달라질 수 있음.

5.1. 홈페이지 재구축 121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중앙도서관, 분관,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기타 홈페이지 현황 분석: 2014. 5. ~ 9.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4. 10.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국내외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사례 조사 및 분석: 2014. 10. ~ 11.
- 부서별 서비스 기능 개선 의견 수렴 및 협의: 2014. 10. ~ 2015. 7.
- 분관 담당자 협의회 개최 및 콘텐츠 조사: 2014. 12. ~ 2015. 7.
- 홈페이지 메인, 서브 페이지 와이어프레임 및 디자인 설계: 2014. 10. ~ 2015. 6.
- 홈페이지 상세 기능 요구서 작성: 2015. 3. ~ 6.
- 홈페이지 국·영문 콘텐츠 정리 및 조사: 2015. 4. ~ 7.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계약 의뢰: 2015. 1. 19.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실시: 2015. 3. 4.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015. 3. 10.
- 계약업체: ㈜넥스트이온
•홈페이지 재구축 개발: 2015. 3. 10. ~ 2015. 10. 6.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계약 기간 연장: 2015. 3. 10. ~ 2015. 12. 26.
•홈페이지 서비스 가동: 2015. 8. 17.
- 서비스 가동 및 지속적인 안정화 작업 진행: 홈페이지 웹서버 및 DB서버
튜닝, 소스코드 최적화, 서비스 기능 수정

5.2. 주요 특징
새로운 홈페이지는 국내외 사례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도서관팀 내 여러 차
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재구축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료 검색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Primo의 적용으로 소장자료와 전자자료의
검색이 일원화되면서 검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의 중심에 크게 배치하여
검색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다. Alma와 Primo 도입에 따라 중앙도서관과 분관,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기증·기부 외 기타 다양한 홈페이지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여
유지가 어려운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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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콘텐츠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메뉴와 콘텐츠 증가, 영문화
페이지 관리 등 방대한 콘텐츠를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업체 중심이 아닌 사용
자 위주의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콘텐츠를 생성·수정할 수 있
게 되었다.
넷째, 직관적이고 심플한 UI 구성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적으로 메뉴와 디자인을 간결하게 조정하였다. 서비스 메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보
여주었던 기존의 구성과 달라져 일부 불편할 수 있지만, 간단한 메뉴 안에서도 모든 서
비스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반응형 웹 적용이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PC, 태블릿, 모바일에 상관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1.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적용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소장자료는 PYXIS를 통해 검색하고 전자
자원은 별도로 메타서치 기능을 이용해 검색함으로써 이원화된 검색 UI를 제공해왔
다. 도서관은 Alma의 도입과 함께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를 적용하였다. Primo에서는 도서관 소장자료
외에 논문자료, 오픈액세스 자료 등 넓은 자원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Primo 도입의 추진 경과, 특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
기에서는 홈페이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는 마이라이브러리 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종합적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Primo를 도입하면서 도서 대출 관련 정보는 Primo의
‘내 계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
지 서비스와 화면을 분리하여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서의 대출이나 예약과
관련된 서비스는 Primo 화면으로, 그 외 도서관 서비스는 홈페이지 화면으로 나누어
보여지도록 하였다. 각각의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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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o ‘내 계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도서 대출 및 연장: 현재 대출중인 자료 확인 및 연장
- 도서 예약 및 자료 요청: 대출중 도서 예약, 캠퍼스 간 도서대출, 관내열람
신청, 국내 타기관 도서대출 진행 상태 확인
- 연체료 내역 확인
- 제재 및 메시지 확인
- 내 서재(e-Shelf), 검색어 저장 보기

[그림 5-1] Primo ‘내 계정’ 예시

•홈페이지 자체 화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개인정보관리, 온라인 결제 및 내역 조회
- 회원제 서비스, 졸업생 출입증 발급 신청·조회
- 그룹스터디룸 예약 현황
- 도서관 서비스: 희망·강의도서 구입 신청·조회,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조회,
도서관 이용교육 신청·조회, 연구지원 서비스 신청·조회,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복사 신청·조회, 소장학술지 서비스 신청·조회, 캠퍼스 간 원문복사 신청·
조회,타기관 열람의뢰서 신청·조회, 학술행사 VOD 서비스 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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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마이라이브러리 서비스 내역 예시

5.2.2. 통합 홈페이지 구축
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 국·영문 홈페이지와 각 분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전자도
서관, 디지털사진관 등의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홈페이지,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와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증·기부 관련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홈
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Alma와 Primo가 도입됨에 따라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재구축 방향을 설정하였다.
분관은 2003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웹 CMS 솔루션을 이용한 동일한 형
태의 구성으로 운영되었다. 의학도서관은 초기에 다른 분관과 동일하였으나 2005년
의학정보 포털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표 5-1] 분관 홈페이지 URL
분관명

URL

사회과학도서관

http://sociallib.snu.ac.kr

경영학도서관

http://manlib.snu.ac.kr

농학도서관

http://aglib.snu.ac.kr

법학도서관

http://lawlib.snu.ac.kr

의학도서관

http://medlib.snu.ac.kr

치의학도서관

http://dentlib.snu.ac.kr

국제학도서관

http://islib.snu.ac.kr

수의학도서관

http://vetli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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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관 홈페이지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2] 분관 홈페이지 분석 내용
구분

내용
• CMS 솔루션을 활용하여 동일한 형태로 구성
• 주요 서비스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계

현황 분석

   (자료검색, My Library, 학외접속, 전자자원 이용 등)
• 분관 콘텐츠는 주로 분관 소개 및 게시판을 통한 주제별 정보원 안내
• 분관 콘텐츠 외 대출·반납 등 안내는 중앙도서관 콘텐츠와 동일

문제점

• CMS 관리 기능 미흡(게시판 추가만 가능, 콘텐츠 추가 기능 없음)
•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부재
• 보안서버 미구축
• 유지보수 업체 부재, 업데이트 불가로 인한 유지 및 개편 불가

※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학도서관 제외

분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능과 콘텐츠는 주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 연계되어 있었다. 주요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자료검색, My Library, 학외
접속, 전자자원 이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분관만의 고유 콘텐츠로는 주로 분관을
소개하거나 게시판을 통한 주제별 정보원 안내였으며 이외 대출·반납 등의 안내는 중
앙도서관 콘텐츠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분관 홈페이지는 개
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의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각 분관의 특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분관 홈페이지의 문제점은 먼저 관리 기능의 미흡을 들 수 있다. CMS 솔루션으로
제작되었지만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 게시판 추가정도만 가능하였
다. 관리 기능 미흡과 더불어 유지보수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
는 환경에서는 본래의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업데이트를 통해 개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어 중앙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었으며 보안서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황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범위
안에서 기본적으로 분관 홈페이지를 수용하여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중
앙도서관은 분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홈페이지에 반영할 서비스와 콘텐츠 조사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별도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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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새롭게 Libguide를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의학도서관을 제외한
분관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하였다.
통합검색, 마이라이브러리, 학외접속, 전자자원 이용, 직원 소개, 시설 예약 등 전
체적으로 공통되는 기능과 콘텐츠는 통합 홈페이지 내 해당 페이지로 연결하고, 분관만
의 고유 콘텐츠는 동일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각 분관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관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관 페이지로 바로 유입되는 이용자를 위해 첫 페이지에서 해당 분관과 관
련되는 모든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사회과학 분관 페이지 예시

도서관은 다양한 학술정보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
을 비롯해 디지털사진관, 대학신문, 대학기록관, MEDCON(의학자료), 디지털곤충
표본관, 학술행사 VOD의 개별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 역
시 분관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업체가 부재하고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전체적인 운영과 업데이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Alma와 Primo의 도입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Rosetta를 도입함으로써 이
제 디지털 콘텐츠는 Rosetta를 통해 관리하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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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말한 관리의 문제점에 의해 시스템을 변경한 후에는 본래의 사이트 운영을 중
단하기로 하였다. 재구축 홈페이지에서는 특성화 사이트의 콘텐츠를 컬렉션 페이지를
내에 구성하였으며 자원 검색은 Primo를 통해 이루어진다. Rosetta로 데이터 이관
이 완료된 학술행사 VOD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메인 홈페이지의 컬렉션 페
이지에서 서비스 안내와 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행사 VOD 사이트 내에서 전
용 UI를 통해 가능했던 상세한 검색과 브라우징 기능은 축소되어 Primo에서 컬렉션
유형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사진관의 경우 사진 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신규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 밖에 다른 디지털 콘텐츠도
Rosetta로 이관이 완료되면 개별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고 메인 홈페이지와 Primo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중앙과 분관,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외에도 기증·기부, 도서 컬렉션과 관
련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Alma와 Primo 도입과 더불어 사이트 유지가 불가해
짐으로써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하거나 개편하였다.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사이트는
메인 홈페이지의 컬렉션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와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는 사이트 성격상 상징성이 있어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5.4.에 기술하였다.

5.2.3. 오픈소스 CMS 플랫폼 도입
Alma와 Primo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 중앙도서관과 분관 홈페이지
통합, 방대한 양의 콘텐츠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구
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축 이후 이어지는 관리상의 용이
한 운영을 위하여 Drupal을 도입하였다.
Drupal은 PHP16)로 작성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사용자에게 콘텐츠 관리 기능
을 제공하는 CMS이자 CMF 17) 이다. 개념적인 수준으로 보면 Drupal의 운영 기반 구
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16) PHP란 Hypertext Preprocessor로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에 포함되어 동작하는 스크립팅 언어(IT용어사
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7) Contents Management Framework,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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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Drupal 운영 기반 구조

Drupal은 강력한 콘텐츠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생성
할 수 있으며 직접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관리 기능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 관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역할별로 구분하고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별로 사
용할 수 있는 영역을 제어할 수 있다. Drupal의 기본 기능 이외에도 커뮤니티에서 제
공되는 서드파티(Third-Party)18) 모듈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할 수 있
다. Drupal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콘텐츠 관리 기능 강화
Drupal은 콘텐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필드 정의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콘
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용자, 댓글, 분류(Taxonomy)19) 등의 여
러 기능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 또한 노드(Node)20), 필드(Fields)21),
분류, 뷰(Views)22)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웹 화면에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화면의 구성을 설정하는 등 관리가 용이하다.

18) 드루팔에서 직접 제공하는 코어 모듈과는 다른 외부 업체 또는 외부 개발자가 자체 제작한 커스텀 모듈
19) 콘텐츠를 주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모듈로 어휘(예, 과일)와 용어(예, 사과)로 이루어짐
20) 드루팔에서의 콘텐츠 단위로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
21) 콘텐츠에 부여하는 다양한 속성(예, 제목 필드)
22) 콘텐츠를 구성하고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모듈 (예, 필드를 숨기거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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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별 접근 제어 가능
Drupal은 권한(Permission)23) 과 역할(Role)24) 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행동과 영역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API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

다.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Drupal 모듈은 사이트의 기능을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 Drupal
자체의 코어 모듈과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서드파티 모듈을 통해 사이트의 기능을 추
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수천 개의 서드파티 모듈과 테마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이
트 구현이 이루어지며, 모듈과 테마는 코드 수정을 통해 최적화된다. 다양한 API와 서
브 시스템을 제공하며 대규모 사이트에 필요한 기능과 확장성 구현에 용이하다. 전 세
계에 걸쳐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통해 Drupal 프로젝트의 테스팅, 문서화, 사용성, 디
자인, 접근성, 사용자 지원, 번역, 보안 등에 관한 정보 교류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라. 사용 기관 예시
Drupal은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기관, UNESCO, UN, World
Bank, WHO 등의 범국가 조직과 비정부 단체, 하버드, 코넬, 스탠포드, 예일, 미
시건 대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 기관,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존슨 앤 존슨, 화이자 제
약, 퀄컴, 타임워너 그룹 등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Drupal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언어지원 모듈을 통해 다국어 시스템 인터페이스
를 지원하고, 서드파티 모듈을 통해 다국어 콘텐츠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문 홈페이지는 기존처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국문 홈페이지에서 번역 기능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류는 수정되었다. 다국어 번역이 가능한 요소
들은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를 비롯하여 일반 콘텐츠와 분류, 메뉴, 메시지
등이 있다.

23)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정
24) 권한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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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개선
홈페이지의 전면 재구축과 함께 홈페이지 디자인 역시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다양한 기종의 디바이스들이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웹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
들은 보다 직관적이고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원한다. 도
서관은 이러한 웹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
지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구성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 도서관 사이트를 벤치마킹하고 웹 디자인 트렌드와 다양한 모바
일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구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중앙도서관 및 분관 통합 홈페이지로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자 하였으며, 이용자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메뉴를 구성하였다.
홈페이지 전체 구성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메인 화면 구성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자료 검색이 강조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간략하면서도 종합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개의 서비스들을 나열한 기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경
향에서 벗어나 간소하면서도 체계화된 구성을 적용함으로써 방대해져 가는 콘텐츠를
쉬운 UI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 화면 상단은 중앙도서관 LI(Library Identity)로 제작된 엠블럼을 이용해
로고를 배치하였고 로고와 메인 메뉴는 LI의 전용색상 중 샴페인 골드 계열을 채택하였
다. 상단 오른쪽에는 ‘프록시 On/Off’ 메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학외접속 여부 및
활성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를 비롯하여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는 퀵 검색창, 이용 시간, 이용 문의, 로그인 등의 메뉴는 메인 화면을 벗어나서 어
느 페이지를 가더라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단에 고정하였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서가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에 Primo 통합검색
창을 크게 배치하여 검색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검색창에는 검색 도움말과 신착
자료, 대출도서 Top20 메뉴를 두어 도서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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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홈페이지 메인 화면(2016. 9.)

메인 화면 중앙의 검색창 바로 아래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보
여주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도 계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모두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기존 서비스와 신규, 잠재적인 서비스들을 고
려하여 총 여섯 개의 영역으로 그룹화한 후, 각각의 영역에서 중앙도서관과 분관 서비
스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이 메뉴들은 클릭 시 메인 화면에서 열리도록 함으로
써 로그인한 이용자가 메인 화면에서 관련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영역에서 안내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이용자별 안내/회원제
- 학생, 졸업생, 교수, 외부 이용자 등 이용자 그룹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회원제 서비스(동문, 일반, 관악구민, 공개강좌, 특별, 명예 회원) 안내
•빠른 서비스 신청
- 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지원 서비스,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학술행사 VOD,
회원가입 신청 등을 하나로 모아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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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홈페이지 메인 ‘빠른 서비스 신청’ 화면

•시설 예약·신청
- 그룹스터디룸, 열람실 등 중앙도서관 및 분관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 도서관별, 시설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용 안내 및 예약
•인쇄·복사·스캔/네트워크
- 프린터, 복사기, 무선랜 등의 이용 방법 안내
•학외접속
- 전자자원의 학외 이용을 지원하는 학외접속 이용 안내
•이용문의
- 도서관 이용 질의답변을 위한 통합 창구로 채팅,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 및
학술연구 관련 문의, 도서관 공지, 의견함 등 안내
메인 화면 하단은 도서관 일정, 알림, 새소식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일정
- 도서관 휴관, 영화 상영 등 도서관 행사를 일자별 확인
- 정기교육, 출장교육, 논문작성 Basic 등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 제공 및 신청
•알림
-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나누어 공지 사항 게재
•새소식
- 도서관의 주요 소식을 이미지와 함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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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뉴 구성
홈페이지의 기본 메뉴는 자료 검색, 도서관 서비스, 학술연구지원, 도서관 안내,
마이라이브러리로 구성하였다. 기존 홈페이지에 S-Search와 e-Resource로 나누
어져 있던 검색이 Primo의 도입으로 자료 검색 메뉴로 통합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 메뉴 구성과 동일하다.
기본 메뉴의 하위 메뉴는 재구축 홈페이지의 구성 방향에 따라 간소화하였다. 모든
서비스 메뉴를 노출시키지 않고 연관된 서비스를 그룹화한 하위 메뉴를 통해 세부 페이
지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신규 메뉴는 이용자별 안내, 학위논문 제출, 컬렉션 등이 있다. 이용자별 안내를 통
해 이용자 그룹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빈번한 문의가 있는 학위논문
제출 메뉴를 추가하였다. 도서관 소장자료와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컬렉션은 접근하
기 쉽도록 컬렉션 메뉴를 생성하고 관련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7] 홈페이지 > 자료검색 > 컬렉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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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메뉴는 다음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고문헌 자료 컬렉션
-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창간호 잡지, 탁본, 조선성지실측도, 경성제국대학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 등
•디지털 컬렉션
- 학술행사 VOD, 디지털사진관, 대학신문, 대학사료 등 주제별 디지털 콘텐츠
컬렉션
•북 컬렉션
-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관정관 특성화 컬렉션, 영상자료(DVD)
전시 컬렉션, 음악자료(AVC) 전시 컬렉션
•전시 컬렉션
- 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다양한 전시 정보 안내 및 자료 컬렉션, 서울대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딱지본 사이버 전시회, 디드로와 달랑베르 백과사전
전시회, 테마도서전 등

다. 세부 페이지 구성
홈페이지의 세부 페이지는 섹션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로 나눌 수 있다. 섹션 페이지
는 기본 메뉴 페이지로 기본 메뉴에 관한 설명과 하위 메뉴들에 대한 안내를 묶어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5.2. 주요 특징 135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그림 5-8] 홈페이지의 섹션 페이지 예시 ‘도서관 서비스’

서브 페이지에서는 좌측에 관련 메뉴들을 배치하고 하위 메뉴가 더 있을 경우 우측
에서 탭 형식으로 보여준다. 각 페이지에서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정보,
해당 페이지 메뉴에 관한 설명, 메뉴별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9] 홈페이지의 서브 페이지 예시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F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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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는 도토리온25)을 비롯하여 이메일, 전화번호, 관정톡26) 등 이용자 질의에
대한 다양한 창구가 있다.

[그림 5-10] 홈페이지 이용문의 화면

이용문의 페이지에서는 채팅, 이메일, 업무별 연락처, 학술연구지원, 알림, FAQ,
의견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모든 이용문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하고자 하였다.

5.2.5. 반응형 웹 적용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
블릿, 스마트 TV 등의 기기들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익숙
해지고 이를 통해 접하는 정보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
기에서 OSMU27)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N-스크린28)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서
로 다른 디바이스별로 개별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작으로 화면에
따라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형 웹(Responsive Web)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따라 화면을
자동 변환하는 웹 UI 기술이다. 신규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다양
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연속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5) 도서관 토크&리서치(Talk & Research Online)의 약어.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는 채팅 서비스
26) 카카오톡엘로아이디를 활용한 중앙도서관 관정관 이용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채팅 서비스
27)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내는 것
28)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영화, 음악 등)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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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디바이스별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화면

5.3. 이용자 서비스 기능
홈페이지 재구축은 Alma 가동일에 맞추어 단기간에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하였으
며 많은 기능을 개발하였다. Alma와 Primo 연동, 이용자 데이터 연동, SMS와 이메
일 발송, 온라인 결제를 비롯하여 기존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lma, Primo 연계
- 이용자 데이터 연동
- 도서 대출, 예약·자료요청 정보
- Primo 내 계정
- Alma Analytics: 도서관 통계, 도서 목록 등 연계
•홈페이지 자체 서비스 기능 및 시스템 연동
- 도서관 회원제 서비스
- 졸업생 출입증 발급 서비스
- 희망·강의도서 신청: Core Collection 시스템 연계
- 학외접속
- 시설 예약·신청: 도서관별, 유형별 시설 이용 정보 및 예약
- 그룹스터디룸 예약
- 연구지원 서비스 및 만족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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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교육: 정기교육/출장교육/논문작성 Basic, 만족도, 통계
-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복사: Primo 자료검색을 통한
신청, DRM 연동
-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 요청: Primo 자료검색을 통한 신청
- 캠퍼스 간 원문복사 서비스
- 국내 타기관 도서대출: Alma 상호대차 모듈 연계
- 국내/국외 타기관 열람의뢰서 신청
- 학술행사 VOD 촬영 신청
- 서비스 중단일 설정: 도서관 휴관 시 서비스별 중단 설정
- 관리자 이메일 알림 설정: 서비스 신청에 따른 관리자 알림 설정
- 도서관 캘린더: 도서관 행사 일정 등록 관리
- 도서관 갤러리: 도서관 홍보 사진 게시 관리
- 게시판: 알림, 새소식, 의견함, FAQ, 서식자료실
- 사용자 권한 및 역할 관리
- SMS, 이메일: 서비스 진행 상황 자동 및 수동 발송
- 온라인 결제: 연체료 및 서비스 비용 결제
- 도토리온 채팅 서비스 연계

5.3.1. 신규 개발 서비스 기능
가. 희망·강의도서 신청 시스템 연계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직
접 원하는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 구입
신청은 일반적인 도서를 요청하는 희망도서와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는 강의도
서 신청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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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희망·강의도서 신청 내역 조회 화면

도서관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도서 구입 신청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Alma의
수서 모듈과 연계하기 위하여 Core Collection 수서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홈페
이지에서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이용자 그룹별로 Core Collection 시스템을 원활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을 포함한 사용자 정보 전송을 통해 연계하고, 이용자에게는
마이라이브러리를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나. 논문작성 Basic 신청
도서관에서는 학내 연구자의 학술정보 검색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
육을 실시하여 왔다. 도서관 정보검색 방법,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활용, 서지관리프로
그램 이용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교육, 출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와 함께 논문작성 Basic 교육을 신설하여 학내 연구자의 논문 작성에 대한 1:1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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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논문작성 Basic 신청 화면

논문작성 Basic 신청에 대한 개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용자 기능
- 이용자 로그인 시 이용 가능한 신분 확인 및 신청
- 마이라이브러리에서 신청 내역 조회
- 진행상태별 이용자 알림(SMS, 이메일)
- 서비스 동일 날짜 및 시간 중복 시 신청 제한
•관리자 기능
- 신청내역 진행상태별 처리 및 답변
- 신청내역 출력 및 이용 통계
- 이용자 대행 신청
- 이용자 신청접수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 알림

다. 시설 예약·신청
도서관에서는 그룹스터디룸, 열람실, 정보검색실, 소극장 등 이용자들의 학습과 휴
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별, 시설별로 각각 분산되어 안내되던
시설 공간 정보를 한곳에 통합함으로써 손쉽게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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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시설 예약·신청 화면

시설 예약·신청에 대한 개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용자 기능
- 그룹스터디룸, 열람실, 노트북존, 캐럴, 정보검색실, 정인식소극장 등
도서관 시설 정보를 도서관별, 시설 유형별 필터링
- 시설 이용 예약 신청
•관리자 기능
- 시설 이미지 및 이용 정보 등록, 수정 관리

라. 도서관 일정 캘린더
도서관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서관 이용교육, 시네마스토리 프로그램 등
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 일정에 대하여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기능을 도입하여 일반적인 행사와 도서관 이용교육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는 당일의 일정을 보여주고 이용교육은 바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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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림 5-15] 도서관 캘린더 화면

5.3. 이용자 서비스 기능   143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마. 기타 기능
그 외에 도서관 홍보 사진을 카테고리별로 업로드할 수 있는 갤러리, 도서관 휴관
시 서비스 중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는 Alert 기능도 개발하였다.

[그림 5-16] 도서관 갤러리 화면

5.3.2. 기능 개선 및 변경 사항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하여 기능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기능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하였다. 서비스별 주요 개선 및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회원제 서비스
- 회원 기간 만료 30일 전, 당일 이메일 알림 발송
- 공개강좌 회원 가입 신청 신규 추가
•졸업생 출입증 발급 서비스
- 이용자 중 기간 만료된 이용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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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Database
- 인증이 필요한 경우 로그인한 이용자의 신분정보 확인 후 인증 정보 제공
•연구지원 서비스
- 서비스 처리 완료 시 이용자 알림 메일 발송 방법 변경
- 관리자 기능에서 이용자 정보 및 신청 내역 항목 추가
- 관리자 기능에서 신청내역 조회 기능 강화
- 서비스 통계 조회 및 현황표 항목 보완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통계 파일 출력 기능
•도서관 이용교육
- 이용교육 신청자 목록 출력 기능 강화
- 이용교육 종료 후 참여인원 입력 기능
- 이용교육 관리자 화면에서 신청 정보 항목 추가
- 이용교육 신청내역 조회 기능 보완 및 엑셀 출력 기능
- 이용교육 서비스 통계 조회 및 현황표 항목 보완
•국내 타기관 도서대출
-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Alma API를 이용하여 Alma의 상호대차
모듈로 신청내역을 전송
•원문복사 신청
- Primo를 통해 자료 검색 후 상세정보 탭의 서비스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중앙도서관 신착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서고, 보존
서고 자료 대상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복사 서비스: 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중 청구기호
500~559 자료 대상
- 서가에 없는 자료 요청: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도서 대상
•Alma Analytics를 통한 도서관 통계 제공
- 도서관 신착자료, 대출도서 Top20
- 주제별 도서 대출 현황, 많이 빌려본 책 목록 통계
- 지정도서 과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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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타 홈페이지
5.4.1.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류무종 동문(중어중문학과 53입학)은 한국의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힘쓰고자 도
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이 기금으로 기부문화, 기부모금, 사회복
지에 관한 전문적이며 학술적으로 우수한 컬렉션을 구축, 이를 학내외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기부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홈페이지
재구축 과정에서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기부 관련
콘텐츠 구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내용(http://you.snu.ac.kr)
-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소개
- 기부자 및 기금 소개
- 기금으로 구입한 도서 목록
- 기부 문화를 주제로 한 Research Guide
- 기부 관련 국내외 웹사이트

[그림 5-17]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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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도서관은 「기증자료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기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증
자에 대한 예우로서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기증자와 기증자
료 목록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홈페이지 재구축 과정에서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기증 관련 콘텐츠 구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새
롭게 구성하였다.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홈페이지 내용(http://donate.snu.ac.kr)
- 도서 기증 방법 안내
- 개인문고, 사이버 개인문고, 기증자 라이브러리

[그림 5-18]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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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통합인증
통합인증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대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
합인증 시스템이다. 도서관 홈페이지, 포털 홈페이지 등 학내 기관 사이트들은 서로 다
른 인증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화본부에서 구축한 통합인증 시스템을 통해 서울
대학교 포털 ID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학내 기관 사이트 이동 시 통합인증이 적용되어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인증 시스템은 정보화본부에서 주관하여 개발한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적용하
였고, 이후 S-Space, 관정관 예약 시스템에도 통합인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합인증 시스템 개발 착수: 2005. 12.
- 중앙전산원 주관
- 개발업체: 소프트포럼
•홈페이지 통합인증 시스템 가동: 2006. 4. 25.
•S-Space 통합인증 시스템 가동: 2008. 12. 22.
•통합인증 시스템 변경: 2012. 11.
- 차세대 통합행정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에 따른 변경
- 개발업체: 이니텍
•관정관 예약시스템 통합인증 시스템 가동: 2015. 2. 23.
•재구축 홈페이지의 통합인증 시스템 가동: 2015. 8. 17.

5.6. 학외접속
5.6.1. 개요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자료는 허가받은 학내 IP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지역적 제약에서 벗어나 어디에
서나 전자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데이터베이스 학외이용, 즉 프록
시(Prox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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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학외접속(프록시) 화면

도서관은 이 서비스를 통하여 고가의 예산을 투입한 전자자료를 이용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프록시 서비스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 서비
스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외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술과 현황을 검토한 후 개발
서비스하였다.
최초 도입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2013년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와 성능저하, OS 업그레이드 및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규 서버를 도입하였다.
2015년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기존 접속 방식이 사용자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라 설정이 달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설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로그인만
하면 별도의 설치나 설정 없이 프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프록시
서비스의 2011년 이후 개발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프록시 서비스 신규 서버 도입: 2013. 2. 12.
•프록시 서비스 연동 작업: 2015. 3. 27. ~ 2015. 8. 16.
- 개발업체: 다몬미디어
•신규 프록시 서비스 가동: 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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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주요 기능
프록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록시 서비스 대상 전자학술정보의 등록 및 삭제 관리
- 전자자료 사이트명, URL 관리 기능
•접속허용 IP, 신분 추가·수정·삭제 관리
- 신분별 전자자료 이용 제어
- 불량이용자 ID/IP 차단
•이용 절차 및 접속 안정성 개선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
- 기본 80 포트 사용으로 방화벽 상관없이 접속
•보안 강화
- 서버 인증 시 HTTPS 사용
•백업 및 복원 기능
- 주기적으로 프록시 서비스 대상 전자자료를 백업하고 필요시 복원 가능
• 일별, 월별 사용자 및 접속 사이트 통계 제공

5.7. 향후 계획
홈페이지 재구축은 Alma의 가동일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연동하
고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동 이후에도 성능 강화와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보다 나은 이용
자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검색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이용행태∤만족도∤개선사항 조사 및 분석
-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홈페이지 개선에 활용
•웹 표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적용
- 브라우저 및 OS 환경에 제약 없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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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이외에도 2017년 Primo 신규 UI를 홈페이지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포그래픽,
개인화 등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많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데이터의 분석, 정제,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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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관리포지터리
S-Space 운영

6.1. 개요
2008년 도입한 서울대학교 기관리포지터리인 S-Space는 시스템 구축 초반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매년 다양한 기능을 적
용하기보다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콘텐츠 수집에 집중하였다. 그 중 가장 큰 수
확은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OSOS29) 와 S-Space간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자들이 OSOS에 등록한 논문이 자동으로 S-Space에 전송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 또한 학내 연구소 및 단과대학 등에서 발행한 간행물들을 수집하여 S-Space를 통
해 서비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 8월 새롭게 도입한 통합검색 시스템
Primo를 통해 소장 자원으로 통합검색됨으로써 이용자들은 S-Space의 데이터를 도
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용률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률
을 보여주고 있어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6.2. 주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
6.2.1. 2011년 외부 학술데이터 반입시스템 개발 사업
가. 개요
2011년 외부 학술데이터 반입시스템 개발 사업은 외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서울대 연구자들의 업적물을 효율적으로 기관리포지터리에 반입시키기 위해 진행하
였다. 실제 Web of Science와 Scopus에서 서울대학교 소속 저자의 연구업적물은

29) One Stop Online System의 약자로 서울대학교 연구행정통합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연구비 집행 및 연구성과
데이터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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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5천여 건에 달한다. 두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업적물을 추출하여 중복데이터를
제거 후 S-Space에 업로드하면 기관리포지터리인 S-Space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나. 추진 경과 및 소요예산
•S-Space 외부 학술데이터 반입시스템 개발 사업 계획 수립: 2011. 9.
•S-Space 외부 학술데이터 반입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2011. 10. 6. ~ 11. 20.
- 개발업체: ㈜아르고넷
- 소요예산: 18,700천원
•서비스 가동: 2011. 12.

다. 개발 내용
2011년 외부 학술데이터 반입시스템 사업의 주요 개발 내역은 외부 데이터 반입
기능 개발, 버전 업그레이드, 모바일 웹 개발로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부 데이터 반입기능은 Web of Science나 Scopus에 등재된 서울대 연구자들
의 데이터를 검색·저장하여 S-Space로 반입하는 기능이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외
부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성과등록의 핵심 항목인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정보를 미리
정제된 상태에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정보 입력 부담이 감소하
고, 관리자는 정보검증이 쉬워져 정확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S-Space의 소프트웨어인 DSpace 버전을 1.4.2에서 최신버전인 1.7.2로
업그레이드하였다. DSpace Core System과 웹 UI, XML Data Store 등 핵심 모
듈을 업그레이드하고, 소스코드 레벨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속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모바일 웹은 S-Space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 최근 등록 Item 리스트, 검색, 브라
우징 기능 일부를 모바일 웹 버전으로 개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각 아
이템별로 QR코드를 생성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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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S-Space 모바일 웹 예시(2011년)

6.2.2. 2012년 OSOS 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
가. 개요
2012년 OSOS 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구처에서 관리하는 OSOS 연구성과 관
리 모듈과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리포지터리인 S-Space의 데이터를 연계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 개의 시스템에 같은 연구업적물을 입력하던 교수들의 건의
로 정보화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되었으며, 연구처와 중앙도서관의 실무진 사
이에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 경과 및 소요예산
•정보화위원회 안건 상정·논의: 2010. 3.
- 안건 상정 요청: 공과대학
•연구처-중앙도서관 간 시스템 연동 합의: 2011. 12.
•OSOS와 S-Space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실무 협의: 2012. 1. ~ 4.
•시스템 연동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012. 8. ~ 9.
•OSOS와 S-Space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2012. 10. 10.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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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체: ㈜아르고넷
- 소요예산: 17,200천원
•서비스 가동: 2012. 12. 18.

다. 개발 내용
OSOS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들은 OSOS에 본인의 연구성과를 입력하면
서 S-Space에 연동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레코드는 S-Space에 메타
데이터와 원문파일이 전송된다. OSOS는 연동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메타데이터만 수
집하였으나, S-Space 연동을 원하는 자료는 원문파일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
록 프로세스를 수정하였다. 전송대상 데이터는 OSOS의 ‘논문’과 ‘학술활동’이며 두 시
스템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매핑하여 S-Space에서 전송받게 된다. S-Space에서는
‘Library’ 컬렉션 하위에 관리자 컬렉션인 ‘OSOS’를 생성하여 전송받은 데이터를 관
리하며, 관리자가 승인하기 전까지 이용자들은 원문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림 6-2] OSOS 성과입력 시 S-Space 연동 신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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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2016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가. 개요
2016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크게 홈페이지 개편과 DSpace 버전 업그레이
드로 나눌 수 있다.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기기
에 구애받지 않고 S-Spa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에 탑재되었던
DSpace 1.7.2 버전을 5.5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DB 마이그레이션을 같이
진행하고, S-Space에서 사용 중인 기능들도 버전에 맞춰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5년 만에 진행된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여 콘텐츠 관
리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변화하는 학술정보 유통 환경에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추진 경과 및 소요예산
•S-Space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계획 수립: 2016. 9. ~ 10.
•S-Space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추진: 2016. 12. 1. ~ 2017. 2. 10.
- 개발업체: ㈜아르고넷
- 소요예산: 19,800천원
•서비스 가동: 2017. 3.

다. 개발 내용
개발 사항은 크게 DSpace 버전 업그레이드와 홈페이지 개편이었다. S-Space는
2011년 1.4.2에서 1.7.2로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후 5년 만에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
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5.5 버전의 DSpace를 탑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DB의
마이그레이션과 사용 중인 기능들도 버전 업그레이드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
다. 대상 기능은 SRnD30) 연계, 중복데이터 확인 및 처리, 컬렉션 별 일괄승인, SSO
연계, E-People 목록, OpenAPI 확인 기능 등이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 지원할 수

30) 서울대학교 연구행정통합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OSOS가 SRnD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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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OAI(Open Archive Initiative) 프로토콜31) 을 통해 데이터 유통을 개선하
고 Google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SEO32) 를 향상시켰다. Google에서는 OAI 프
로토콜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가져왔으나 기관리포지터리의 DC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
지 않아 메타데이터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아래의 [그림 6-3]은
S-Space에 구축된 아이템의 메타데이터 소스로 ‘meta name’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들이 Google로 보내는 항목이다. 특히 기존에는 원문파일의 URL을 제공할 수 없었
으나 DSpace와 Google의 협의를 통해 ‘citation_pdf_url’ 항목이 생성되었다.

[그림 6-3] Google 검색 향상을 위한 SEO 개선

그리고 검색엔진 SOLR가 도입되어 한글-한자 교차 검색기능이 강화되고, 검색
결과 내에서 다양한 패싯을 지원할 수 있다. 패싯은 저자, 주제어, 발행일을 기준으로
생성된다.

31) 기관리포지터리와 같은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국제 통신 기준
32) Search Engine Optimization(검색엔진 최적화)의 약자로 검색엔진에 도달하는 트래픽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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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SOLR 검색엔진 도입을 통한 패싯 지원

홈페이지 개편은 반응형 웹을 구축하여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
근 가능한 UI를 제공하였다.

[그림 6-5] S-Space 홈페이지(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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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콘텐츠 구축 및 이용분석
6.3.1. 콘텐츠 구축
S-Space에 구축된 콘텐츠는 [표 6-1]과 같으며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학위논문은 수집하지 않았으며 학내간행물의 수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S-Space 자료유형별 콘텐츠 구축 현황
(2016. 12. 31. 기준)

구분

2008~
2010

학위논문

40,697

242

2

0

0

0

0

40,941

학술지 논문

7,152

600

1,996

1,227

433

137

129

11,674

학내간행물

13,451

934

1,035

785

6,592

765

1,662

25,224

컨퍼런스

737

23

59

292

38

16

47

1,212

기타

582

31

79

16

24

12

7

751

합계

62,619

1,830

3,171

2,320

7,087

930

1,845

79,80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학위논문은 S-Space를 가동한 직후부터 2010년까지 4만여 건의 학위논문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고, 초록을 텍스트 파일로 생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URL을 링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오픈액세스라
는 S-Space의 기본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2년 이후에는 업로드를 중
단하였다.
학내간행물 콘텐츠 구축은 단과 대학과 150개 이상의 연구소 등 각각의 기관이 산
발적으로 관리하던 자료들을 중앙도서관에서 원문으로 구축하여 보존·서비스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2012년 이후 학내간행물 수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
고, 특히 2014년에는 2013년 말에 시작한 학내간행물 구축 사업을 통해 『Journal
of Korean Law』, 『지리학논총』 등 17종의 학술지를 구축하였다. 학내 전 기관에 공
문을 보내 원문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학술지 논문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업적물로 출판사의 오
픈액세스 정책에 따라 출판사 버전의 PDF 원문 파일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CCL에 동의한 논문, 오픈액세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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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서비스를 허락하는 post-print 형태의 논문은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DOI33) 를 메타데이터에 추가하여 이용가능한 주소를 제공하고 있
다. 학술지 논문과 컨퍼런스 자료는 주로 OSOS와 SRnD를 통해 연동된 데이터나 교
수 개인이 본인의 연구업적물을 등록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축되고 있다.
S-Space에 구축된 자료는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
로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다. 오픈액세스를 기본으로 하지만 교수가 OSOS나 SRnD
를 통해 제출하는 학술논문은 Elsevier, Wiley, Springer와 같이 서비스를 허락하
지 않는 대형 출판사에 게재된 논문이 많기 때문에 원문파일의 서비스를 비공개 처리하
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비율을 아래 [표 6-2]에서 살펴보면 시스템 가동 초반기에
는 학위논문의 구축에 치중하여 메타데이터만 서비스하는 자료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학내간행물 등 원문파일의 구축에 집중하여 원문파일을 서비스 할 수 있
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6-2] S-Space 원문 및 메타데이터 구축 현황
(2016. 12. 31. 기준)

연도
구축 건수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Full-Text 건수
(%)

17,049
(27)

1,268
(69)

1,532
(48)

1,500
(65)

6,856
(97)

834
(90)

1,745
(95)

30,784
(39)

메타데이터 건수
(%)

45,570
(73)

562
(31)

1,639
(52)

820
(35)

231
(3)

96
(10)

100
(5)

49,018
(61)

합계

62,619

1,830

3,171

2,320

7,087

930

1,845

79,802

※ 메타데이터는 원문(Full-Text)이 없는 경우임

학내간행물은 대학 내 48개의 기관에서 발행한 67종의 간행물을 S-Space에 업로
드하였다.

33) Digital Object Identifier의 약자로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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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S-Space 학내간행물 구축 현황
(2016. 12. 31. 기준)

번호

저널 타이틀

발행기관

발행연도

건수

1

간호학의 지평

간호과학연구소

2004~2016

135

2

Seoul Journal of Business

경영대학

1995~2015

180

3

경영논집

경영연구소

1967~2009

912

4

경영사례연구

경영연구소

1977~2009

241

5

경영정보논총

경영정보연구소

1991~2009

181

6

Seoul Journal of Economics

경제연구소

1988~2016

583

7

경제논집

경제연구소

1962~2016

1,018

8

가르침과 배움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2012

298

9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작

교수학습개발센터

10

아시아교육연구

교육연구소

2000~2015

561

11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교육종합연구소

1991~2015

175

12

교육연구와 실천

교육종합연구소

1976~2015

491

13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연구소

1994~2016

433

14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국제대학원

1995~2016

250

15

국제지역연구

국제대학원

1992~2016

583

16

세계정치

국제문제연구소

2007~2015

126

17

지리학논총

국토문제연구소

1970~2014

399

18

지리학논총 별호

국토문제연구소

1985~2006

63

19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8~2014

283

20

규장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76~2014

382

21

한국문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0~2015

713

22

열린지성

기초교육원

2005~2009

175

23

노사관계연구

노사관계연구소

1990~2007

186

24

독일어문화권연구

독일어문화권연구소

1992~2015

282

25

동아문화

동아문화연구소

1963~2015

410

26

동양음악

동양음악연구소

1977~2015

296

27

라틴아메리카 이슈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09~2015

125

28

웹진 트랜스라틴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08~2016

478

29

이베로아메리카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0~2016

419

30

러시아연구

러시아연구소

1992~2016

481

3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명예교수협의회

2005~2014

225

32

미국학

미국학연구소

1977~2016

411

33

Journal of Korean Law

법학연구소

2001~2015

206

34

법학

법학연구소

1959~2016

2,10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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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널 타이틀

발행기관

발행연도

건수

35

불어문화권연구

불어문화권연구소

1991~2015

248

36

비교문화연구

비교문화연구소

1993~2016

244

37

Korean Social Sciences Review
(KSSR)

사회과학연구원

2011~2014

54

38

한국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원

1979~2011

583

39

Development and Society

사회발전연구소

1972~2016

401

40

서울대학교요람

서울대학교

1965~2008

27

41

수목원 연구보고

수목원

1976~2015

124

42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소

1964~2016

361

43

어학연구

언어교육원

1965~2016

1,257

44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영어영문학과

2002~2015

116

45

영학논집

영어영문학과

1976~2016

323

46

외국어교육연구

외국어교육연구소

1998~2015

132

47

Seoul Journal of Medicine

의과대학

1960~1995

1,226

48

의과대학연보

의과대학

1985~2004

13

49

인문논총

인문학연구원

1976~2015

615

50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일본연구소

2015~2016

17

51

일본비평

일본연구소

2009~2016

172

52

조형

조형연구소

1976~2008

173

53

조형아카이브

조형연구소

2009~2011

26

54

종교와 문화

종교학과

1995~2015

257

55

종교학연구

종교학과

1978~2012

196

56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중앙도서관

2000~2016

163

57

증권금융저널

증권금융연구소

2002~2003

12

58

철학논구

철학과

1972~2015

424

59

철학사상

철학과

1991~2016

629

60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통일평화연구원

2013~2016

57

61

통일과평화

통일평화연구원

2009~2016

118

62

Asia Design Journal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4~2011

65

63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소

1987~2016

540

64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행정대학원

1986~2015

417

65

행정논총

행정대학원

1963~2016

1,587

66

환경논총

환경대학원

1974~2016

512

67

환경과 안전지킴이

환경안전원

2008~2009

52

48기관 67종 25,0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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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콘텐츠 이용
S-Space의 자료유형별 다운로드 건수는 아래 [표 6-4]와 같다. 학위논문은
S-Space 전체 콘텐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다운로드 건수는 낮다.
이는 학위논문의 메타데이터만 업로드가 되어 있고, 원문파일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미 원문이 서비스 되고 있어 중복으로 업로드하
지 않기 위한 조치였지만, 학위논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원문파일이 직접 서
비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내간행물은 원문파일을 충실히 수집하여 업로드함으로써 S-Space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의 다운로드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
승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말부터 이루어진 학내간행물 구축사업을 통해 원문파일이
구축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8월 도입한 Primo를 통해
S-Space의 자원이 통합 검색된 것도 자료 이용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표 6-4] S-Space 자료유형별 다운로드 현황
(2016. 12. 31. 기준)

자료 유형

연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학위 논문

45,072

19,270

567

695

836

1,426

2,183

70,049

학술지 논문

138,644

120,305

236,716

283,825

315,383

402,374

512,651

2,009,898

학내 간행물

401,119

261,662

586,713

895,158 1,198,356 2,447,561 3,119,425

8,909,994

컨퍼런스

51,199

37,185

44,891

47,868

70,544

104,769

114,315

470,771

기타

24,674

6,167

14,152

23,422

24,624

42,738

51,911

187,688

합계

660,708

444,589

883,039 1,250,968 1,609,743 2,998,868 3,800,485

11,648,400

연도별로 뷰(View)와 다운로드(Download) 건수를 비교해보면 [그림 6-6]과 같
다. 뷰는 S-Space의 페이지를 클릭한 건수이고 다운로드는 원문파일을 다운받은 건
수로, 2015년부터 다운로드 건수가 뷰 건수를 앞서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메타데
이터만 구축된 데이터가 많아 뷰의 건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 다운로드 건수가 현저히
낮았다. 학내간행물 데이터의 구축은 다운로드 건수의 상승과 S-Space 사이트의 신
뢰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Primo에서 검색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
료가 많이 노출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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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ace의 전체 콘텐츠 중 원문이 이용 가능한 30,784건을 대상으로 누적 다운
로드 건수를 나누어 계산하면 건당 평균 378회 다운로드 되었고, 전체 구축 건수를 대
상으로 누적 뷰 건수를 나누어 계산해보면 건당 평균 19,633건이 이용되었다. 이는
S-Space가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업적물이 전 세계에 이용되고 인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6] S-Space 연도별 뷰/다운로드 건수

6.4. 향후 계획
S-Space는 서울대 기관리포지터리로 전 세계 많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 자료 수집과 서비스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시스템 가동 초기 구
축하다가 중단하였던 학위논문의 원문을 구축하고, 학내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간행물
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가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잘 검색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비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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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학위논문 원문 구축
학위논문은 S-Space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이지만 이용률은 굉
장히 낮다. 학위논문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dCollection34)에 구축된 학위
논문 중 CCL35)에 동의한 자료를 선별하여 S-Space에 구축하고자 한다. dCollection
에서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CCL 동의 조건은 아래 [표 6-5]와 같다. 6개의 조건
중 하나만 선택되어 있다면 S-Space에 원문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 6-5] CCL 동의 조건
구분

CCL 조건

표기 방법

CC 조건 의미

1

BY
저작자 표시

저작자(출처) 표기

2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변경은 불가함

3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4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5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변경 불가함

6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출처)를 표기해야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34) KERIS에서 운영하는 논문제출시스템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학위논문을 dCollection에 제출하여 관리
하고 있음
35)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조건을 미리 제시해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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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에 구축된 학위논문 중 CCL 동의를 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구축된 원문은 S-Space 이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6] CCL 조건에 동의한 학위논문 건수
연도
자료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석사 학위논문

724

1,970

2,450

2,253

2,290

9,687

박사 학위논문

351

818

1,093

1,079

1,246

4,587

1,075

2,788

3,543

3,332

3,536

14,274

합계

6.4.2. 학술정보 유통 개선을 위한 데이터 정비
S-Space는 2016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통해 반응형 웹 구축과 함께
DSpace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S-Space는 구축된 데이터가 Google에서
검색되어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데 기존의 낮은 DSpace 버전에서는 Google에서 요
청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었다.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Google에서 요
청하는 형식으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그 전에 구축된 7
만 9천여 건의 데이터는 변경된 조건에 맞춰 데이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
은 Citation 항목에 구축된 학술논문의 수록정보를 분석하여 패턴을 확인하고 학술
지의 타이틀, 권, 호, 페이지 정보 등을 나누어 데이터를 저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oogle을 통한 자료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인용
이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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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학술정보 유통을 위한 데이터 정비

6.4.3. 학내간행물 수집 및 서비스
학내간행물은 현재 67종의 간행물이 S-Space에 수집되어 서비스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67종의 저널 중 새로 발행되는 이슈들의 수집 및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신규 저널도 추가적으로 모을 것이다. 또한 저널의 경우 학술지 유통업체인
누리미디어나 한국학술정보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경우가 있어 S-Space의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다. S-Space는 저작권자나 발행기관으로
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S-Space에서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으로 다른 곳에서 서비스되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 다만, 학내 기관에서 유통
회사들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 없어 계약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저작권 문제
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 기관들의 간행물들, 예를 들어 백서나 발전계
획 등도 S-Space에 수집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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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
Rosetta 운영

7.1. 개요
Alma 가동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SOLARS에 등록되어 있던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ExLibris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고문
헌, 학위논문, 학술행사 VOD 등 16개 콘텐츠 유형의 원문을 분석하고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존 디지털 콘텐츠는 2002년 전자도서관 운영에 이어 2006년
SOLARSⅢ에서 통합 운영되었는데, 디지털 콘텐츠 유형을 계속 추가하여 업로드하면
서 경로가 복잡해졌다. 또한 SOLARS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었던 MARC 데이터와 서
울대학교에서 확장 개발한 XML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존 뷰어들이 노후화로 인해 최신 정보 환경
을 지원하지 않아 이용자 서비스에 불편함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고문헌 자료 같은 디
지털 콘텐츠를 플러그인 방식인 DjVu 뷰어로 제공하는 경우 설치 과정에서의 불편함
이 있었으며, 모바일 서비스 지원도 불가능하였다. 학술행사 VOD 디지털 콘텐츠의 경
우 Microsoft사에서 2015년 7월 이후 Window Media Player 뷰어의 DRM 시스
템 서비스를 중단하여 더 이상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각
각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시대에 부합하는 뷰어의 개편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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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osetta 도입
7.2.1. 개요
Alma는 2015년 도입 당시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Alma-D는 개발 중이어서, 서울대학교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였다. 2014년 9월 Alma
가동을 위한 합의서에서 ExLibris사가 디지털 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Alma-D
가 개발되기 전까지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고, ExLibris사는 Digitool과 Rosetta
두 개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Digitool의 경우 업그레이드와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므로 Rosetta 도입 계약을 같은 해 12월 24일 체결하게 되었다.
Rosetta는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을 기
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오디오, 비디오와 문자 콘텐츠를 포함한 많
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고 고품질의 콘텐츠 보존을 위하여 다
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7.2.2. 도입 경과
Rosetta 도입 경과는 다음과 같다.
•Alma 가동 지원을 위한 합의서 작성: 2014. 9. 23.
- ExLibris사 Digitool, Rosetta 제안
•Rosetta 운영 서버 및 사양 검토: 2014. 10.
•Rosetta 서버 구매: 2014. 11. 20.
- 디지털 콘텐츠 자료 관리 및 서비스용 장비 구입
•기존 디지털 콘텐츠의 Rosetta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회의: 2014. 12. 17.
-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마이그레이션 범위 확인
- Rosetta 업무 흐름별 환경설정 및 콘텐츠 매칭 작업 등 협의
•Rosetta 도입 계약 체결: 2014. 12. 23.
•Rosetta 도입 Kick-off 회의: 2015. 1. 30.
- Rosetta 프로젝트 팀 역할 및 교육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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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tta 구축 일정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 논의
•Rosetta 교육 실시: 2015. 3. 30. ~ 2015. 4. 3.
- 참석자: 디지털도서관팀 및 고문헌자료실
ExLibris 본사 니르(Nir Sherwinter) Rosetta 프로덕트 매니저, 티모시
(Timothee Lecaudey) 프로젝트 매니저
•Rosetta 시스템의 운영체제 서브 스크립션 연장: 2015. 12. 8.
- 중앙도서관 DAM(Dgital Asset Management, 디지털 자원관리)를 위한
Rosetta 시스템의 운영체제(OS) 서브 스크립션 연장
- Rosetta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 업그
레이드 지원(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3 copies)

7.3. Rosetta 특성
7.3.1. 데이터 모델 및 업무 흐름
Rosetta는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PREMIS 36) 에서 정의한 데이터 모델과 용어사전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업무 흐름이 개발
되었다.
데이터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비트스트림(Bit-Stream), 파일(File), Representation
(이하 REP), Intellectual Entity(이하 IE)로 구성되어 있다. 비트스트림은 파일을
이루고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으로서 독립 실행형 파일로 전환이 어려운 단위이다. 이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파일은 운영 체제가 인식할 수 있는 바이트의 구성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파일은 한 개 이상이 모여 하나의 REP이 되며, REP은 IE의 변환에 필
요한 구조적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IE는 디지털 자원 오브젝트를 뜻하며 최소
한 하나 이상의 REP으로 구성된다.

36) PREservation Metadata: Implementation Strategies의 약자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한
국제 워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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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Rosetta 데이터 모델

책으로 비유하자면 책의 한 페이지에 있는 글자들이 비트스트림이고, 한 페이지는
파일에 해당한다. 각각의 페이지들이 모여 하나의 장인 REP을 이루게 되고 이 장들이
모여 결국 한 권의 책인 IE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때 Persistent Identifier(이하
PID)라는 고유 식별번호가 IE마다 부여되는데, 이는 다른 위치나 컬렉션으로 이동하
더라도 IE가 존재하는 한 변동되지 않는 영구번호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구조와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Deposit(콘텐츠 업로
드), Preservation(보존), Delivery(이용)으로 구분된다. Deposit은 디지털 콘텐
츠를 업로드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콘텐츠의 메타데이터가 작성되고 그
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첨부되어 IE를 생성한다. 구축된 콘텐츠는 Rosetta의 보존
모듈로 이동하여 저장되는데 이때 시스템에서는 SIP(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이라는 정보패키지를 생성하여 전송한다. 보존 모듈에서는 제출된 정보들
에 대한 시스템 내부의 검증과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AIP(Archival Information
Package)라는 보존용 정보패키지를 생성한다. 이때 AIP는 METS37) XML의 형식으
로 저장된다. 보존 모듈에 저장된 정보는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시스템
Primo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작업을 Publishing이라고 하며 이때 보내지는 정보의
패키지를 DIP(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라고 한다.

37) 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의 약자로 디지털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전송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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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Rosetta 업무 흐름

7.3.2. Rosetta 구성 및 기능
Rosetta는 사용자의 권한과 활동의 종류에 따라 Deposit, Management,
Administration 세 개의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7-3] Rosetta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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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에서는 메타데이터 입력, 파일 업로드 등 콘텐츠를 수집하는 제반의 업무
를 진행한다. Rosetta에서는 더블린 코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가 작성되는데, 콘텐
츠의 특성에 맞게 입력할 메타데이터 항목을 만들어둔 템플릿으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술행사 VOD는 ‘학술행사(디지털도서관팀)’이라는 생산자를 선택하
여 IE Entity Type을 AcadEvent로 선택한 ‘학술행사’라는 템플릿으로 업로드한다.
이렇게 생산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는 운영 서버로 이동되고, 운영 서버 안에서 SIP 처
리를 하게 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콘텐츠를 반환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업로드된 콘
텐츠를 승인하여 영구 저장하게 된다.

[그림 7-4] Deposit 페이지-학술행사 VOD 업로드 예시

Management는 로그인하면 Deposit, Submission, Preserved 세 개의 칼
럼으로 구분되어 있다. Deposit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Submissions에서는 수집된 콘텐츠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Preserved에서
는 콘텐츠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 칼럼과 관계된 통계, 차트 등 시각화
된 위젯이 제공되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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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Management 페이지 화면

Deposit 칼럼에서의 기능은 앞서 설명한 Deposit 페이지에서의 기능과 같다.
Submissions 칼럼에서는 SIP와 관련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중이거나 완료
된 SIP 작업 과정이나 그에 따른 기술 통계 등을 확인한 후 에러 발생 여부와 원인도 필
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다. Preserved 칼럼에서는 영구 보존된 IE를 검색할 수 있다.
고급 통계 기능을 활용하여 각종 조건에 따른 쿼리를 만들어 원하는 IE를 편리하게 검
색할 수 있고, 해당 IE 메타데이터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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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Submissions 칼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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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Preserved 칼럼 화면

Administration 페이지에서는 Rosetta의 제반 환경설정을 할 수 있다. Delivery
항목에서 업로드된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 설정, IE Delivery 규칙 설정, 뷰어
와 데이터가 저장된 리포지터리의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Rosetta 일반 설정과
개별 세부 항목 설정을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뷰어와 환경을 정할 수 있다.

[그림 7-8] Administration 페이지-Delivery 규칙 설정

176

제7장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 Rosetta 운영

7.3.3. 콘텐츠 이용
승인된 콘텐츠는 Publishing 모듈을 통해 Primo로 전송된다. 이때 Rosetta
Delivery 관리 모듈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한 IE의 PID를 기준으로 검색 작업을 처리
하게 된다.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공개범위에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검토한 후,
Delivery 규칙 관리에 따라 콘텐츠의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상세정보, 뷰어를 선정하
여 제공한다.

[그림 7-9] 콘텐츠 이용을 위한 Rosetta 프로세스

예를 들어 이용자가 Primo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보’라는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
할 때, 이 콘텐츠는 전체공개 자료이므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Delivery 규칙에 따라
‘서울대 간행물’인 자료는 IA Book Reader라는 뷰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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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Primo에서 Rosetta 전체공개 콘텐츠 이용 예시

또한 Rosetta에서는 컬렉션 계층구조를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콘텐츠의 특성
에 따라 계층관계를 세분화하여 I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홈페이지에서는 디지
털 콘텐츠를 컬렉션으로 구분하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Rosetta에서 생성한 계
층구조에 따라 디스플레이 된다.
만약 자료가 비공개 자료이면 Primo에서 서지 레코드를 검색할 수는 있으나, 이용
하려 하면 비공개 자료라 뷰어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는 화면이 제공된다. 예
를 들어 ‘정책 & 지식 포럼’이라는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 콘텐츠 중 비공
개인 콘텐츠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되며, 콘텐츠를 선택하면 Delivery 규칙에 따라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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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Primo에서 Rosetta 비공개 콘텐츠 이용 예시

[그림 7-12] 디지털 컬렉션 구성 및 Rosetta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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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7.4.1. 개요
Alma 도입과 함께 기존 SOLARS 서버에 있었던 디지털 콘텐츠를 Rosetta 서버
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별로 특성화 페이지를 운영하여
관리의 이원화되었던 부분을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방대
하여 한 번에 이관하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2015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된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컬렉션을 이전
하기로 하였으며, 이관 전까지 디지털 콘텐츠는 기존 특성화 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하
였다. 디지털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선행하여 기
존의 데이터를 재점검하고 정제된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7.4.2. 추진 경과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 2015. 5. 12. ~ 25.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 추진 기본 계획 수립: 2015. 6. 4.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 추진 기본 계획 변경: 2015. 6. 19.
- 주요 컬렉션(고문헌, 학술행사VOD) 중심으로 1차 사업 추진
- 학위논문 원문은 dCollection으로 이관
- 기타 컬렉션은 이후 단계별로 사업 진행
•1차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 계약 체결: 2015. 7. 8.
- 사업기간: 2015. 7. 8. ~ 2015. 8. 31.
- 계약업체: ㈜이도아이티
- 대상자료 및 물량
·고문헌 원문파일 518,265건, 메타 142,982건
·학술행사VOD 원문파일 6,307건, 메타 6,307건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추진 기본 계획 2차 변경: 2015. 11. 30.
- 서울대 및 기타 간행물 컬렉션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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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tta 뷰어에 맞추어 양면파일을 단면파일로 재보정
- 1차 사업 후 변환대상 파일 경로 오류 및 누락 페이지 재정비 등
•2차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 계약 체결: 2015. 12. 7.
- 사업기간: 2015. 12. 7. ~ 2016. 2. 12.
- 계약업체: ㈜이도아이티
- 대상자료 및 물량: 서울대 및 기타 간행물 원문파일 58,773건, 메타 4,103건
•Rosetta 마이그레이션 업무 협의회 개최: 2016. 5. 12.
- 참석자: 디지털도서관팀 및 고문헌자료실(주성희 팀장 외 10명)
ExLibris(티모시 외 3명)
- 협의내용: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후속 작업, Rosetta/Primo 검색
관련 이슈 분석 및 방안 마련
•3차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 계약 체결: 2016. 11. 14.
- 사업기간: 2016. 11. 14. ~ 2017. 2. 10.
- 계약업체: ㈜이도아이티
- 대상자료 및 물량
·디지털사진관 원문파일 3,357건, 메타 3,357건
·대학신문 원문파일 84,986건, 메타 84,895건
·음악자료 원문파일 6,934건, 메타 5,607건
·대학사료 원문파일 25,367건, 메타 25,349건

7.4.3. 준비 작업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SOLARS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관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관 준비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SOLARS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고 이중 관리되고 있
는 파일 형식을 통합하고 데이터 파일을 변환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Rosetta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하고 뷰어를 연동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이관을 위해 먼저 고문헌, 학위논문, 학술행사 등의 원문
분석 및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2년 전자도서관 운영에 이어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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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SⅢ에서 통합 운영되었던 디지털 콘텐츠는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복잡한 경로
로 구축되었고 파일 정보가 누락되거나 원본 파일 없이 서비스용 파일만 있는 콘텐츠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잡한 디지털 콘텐츠 형식을 재정비하고, SOLARS에 구축
되어 있는 MARC 데이터와 서울대학교에서 확장 개발한 XML 데이터를 더블린코어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뷰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뷰어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질 경우
Alma-D에서도 뷰어를 커스터마이징하게 되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기존 뷰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Rosetta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체 뷰어를 원
칙적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컬렉션을 위해 외부 뷰어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웹 베이스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뷰어를 선택하였다.
이미지 및 책자 뷰어 가운데 DjVu 뷰어와 ezPDF 뷰어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 Rosetta 자체 뷰어 중 IA
Book Reader 뷰어로 대체하였다. 특히 DjVu 뷰어로 서비스되던 파일의 경우 보존
용과 서비스용 파일로 나누어져 있었고, SOLARS에서 설정한 복잡한 경로 때문에 보
존용 파일이 누락된 채로 서비스용 파일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보존용이 없을
경우 서비스용 파일을 마이그레이션하였다. IA Book Reader 뷰어는 JPG 포맷에 최
적화되어 있었으므로 DjVu 포맷 형식을 JPG 포맷으로 변환하였다. 학술행사 VOD
DRM의 경우 Windows 환경에서만 지원되고 2015년 7월 이후 Microsoft사에서
Window Media Player 뷰어의 DRM 시스템 서비스를 중단하여 새로운 뷰어가 필
요하였다. 그러나 자체 뷰어 중 적절한 뷰어가 없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JWPlayer 뷰어를 선택하였다.

7.4.4. 마이그레이션 추진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의 대상 파일과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이그레이션
회의를 통해 중요도 순서대로 이관 순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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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전체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대상 파일
(2016. 12. 31. 기준)

순
위

이전파일포맷
콘텐츠유형
보존용

서비스용

현재
파일포맷

원본
자료

데이터
형식

건수
(메타)

사업구분
(저장위치)

1

고문헌

JPG

DjVu

JPG

책자

XML

142,994

1차
(Rosetta)

2

학술행사

WAV
MPEG2

ASF

MP4

테이프
파일

XML

6,880

1차
(Rosetta)

3

학위논문

TIFF 400dpi

PDF

PDF

책자

MARC 113,765

1차
(dCollection)

4

서울대/기타
간행물

JPG
TIFF

PDF
DjVu

PDF

책자
파일

MARC
XML

4,100

2차
(Rosetta)

5

디지털사진관

TIFF 600dpi
JPG 600dpi
TIFF 4,000dpi

JPG

사진

XML

3,357

3차
(Rosetta)

6

음악작품

TIFF
JPG
WAV
MPEG2

PDF
ASF

JPG
MP4

악보
테이프

XML

11,011

3차
(Rosetta)

7

대학신문
(기사,사진)

JPG 600dpi

DjVu 600dpi

JPG

책자
사진

XML

86,606

3차
(Rosetta)

8

대학사료

JPG 400dpi
WAV
MPEG2

DjVu 400dpi
ASF

JPG

책자

XML

25,557

3차
(Rosetta)

9

학내간행물

TIFF 400dpi

PDF 400dpi

책자

MARC
XML

10 농학자료

JPG 600dpi
JPG 4,000dpi

DjVu 600dpi

슬라이드 XML

44,481

11 지리학자료

JPG 600dpi
JPG 2,000dpi

DjVu 600dpi

슬라이드 XML

3,105

12 미술작품

TIFF 400dpi
JPG 600dpi
WAV
MPEG2

PDF 300dpi
DjVu 600dpi
ASF

책자
필름

13 한국병합사료

JPG 600dpi
WAV
MPEG2

DjVu 600dpi
ASF

책자
테이프

XML

452

14 한국교육사고

JPG 400dpi
WAV
MPEG2

PDF 200dpi
DjVu 400dpi
ASF

책자
테이프

XML

513

15 의학자료

JPG 600dpi
JPG 4,000dpi

DjVu 600dpi

슬라이드 XML

50,654

16 곤충자료

JPG 72dpi

JPG 72dpi

표본

XML

1,979

14,549
추진 예정

합     계

XML

4,213
5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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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은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고문헌과 학술행사 VOD,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변환된 디지털 파일은 중
앙도서관에서 요청한 Network File System(이하 NFS)로 연결하였으며, 지정된
하위 디렉토리와 컬렉션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하였다. NFS는 네트워크 파일 체계를 지
칭하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사용자가 네트워크 상의 파일을 직접 연결된 스토리지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프로토콜이다. NFS는 특히 대용량의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
고 편리하게 업로드할 때 쓰는 방식이며, 한 번에 용량에 상관없이 100개씩 콘텐츠를
압축하여 업로드할 수 있다.
고문헌과 학술행사 VOD는 [표 7-2]와 같이 진행되었는데, 파일 변환은 자동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변환 완료된 원본은 변환 전 해상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하였다.
[표 7-2] 1차 마이그레이션 대상 콘텐츠
구분

메타데이터
형식
MARC

고문헌

학술행사
VOD

XML

XML

변환전 원문

건수

형식

변환후 원문

건수

형식

건수

사이즈(GB)

1,132

DjVu

3,856

JPG

317,198

295.06

139,147

DjVu

139,574

JPG

249,135

143.63

MP4

6,425

728.71

ASF

6,634
MP3

202

13.66

MP4

60

4.67

6,694

WMV

60

고문헌의 경우 최종 산출물은 JPG 형식이며, 하나의 콘텐츠에 다수의 페이지가 있
는 경우 각 페이지별로 JPG 파일을 생성하였다. 디지털 파일은 각 콘텐츠별로 나누어
파일 이름을 붙였는데, SOLARS 콘텐츠번호와 MOI 번호를 준용하였다.
학술행사 VOD의 경우 기본적인 항목은 고문헌 콘텐츠와 동일하며 최종 산출물은
VOD(영상)인 경우 MP4, AOD(음성)인 경우 MP3 형식으로 하였고, 만약 하나의 콘
텐츠에 다수의 VOD와 AOD 파일이 있는 경우 개별 파일로 구분하여 변환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 시스템인
dCollection으로 마이그레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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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1차 마이그레이션 변환 완료 파일 세부 내용
구축유형

원본자료

원문유형

변환전
TIFF 400dpi

고문헌

학술행사
VOD

책자

변환후
JPG 400dpi

DjVu
JPG
A4 600dpi
A4 600dpi
A3 400dpi
A3 400dpi
A2 300dpi
A2 300dpi
A1 200dpi
A1 200dpi
(경성제대) 300 dpi
(경성제대) 300 dpi

이미지

VOD

ASF, WMV

MP4

•Bitrate : 528kbps 이상
•Size : 320×240(4:3)
            576×320(16:9)
•Video Streaming Output

AOD

ASF, WMV

MP3

•Bitrate : 128kbps 이상
•Audio Streaming Output

동영상

2차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은 서울대/기타 간행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7-4] 2차 마이그레이션 대상 콘텐츠
메타데이터

변환전 원문

변환후 원문

구분
형식
서울대/
기타
간행물

MARC

건수

1,537

형식

건수

형식

건수

사이즈(GB)

DjVu

2,992

JPG

451,047

329.54

PDF

1,111

PDF

1,111

37.15

JPG

1

JPG

중복변환대상이라 삭제

기본적인 방식은 1차 마이그레이션과 동일하였으나, 데이터클리닝 과정에서 IA
Book Reader 뷰어와 맞지 않는 가로 형태의 자료가 많았으며 경로가 유실되어 재연
결해야 하는 파일이 많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보존 인력을 확
보한 후 자동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로 형태 자료를 별도로 추출한 후 단면 분할
하여 세로 형태의 자료로 만들고 경로가 유실된 파일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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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2차 마이그레이션 변환 완료 파일 기준
구축유형

원본자료

원문유형

변환전

변환후

TIFF 100~400dpi
서울대/
기타간행물

책자

이미지

DjVu 100~400dpi

JPG 100~400dpi

PDF 100~400dpi

3차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은 음악자료, 디지털사진관, 대학신문, 대학사료
컬렉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7-6] 3차 마이그레이션 대상 콘텐츠
메타데이터

변환전 원문

변환후 원문

구분
형식

건수

형식
ASF

음악자료

디지털사진관

XML

XML

건수

형식

사이즈(GB)

MP4

272

23.47

MP3

4,339

36.80

4,631

5,607

3,357

건수

PDF

2,303

PDF

2,303

61.81

CTL_JPG

3,357

JPG

3,354

6.01

DjVu

9,275

JPG

9,275

JPG

75,710

JPG

75,701

PDF

1

PDF

중복변환대상이라 삭제

DjVu

25,367

JPG

360,770

318.21
대학신문

대학사료

XML

XML

84,895

25,349

254.08

기본적인 방식은 1차 및 2차 마이그레이션과 동일하였으며, 음악자료 원문 6,914
건 메타 5,607건, 디지털사진관 원문 3,354건, 메타 3,357건, 대학신문 원문
84,976건, 메타 84,895건, 대학사료 원문 360,770건, 메타 25,349건이 마이그
레이션되었다. 이중 디지털사진관 파일은 새로 개발된 디지털사진자료관 서버에도 연
동되어 Rosetta와 동시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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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3차 마이그레이션 변환 완료 파일 세부 내용
구축유형

음악자료

원본자료

원문유형

변환전

변환후

VOD

ASF

MP4

•Bitrate : 528kbps 이상
•Size : 320×240(4:3)
            576×320(16:9)
•Video Streaming Output

AOD

ASF

MP3

•Bitrate : 128kbps 이상
•Audio Streaming Output

동영상

TIFF 400dpi
디지털사진관
대학신문
대학사료

이미지

JPG
Djvu

DjVu
    A4 600dpi
    A3 400dpi
    A2 300dpi
    A1 200dpi

JPG 400dpi
JPG
    A4 600dpi
    A3 400dpi
    A2 300dpi
    A1 200dpi

마이그레이션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와 반출은 Rosetta의 정의 Element를 추출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한다. 매핑룰 작
성 및 이미지 서버 디렉토리 룰을 지정한 후 데이터클리닝을 통해 정제된 메타데이터를
Rosetta 업로드를 위해 CSV 포맷의 파일로 작성하여 지정된 서버의 디렉토리에
CSV 파일과 zip 포맷 형식의 압축 파일을 올려 업로드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NFS
가 설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서버의 디렉토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 업로드를
Rosetta에서 자동으로 진행하며, 업로드가 끝나면 Rosetta 시스템 검수 모듈을 통
해 에러가 있는지 등을 검수한다. 이후 Rosetta Data Management에서 컬렉션 수
정 및 메타데이터 교정을 거쳐 Primo로 퍼블리싱하게 된다.

7.5. 향후 계획
기존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학내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내 기관 별로 2016
년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전시회 책자 등의 자료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수
집하고, 이후에도 기관별 컬렉션을 만들어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
하고 이에 대해 폭넓은 접근접을 제공할 것이다.
기존 SOLARS에서 제공되었던 디지털 콘텐츠 컬렉션 중 현재 8개 컬렉션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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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 컬렉션의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하여
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과 같이 데이터클리닝 작업 후 메타데이터를 정리하
고 누락된 경로의 파일을 보완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Rosetta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
정이다.
뷰어나 메타데이터 항목 등 Rosetta로 이관하면서 생긴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한
다. 특히 SOLARS에서는 단행본 등의 서지 레코드와 결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
하였기 때문에 따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서지 레코드의 관리만으로도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Rosetta에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서지 레코드와 분리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더블린 코어라는 메타데이
터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더블린 코어가 디지털 콘텐츠 기술방식으로 주목되고 있
지만 완전한 목록의 대체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규칙의 정비와 함께 폭넓
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마이그레이션 사업이 종료된 후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거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목록 규칙에 따른 작
성 방법을 통일하여 표준화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구축될 디지털 콘텐츠 종류와 새로운 콘텐츠 포맷의 특성에 부합하
는 형태의 뷰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최적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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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서지 데이터베이스
8.1.1.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관은 1980년부터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1989년 학술정보
전산화 장∤단기 계획 수립 후 1990년대 초기부터 전산화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소급
자료에 대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0~1994년까지는 1945
년 이후에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1995년부터는 1945
년 이전에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60여개 학과 및 연구소 산하의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였다.
2002년 SOLARSII 개발 이후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지
를 공유하여 소장사항을 여러 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하여 관리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1] 서울대학교 도서관 보유 서지 데이터베이스
(2016. 12. 31. 기준)

구분

중앙

사회
과학

경영

농학

법학

의학

치의학 국제학 수의학 규장각

건수

1,341,258

58,721

45,452

93,881

73,786

48,041

13,363 39,955

비율

63.4

2.8

2.1

4.4

3.5

2.3

0.6

1.9

10,553
0.5

학과/
연구소

47,748 344,111
2.3

16.3

합계
2,116,869
100

Alma 가동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SOLARS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3
차례 마이그레이션하여 Alma로 이관하였다. 서지 데이터베이스는 Alma에 이관할 때
이전 SOLARS에서 생성하였던 서지 레코드의 서지번호와 자료유형 등의 값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였으며, 자료유형의 값은 Primo에 원활한 색인 작업에 활용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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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도서관은 카드 목록을 사용하였던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참조카드(~보라
(see ~), ~도 보라(see also~))를 사용하여 전거제어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풍신
수길(豊臣秀吉)’은 ‘Toyotomi, Hideyoshi’를 보라, ‘파우스트’는 ‘괴테’도 보라를 사
용하여 자료를 안내해 주어 일관된 키워드 아래 모든 저작들이 저자목록에서 모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1년 9월부터 학술정보시스템 SOLARS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개
발업체인 ㈜한국컴퓨터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였
다. 전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거 기본표목을 사용하여 서지
표목을 통제하면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1993년 6월까지 생성된 전거 데
이터베이스는 국내서 외국인명 5,639건, 동양서 동양인명 3,096건, 총서명 6,884
건이었다. 이후부터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하여 관리하는 전거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2] 서울대학교 도서관 보유 전거 데이터베이스
(2015. 12. 31. 기준)

구분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주제명

합계

건수

449,694

28,413

3,784

33,832

62

515,785

비율

87.19

5.51

0.73

6.56

0.01

100

2015년 8월 Alma 가동을 위해 그동안 SOLARS에서 운영하였던 전거 데이터베
이스를 일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였다. 그러나 SOLARS에 구축된 전거 데이터베이
스는 복잡한 중복 오류가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거 레코드의 표목부를 추출하여 전
체 레코드를 점검하고, 1XX와 4XX 태그를 추출하여 중복된 표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비하였다. 008 태그의 입력 내용과 각 태그별 지시기호는 [표 8-3]~[표 8-4]와 같
이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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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Alma 이관을 위한 전거 레코드 008 태그 내용 정비
위치

데이터요소

입력 규정

적용 예

06

지리 구분

' ', d , l 이외의 부호

'n'

10

목록기술규칙

AACR2

'c'

12

총서의 형태

개인명(100)인 경우

'n'

13

총서번호 유무

개인명(100)인 경우

'n'

14

표목사용

기본표목/부출표목:1XX표목이
서지 레코드에서 기본/부출표목으로
사용 적합 여부

'n'

16

표목사용

총서명 부출표목

'a'

[표 8-4] Alma 이관을 위한 전거 레코드 태그별 지시기호 정비
구분

제 1 지시기호(First indicator)

100, 400 태그

0, 1, 3

110, 410 태그

0, 1, 2

111, 411 태그

0, 1, 2

130, 430 태그

제 2 지시기호(Second indicator)

0-9
(Number of nonfiling characters)

기존 SOLARS에서 표목이 중복된 전거 레코드의 경우 678 태그가 있는 것, 4XX
가 제일 많은 것, 전체 정보가 가장 많은 것(레코드 길이)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레코
드를 Alma로 이관하였으며, 유니코드 UTF-8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Alma의 전거 레코드 구축은 Alma 커뮤니티에 탑재된 LC 기반의 전거 레코드를
링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LC 기반의 전거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인명, 단체명, 총서명 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우리 도서관은 이전부터 자관의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관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
요하였다. Alma 도입 후 전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Alma 커뮤니티의 전거
레코드와 매번 연계해야 하고, 연계한 레코드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관의 전거레코
드를 만들어야 하며, 전거를 조회할 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KORMARC
으로 구축된 서지 레코드에서 전거 레코드를 만들 때 신규 생성과 수정이 원활하지 않
았다. 이를 위해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거 레코드 구축과 관련된 필요한 기능을 현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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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ExLibris사에 요청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일부 개선된 기능이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원활한 전거 레코드 구축을 위해 Alma에
계속적으로 수정·보완 요청이 진행되고 있다.

8.1.3. 향후 계획
우리 도서관의 지속적인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중앙도서
관 및 8개 분관의 목록담당자 간의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지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현안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
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상의 기능 개선 사항도 Alma에 반영하도
록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lma는 계약사항에 사용자 계정이 한정되어 있어 중앙도서관 및 분관을 제외한 학
과 및 연구소 자료실 담당자는 계정 발급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스
템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 지원을 위해 자료실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Alma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lma의 올바른
사용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품질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사용상의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편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 세계 Alma 사용자
그룹 간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활용이 편리한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내에서도 본관 및 분관 목록담당자 간의 협의체를 통해 전거 데이
터베이스의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거 검색에 있어서도
한글과 한자 검색 기능도 보완하여 검색의 정확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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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문헌
8.2.1. 개요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중요 고문헌(귀중도서, 조선근대신문, 창간호잡지, 탁본
등)를 2002년부터 디지털화하여 2006년까지 약 100만 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였다. 이후 고문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계속적인 디지털화는 중요했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였다.
2014년부터는 도서관에서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문헌 관리를 위한 국고출연금을 매년 6억씩 지원받고 있다. 이에 경성제국
대학 도서관 장서(이하 경성제대 컬렉션)를 비롯하여 고문헌자료실의 고도서 40만 책
에 대한 보존 관리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있는 고문헌은 발행
된 지 70여년 이상이 지나 지질이 약화되면서 자료의 파손 및 훼손이 점점 심화되고 있
으나,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산성지로 출판되어 있어 이용과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이에 자료의 파손 방지와 보존을 위해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디지털
화된 원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고문헌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였
으며, 지속 가능한 고문헌 보존 관리 기반을 조성하였다.

8.2.2. 추진 경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문헌자료의 디지털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014. 2. 25.
•2014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014. 8. 7.
•2014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 계약 체결: 2014. 10. 17.
- 계약기간: 2014. 10. 17. ~ 2017. 12. 8.
- 계약업체: ㈜누리미디어
- 소요예산 : 87,200천원
- 대상자료 물량
·조선총독부 간행물 수록 사진기록물 DB 구축: 42책 3,996면, 메타 3,9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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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성지실측도 DB 구축: 13책 981면, 메타 981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위논문 DB 구축: 265책 30,000면, 메타 1,627건
·탁본 원문 DB 구축 및 고도화 : 1,000면, 메타 1,000건
•2015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015. 3. 16.
- 2015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은 자체 인력 채용하여 추진
•2015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수행 인력 채용
계획 수립: 2015. 3. 17.
•2015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수행 직원 채용:
2015. 4. 1.
- 계약기간 : 2015. 4. ~ 2016. 2.
- 구축자료 : 고서 519책, 축자료 174점 총 59,588면
•2016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016. 1. 25.
•2016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수립: 2016. 1. 29.
•2016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6. 3. 1.
- 계약기간 : 2016. 3. ~ 2017. 2.
- 구축자료 : 고서 468책 76,454면

8.2.3. 구축 현황
2014년부터 추진하였던 경성제대 컬렉션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타기관에서 이미 구축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였으며,
기존에 구축하였던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열람에 부적합하거나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구축하였다.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와 한국과 관련된 국외
자료를 우선으로 구축하며, 열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자료는 보존처리와 동시에
디지털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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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은 외주업체와 자체 인력 채용으로 추진하였다.
외주업체에 의한 사업은 4개의 특정 자료로 일제강점기 한국 사회 연구를 위한 조선총
독부 간행물 수록 사진, 한반도 성곽조사에 있어 최초의 과학적·총제적인 조사물인 조
선성지실측도(朝鮮城址實測圖), 일제강점기 의학사 연구를 위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위논문, 국내 대표적인 금석문 컬렉션인 고문헌자료실 소장 탁본이다. 특히 탁본은
기 구축된 탁본 이미지가 해상도가 낮아 자료 식별이 어려웠고 누락 자료도 있어 고해
상도의 원문 DB로 재구축 하였다. 그 예로 황동묘표(黃洞墓表) 탁본의 기구축본과 신
규 구축을 비교해보면 [표 8-5]와 같다.
[표 8-5] ‘황동묘표(黃洞墓表)’ 탁본 기구축본과 신규 구축 비교
구분

기
구
축
본

크기

폭

높이

비고

300dpi

2.1cm

1.6cm

최대 사이즈
2.1cm * 1.6cm
(확대시 식별 곤란)

300dpi

20.3cm

15.5cm

신
규
320dpi

19.0cm

15.0cm

470dpi

19.0cm

15.0cm

구
축

원본 실측 사이즈
(19.0cm * 15.0cm)
유지
(확대시 식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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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성지실측도의 홈페이지 서비스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8-1] 조선성지실측도 서비스 예시(2014년)

자체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은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
하고 있으며 자료의 이미지 촬영과 보정, 메타데이터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다. 연도
별 주요 대상 자료와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에는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
會會議錄』, 『Dictionarium Latino-Coreanum』, 『An Enumeration of plants
hitherto known from Corea』, 『緬洋及緬洋事業硏究』 등 521책에 대한 디지털
화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朝鮮俚諺』, 『方言集』,
『隆熙三年韓國外國貿易要覽』 등 519책, 2016년은 『金剛三昧經論』, 『開城郡面誌』,
『Thriving Chosen, Im Lande der Morgenstille』, 『總督政治』 등 468책을 디지
털화하였다. 이러한 고문헌자료의 디지털 콘텐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고문헌 자료 컬렉션은 귀중도서를
비롯하여 10개의 컬렉션으로 [그림 8-2]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는 Rosetta 내에 고
문헌자료 컬렉션을 보여주기 위해 25개의 컬렉션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추가 디지털
콘텐츠에 따라 컬렉션이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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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고문헌 자료 컬렉션 페이지

[그림 8-3] Rosetta 고문헌 컬렉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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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향후 계획
고문헌자료실에서는 앞으로 40만 책의 고문헌 중 10%인 4만 책을 디지털화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고문헌의 원문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보존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고문헌에 대한 목록집과 해제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의 귀중한 자산인 고문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하
여 이용을 활성화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고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충
분했던 서지데이터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의
고문헌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8.3. 학술행사 VOD
8.3.1. 개요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연구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학술행사 중 학술적·보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디지
털화하여 VOD(Video on Demand)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서비스를 하
고 있다. 2002년부터는 전자도서관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학술행사 VOD는 콘텐츠
구축(멀티미디어) 사업으로 시작하여 외주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는 자체구축도 병행하였다.
주요 학술 강연이나 세미나 등은 일회성이 강하며 한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를 보존하고 고유하기 위해 강연과 세미나 등을 촬영하여 디지털화한
후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
어 2016년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했던 영상을
VOD로 구축함으로써 직접 방문하지 못한 학내 구성원이라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
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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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서비스 방법
학술행사 VOD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촬영팀과 촬영일자와 기타 사항
을 조정하여 접수한다. 세미나 또는 강연이 많은 때에는 동선과 중복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할 때는 강연자 동의서를 필수로 받고 있으며, 해당
행사의 팜플렛, 포스터를 제출받아 메타데이터 작성과 VOD 동영상 자막 제작에 활용
하고 있다.

[그림 8-4] 학술행사 VOD 서비스 동의서 양식

[그림 8-5] 학술행사 VOD 파일 제공 신청서 양식

학술행사 VOD는 공개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도 완전히 공개하거나 학
내 이용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수 있으나, 강연자와 공동주최기관의 접근
권한과 불특정 다수인 청중을 고려하여 완전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료인 경
우에 성격에 따라 학내이용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학술행사 VOD 서비
스를 신청할 때 강연자와 촬영 신청 기관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다.기존
에는 학술행사 VOD 특성화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Alma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 운영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학술행사 VOD 콘텐츠는 Rosetta로 이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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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후 특성화 홈페이지는 중단하였다. 현재 학술행사 VOD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에 컬렉션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로그인 하면 Primo를 통해 원문 이용이 가
능하다.

8.3.3. 구축 및 이용 현황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학술행사 VOD 콘텐츠와 연도별 구축 단가는 다
음과 같다.
[표 8-6] 학술행사 VOD 구축 및 이용 현황
구축단가(원)

신청건수(건)

구축분수(분)

사업
연도

촬영

편집

2011

1,800

2,000

96

96

12,312

12,312

465

2012

1,800

2,100

102

164

14,531

22,355

433

2013

1,800

2,400

374

425

21,656

25,895

510

2014

1,990

2,160

408

465

22,301

27,880

415

2015

2,260

2,120

309

328

20,428

22,385

352

17,892

2016

2,310

2,360

174

178

22,862

23,395

460

82,543

합계

-

-

1,463

1,656

114,090

134,222

2,635

340,275

구축건수
촬영

편집

촬영

이용건수

편집

239,840

※ 2014년도 이전 총 이용건수 SOLARS 통계 추출  

8.3.4. 향후 계획
학술행사 VOD는 2016년 말 현재 7,000여 건의 IEs를 구축하였으며 총
340,275건을 이용하였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학술행사를 VOD로 구축하
여 한시성이 강한 학술행사를 학내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 이용교육과 기타 교육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로 구축하여 신입생
OT나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모바일에서도 학술행사 VOD를 볼 수 있도
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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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학위논문
8.4.1. 개요
서울대 학위논문은 1998년부터 디지털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 서울대학교 석·
박사 학위논문부터 소급하여 TIFF로 구축한 후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99년부
터는 학위논문 책자를 PDF로 변환하였다. 2001년부터는 기존 TIFF도 PDF로 변
환하여 모든 석·박사 학위논문을 PDF로 서비스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는 신속
한 학위논문 제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자가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여 변환할
수 있는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모듈을 SOLARS에 개발하였고, 2006년 3월부터는
PDF DRM을 도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는 KERIS에서 운
영하는 dCollection 시스템을 통해 학위논문을 온라인으로 수집함으로써 학술정보가
생산됨과 동시에 유통되는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가적으
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통합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8.4.2. 추진 경과
학위논문 원문 구축 및 서비스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정보 통합 유통체계 시범대학 참여 요청: 2011. 8. 26.
- KERIS로부터 대학 생산 학술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유통을 위한 dCollection
시스템 참여 요청
•dCollection-SOLARS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2011. 9. ~ 2011. 10.
- KERIS에서 비용 지원받아 서버 구입 및 대출 정보 확인, 메타데이터 변환
반입 등 연계 기능 개발
- 개발업체: (주)퓨처누리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를 위한 dCollection 시스템 가동: 2011. 12. 23.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정: 2014. 11. 10.
- 저작권법에 따라 동의사항 및 의무사항을 구체화하여 서식 전부개정
•서울대 학위논문 dCollection 마이그레이션 사업 계획 수립: 2015. 7. 9.
•서울대 학위논문 dCollection 마이그레이션: 2015. 7 ~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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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 가동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SOLARS
에 구축한 학위논문 99,634건을 dCollection으로 마이그레이션
- 구축업체: 와이즈네스코
- 소요예산: 6,000천원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 지침」 개정: 2016. 6. 14.
- 서울대학교 학칙∤규정 일부 개정 및 학위논문 관리 방침 변경 반영

8.4.3. 서비스 방법

[그림 8-6]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2014. 1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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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 저작자로부터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자
료는 저작권법(제31조)에 따라 학내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1998년 이전의 학위
논문은 동의서가 없으며 이 자료는 학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1999년 이후의 학위논문은 저작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학내외에서 이용 가능하
다. 이 때 저작권 신탁, 특허 출원 등의 사유로 비공개∤공개유보를 신청한 학위논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위논문 전용 뷰어(ezPDF Reader)로 DRM을 적용하
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내용 복사를 할 수 없고 파일 저장하면 해당 컴퓨터에
서 7일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dCollection 도입 이후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시 제출자는 CCL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CCL 미동의 자료는 기존과 같이
전용 뷰어로 서비스되어 윈도우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CCL 동의 자료는 일반
PDF로 서비스되어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표 8-7] 학위논문 온라인 서비스 방법
발행연도

이용 동의

CCL 동의

서비스 범위

서비스 파일

모바일 이용

1948 ~ 1998

X

X

학내

ezPDF

X

1999 ~ 2011

O

X

학내외

ezPDF

X

O

X

학내외

ezPDF

X

O

O

학내외

PDF

O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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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구축 현황
서울대 학위논문의 발행연도별 원문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8] 발행연도별 학위논문 원문 구축 현황
시대 구분

발행연도별 구축 건수

합계
1948

1949

1

1

1940년대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3

7

37

102

15

41

112

83

172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52

319

332

430

291

440

555

839

475

53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564

490

702

640

769

770

727

743

659

41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2

1950년대
572

1960년대
4,372

1970년대
6,479

1980년대
917 1,339 2,088 1,262 1,851 2,143 2,527 2,038 2,270 2,364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8,799

1999

1990년대
2,527 2,578 2,536 2,743 2,957 2,858 2,968 2,916 3,028 3,32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8,435

2009

2000년대
3,495 3,367 3,078 3,145 3,348 3,381 3,553 3,507 3,475 3,47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3,819

2016

2010년대
3,513 3,540 3,789 3,750 3,688 3,445 3,583
연도미상

99

25,308
99

합계

117,885

8.4.5. 향후 계획
학위논문은 대학 고유의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도서관은 저작자
가 CCL에 동의한 학위논문에 대해 S-Space를 통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이용자는 서울대 학위논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률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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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학위논문 원문
파일에 대한 납본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납본에 대한 관련근거 및 목적은 [표 8-9]
와 같다.
[표 8-9] 학위논문 디지털 납본 관련 법령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관련근거

「도서관법」 제20조 2항

「국회도서관법」 제7조 4항 및 5항

시행일

2016년 8월 4일

2016년 12월 16일

내용

공공기관이 제작·발행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화

석·박사 학위 수여자의
학위논문 납본 의무화

목적

도서관자료의 영구 보존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2월 3일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
을 신설하여 도서관에 대해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을 의무화하였고, 위 조항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의 납본 또한 요청하고 있다. 또
한 국회도서관은 2016년 12월 16일 「국회도서관법」을 전부개정하고 새로이 시행하였
으며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④항에 따라 석·박사학위 수여자에게 학위논문 2부
와 디지털 파일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⑤항에 따라 기관장에게
학위논문의 납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보존 및 이용 편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활
용도가 높은 학위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서 서비스하여 두 기관의 이
용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공·대학·전문도서관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고유 콘텐츠를 특성화한다면 국가도서관과 공존하며 콘텐츠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은 KERIS 원문공유위원회를 통해 학위논문 디지털 납본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도서관은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개정하
여 5항에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명시하여 동의 조건 외 이용을 제한
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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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디지털 사진 원문 수집 시스템
8.5.1. 개요
디지털사진관 사이트(http://photo.snu.ac.kr)는 2006년부터 특성화 홈페이
지로 기존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Rosetta
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디지털
사진관 특성화 콘텐츠 사이트를 재개발하여 ‘디지털사진자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기록적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자료를 수집·열람함으로써 홍보
자료와 기록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8.5.2. 추진 경과
디지털사진 원문 수집 시스템 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사진 원문 수집 시스템 개발 사업 계획 수립: 2016. 11. 5.
•디지털사진 원문 수집 시스템 개발 사업 계약 체결: 2016. 12. ~ 2017. 2. 17.
- 개발업체: ㈜다루소프트
- 소요예산: 19,000천원
•서울대학교 학내 기관 발간자료 원문 수집 안내: 2017. 1. 16. ~ 2017. 2. 17.

8.5.3. 서비스 방법
새로 개발한 ‘디지털사진자료관’ 홈페이지에서는 강화된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사진
을 손쉽게 찾고, 기존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썸네일 이미지 파일을 클릭했을 경우 별도
의 뷰어 설치 없이 바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사진을 수집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사진 기증하기’ 메뉴를 신설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이 사진자료를 간편하게 기증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
이나 졸업생 등 다양한 신분과 소속의 사람들이 기증한 사진 자료는 카테고리 선정을
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한 후 승인하게 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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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디지털사진자료관 홈페이지 화면(2017. 2.)

기존 디지털사진관과는 달리 홈페이지 가입과 함께 슈퍼관리자가 타기관 담당자에
게 관리권한을 설정하여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때 그때 찍은 사진을 기증할 수 있는 점
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다.

8.5.4. 향후 계획
2016년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처 등 6개 기관에서 ‘디지털사진
관’이 보유한 4,346개의 사진자료를 이용요청을 하는 등 ‘디지털사진관’은 서울대학교
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자 기억집합소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서비
스와 더불어 자료 검증도 강화하여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홍보팀 등의 홍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고품질의 디
지털 사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Rosetta로 이관하면서 컬렉션 구성, 자료 보존 및
Primo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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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전산 기반 장비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신 전산 장비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에
서는 계속적으로 전산 장비를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
용자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며 중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9.1. 시스템 구성
2016년 12월 현재 중앙도서관 H/W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Unix 서버 4대
•가상화 시스템 1 Set(서버 4대, 스토리지 1대)
•윈도우즈 및 리눅스 서버 26대
•스토리지 6대
•백업장비 1대
•기타 장비: 항온항습기, UPS, 네트워크 장비 등
•PC, 프린터, AV 기기 등 870여 대

208

제9장 전산 기반 장비

[그림 9-1] 학술정보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구성도(2016. 12. 31.)

9.2. 전산 장비 현황
9.2.1. 서버
도서관의 서버는 크게 Unix 서버, 윈도우즈/리눅스 서버, 가상화 서버로 분류
할 수 있다. Unix 서버는 상대적으로 고성능이면서 안정적인 서버로 도서관은 예전
SOLARS DB와 홈페이지 운영 등 주요 시스템 운영을 위해 Unix 서버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리눅스 서버가 자체의 성능 및 안정성이 높아지고 Unix 서버에 비해 가격
도 저렴하기 때문에 점차 Unix 서버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도서관도 2015
년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Unix 서버를 리눅스 서버로 교체하여 도입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8월 클라우드 기반의 Alma 가동 이후 Unix
서버에서 학술정보시스템 부분이 제외되어 도서관에서 Unix 서버의 비중은 많이 줄어
든 상태이다. 그러나 Unix 서버는 이용자 데이터 관리와 기존 서비스 운영 용도로 사
용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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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Unix 서버 운영 현황
(2016. 12. 31.  기준)

모델명

메모리

CPU 수

Disk 용량

32GB

3GHz*1(8Core)

600GB

SUN T4-4

도입년도

용도
이용자 DB 서버

2013. 2.
32GB

〃

600GB

이미지 서버

SUN V490

8GB

1.8GHz*4

292GB

2007. 2.

웹서버(전자도서관)

SUN V490

8GB

1.8GHz*4

292GB

2007. 2.

학사DB 연동

홈페이지 재구축,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과 Rosetta의 도입 등으로 도서관에서
는 신규로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서버 대수가 증가하게 되었
다. 현재 리눅스 서버는 18대, 윈도우즈 서버는 8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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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 운영 현황
(2016. 12. 31. 기준)

모델명

도입년도

메모리

CPU수

Disk 용량

운영체제

용도

HP DL380p

2015. 2.

128GB

3.1GHz×2(20C)

600GB

RedHat

HP DL380p

2015. 2.

128GB

2.6GHz×2(28C)

600GB

〃

홈페이지
서비스(1)

HP DL380p

2015. 2.

128GB

2.6GHz×2(28C)

600GB

〃

홈페이지
서비스(2)

HP DL380p

2015. 2.

32GB

2.6GHz×2(16C)

601GB

〃

홈페이지 개발

HP DL380

2014. 12.

32GB

3.2GHz×2(16C)

600GB

〃

Rosetta
(데이터베이스)

HP DL380

2014. 12.

32GB

3.2GHz×2(16C)

600GB

〃

Rosetta
(애플리케이션)

HP DL380

2014. 12.

32GB

3.2GHz×2(16C)

600GB

〃

Rosetta
(스트리밍)

HP DL380

2017. 1.

64GB

2.6GHz×2(28C)

1200GB

CentOS

S-Space 서버

Dell R720

2013. 2.

32GB

2.6GHZ×2(16C)

600GB

RedHat

Proxy(학외이용)
서버

Dell R910

2011. 8.

32GB

2.6GHz×2

970GB

Win 2008

dCollection
(학위논문제출)

Dell R720

2014. 1.

16GB

2.5GHz×2(4core)

5TB

CentOS

통합로그 관리

IBM US X3650

2011. 6.

12GB

2.67GHz×2

270GB

Win 2008

모바일 열람증

Dell PE6850

2007. 7.

4GB

Dual  2.6GHZ×4

292GB

Win 2003

사고전서

Dell PE6850

2007. 1.

4GB

3GHZ×4

292GB

RedHat

Dell PE6850

2007. 6.

16GB

Dual 2.6GHZ×4

292GB

〃

PE1855_03

2005. 11.

4GB

3.2GHz×2

300GB

Win 2003

DLi APP

1.2TB

RedHat

검색 엔진

홈페이지 DB

백업 운영 서버
Metalib 서버

Dell R710

2010. 11.

24GB

2.6GHZ×2
(4Core)

PE1855_01

2005. 11.

4GB

3.2GHz×2

300GB

〃

검색엔진
(전자도서관)

PE1855_02

〃

〃

〃

〃

〃

색인 서버(구)

Dell R720

2015. 1.

256GB

2.6GHz 16core

12TB

ESXi 5.5.0

관정관 VDI

Dell R720

2015. 1.

256GB

2.6GHz 16core

12TB

ESXi 5.5.0

관정관 VDI

Dell R720

2015. 1.

256GB

2.6GHz 16core

12TB

ESXi 5.5.0

관정관 VDI

Dell R710

2015. 1.

128GB

2.3GHz 12core

12TB

ESXi 5.5.0

관정관 VDI

IBM x3650

2015. 1.

32GB

2.6GHz 8core

900GB

Win 2012

관정관 통합관리

IBM x3650

2015. 1.

32GB

2.6GHz 8core

900GB

Win 2012

관정관 통합관리

Intel S5000
PAL

2015. 1.

3GB

2.0GHz 2core

500GB

Win7
Enterprise

관정관 e-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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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가상화 시스템 서버 운영 현황
(2016. 12. 31. 기준)

모델명

도입년도

메모리

CPU수

Disk 용량

운영체제
Win2003 AS
〃

Dell R720
(VMSVR01)

Dell R720
(VMSVR02)

2013. 1.

2013. 1.

48GB

48GB

2.5GHz×6

2.5GHz×6

60GB
~
100GB

60GB
~
100GB

RedHat ES

2013. 1.

48GB

2.5GHz×6

저자기호/소장위치 제공

〃

고문헌 디지털 자료

CentOS

의학도서관(신규)

〃

의학도서관(신규)

RedHat ES

의학도서관(구)

〃

분관 홈페이지

48GB

2.5GHz×6

60GB
~
100GB

열람실 좌석현황
권장도서 100선 홈페이지

〃

PDF DRM(전자도서관)

〃

학술행사 전문 홈페이지

〃

대학신문 전문 홈페이지

CentOS

RedHat ES

2013. 1.

PDF DRM

〃

〃

Dell R720
(VMSVR04)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대학사료 전문 홈페이지

RedHat ES

60GB
~
100GB

E-Book

〃

Win2003 AS

Dell R720
(VMSVR03)

용도

웹 모니터링
사진원문수집 시스템
의학자료 전문 홈페이지

〃

기초교육원 웹진 운영

〃

곤충자료 전문 홈페이지

〃

디지털사진자료관

Win2003 AS

텍스트 DRM(eTL)

〃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

2005년 11월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Blade 서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서비스를 가
상화 서버로 운영하면서 시스템실 공간을 절약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서버별
자원을 재분배(CPU, 메모리, 용량 등을 할당 및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스템 속
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2013년 1월에 노후화된 Blade 서버를 교체하여 가상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212

제9장 전산 기반 장비

있다. 가상화 시스템은 서버 4대와 스토리지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 현재 23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화 시스템 물리적 서버 4대 중 1대 장애
발생 시에는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들이 자동적으로 다른 서버로 분산됨으로써 서비스
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입
하지 않고 가상화 서버를 추가 생성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림 9-2] 가상화 시스템 구성도

9.2.2. 스토리지
도서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각종 중요 데이터를 서버의 로컬
디스크(LocalDisk)가 아닌 스토리지(Storage)라는 안정적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토리지는 서버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서버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기
존 스토리지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여러 대 서버에 동시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서비스
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마다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스토리지 자체의 Mirror 또는 Raid 구성과 전원장치 등 주요 부품 이중화를
통한 높은 안정성과 장애 발생 시에도 서버 및 스토리지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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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아래와 같이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표 9-4] 스토리지 운영 현황
(2016. 12. 31. 기준)

모델명

도입년도

연결 방식

Disk 용량

용도

EMC VNX5300

2013. 2.

DAS  방식

10TB

메인DB  

Netapp FAS2552A

2014. 12.

NAS  방식

65TB

콘텐츠 저장용

Netapp FAS2554A

2014. 12.

NAS  방식

72TB

원격지 복제용

Dell EQL PS6100

2011. 12.

iSCSI  방식

12TB

통합 스토리지

Dell EQL PS6110X

2013. 2.

iSCSI  방식

8TB

가상화 시스템용

EMC DD670

2013. 2.

SAN  방식

70TB

백업용

2011년 도서관은 운영 서버의 디스크 잔여 용량이 부족하여 디스크 확장이 필요한
상태에 서버별로 디스크 추가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 통합 스토리지를 도입하게 되었다.
통합 스토리지를 도입함으로써 서버별로 필요한 용량만큼 할당하여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서버 교체 시 기존에 연결된 디스크를 재
할당할 수 있어 비용과 공간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통합 스토리지 도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입일자: 2011. 12. 3.
•소요예산: 44,000천원
[표 9-5] 통합 스토리지 도입 내역
구분

규격

수량

용도

스토리지

Dell EqualLogin PS6100E 12TB

1대

로그 및 데이터 저장용

스위치

PowerConnect(TM)

1대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구성

Solaris 5.10 지원용 iSCSI HBA

2개

웹서버 연결용

Redhat 4 지원용 single port iSCSI HBA

3개

리눅스서버 연결용

Gigabit Network Card

1개

윈도우서버 연결용

iSCSI 카드
네트워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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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스토리지는 6대의 서버에 연결하였고 연결 대상 서버 내역과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9-6] 통합 스토리지 연결 대상 서버
연결 대상 서버

모델명

수량

스토리지 용도

홈페이지 운영 서버

SUN V490

2대

웹로그 저장

S-Space 운영 서버

DELL PE6850

1대

S-Space 원문 데이터 저장

MetaLib 운영 서버

DELL PE6850

1대

로그 및 백업파일 저장
(2016년 6월부터 서비스 중단)

인터넷디스크 운영 서버

DELL PE6850

1대

데이터 저장
(2015년 1월부터 서비스 중단)

dCollection 운영 서버

DELL R910

1대

학위논문 원문 데이터 저장

[그림 9-3] 통합스토리지 시스템 구성도

2013년에는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교
체하였으며, 도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입일자: 2013. 2. 20.
•소요예산: 313,41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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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노후 스토리지 교체 내역
구분

규격

수량

용량

DB 저장용 스토리지

EMC VNX5300

1대

10TB

가상화시스템 스토리지

Dell EQL PS6110X

1대

7TB

백업용 스토리지

EMC DD670

1대

70TB

도서관은 디지털 콘텐츠 자료의 안정적인 저장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기
존 스토리지 교체와 디지털 콘텐츠의 유실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
고, 2014년에 아래와 같이 운영 스토리지 교체 및 원격지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
었다.
운영 스토리지 및 복제 시스템 도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입일자: 2014. 12. 23.
•소요예산: 145,970천원
[표 9-8] 운영 스토리지 및 복제 시스템 도입 내역
구분

규격

수량

용도

운영 스토리지

NetApp FAS2552A (가용량 39TB)

1대

디지털 콘텐츠
저장 및 서비스

원격지
복제 스토리지

NetApp FAS2554A (가용량 39TB)

1대

디지털 콘텐츠
원격 복제용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WS-2960X-24TS-L

1대

서버와 스토리지 연결

복제 솔루션

NetApp SnapMirror

2식

스토리지 데이터 복제

원격지 복제 시스템은 스토리지 2대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운영 스토리지 1대, 정보
화본부에 복제용 스토리지 1대를 배치하여 이중화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
텐츠를 안정적으로 저장하였고, 장애 복구 시 추가적인 장비 없이 IP 기반의 데이터 복
제를 통한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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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디지털 콘텐츠 원격지 복제 시스템 구성도

9.2.3. 기타장비
도서관 전산 장비는 시스템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CCTV를 통해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스템
실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항온항습기 2대와 정
전 상태에 대비한 UPS(무정전 전원 장치) 1대를 운영하고 있다.
[표 9-9] 기타장비 보유 현황
장비

모델명

도입년도

20R/T(상향식)

2001. 8.

20R/T(하향식)

2002. 8.

PTX-System 80

2005. 7.

항온항습기

UPS

용도
시스템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스템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정전 발생시
전원을 일정시간 공급

UPS는 정전 시 전원 공급을 위해 축전지(battery)를 포함하고 있으며, 축전지는
소모품으로 약 4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3년 5월 교체 이후 4년이
경과한 2017년에 축전지를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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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PC 및 프린터 관리
9.3.1. PC 및 프린터 현황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PC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10] 도서관 PC 현황
(단위: 대)

구분

직원 업무용 PC

수서정리과

34

정보관리과

52

행정지원팀

10

소계

96

이용자 검색용 PC

총계

357
453
357

도서관에서는 직원 업무용 PC 96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용은 학술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검색용, 멀티미디어 편집용, 문서편집용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PC와 프린터∤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9-5] 2층 정보검색실

218

[그림 9-6] 2층 로비 검색용 PC

제9장 전산 기반 장비

[표 9-11] 이용자 PC 용도별 현황
(단위: 대)

구분

층

자료실명

종류

용도

B2

1열람실
로비

PC
PC

검색용
검색용
검색용
국회도서관 전용
출력용
스캔용
출력용
스캔용
검색용
검색용
스캔용
스캔용

PC
정보검색실

북카페
신착 연속간행물실
2F
연속간행물실

프린터
스캐너
PC
PC
스캐너
PC
스캐너

스캔용

PC
참고자료실
본관

장애학생지원실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스캐너
PC
프린터
스캐너
PC

1자료실
3F

2자료실
3자료실
4자료실
5자료실
고문헌자료실

4F

1F
4F
관정관

세미나실
7서고
운초 세미나실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패컬티라운지
멀티미디어플라자

6층
정보검색실

합  계

프린터
스캐너
PC
PC
PC
PC

검색용
마이크로필름용
스캔용
리더기
스캔용
검색용
출력용
스캔용
검색용
스캔용
출력용
스캔용
검색용
검색용
출력용
출력용
교육용
검색용

PC
프린터
PC
PC
VDI
PC(iMac)
PC(iMac)
PC
VDI
PC
PC(iMac)
VDI
스캐너
프린터

교육용

검색용

검색용
스캔용
출력용
PC
프린터
스캐너

보유대수

총대수

2
7
49
6
23
6
12
5
3
2
1
1
1
1
2
2
2
2
1
1
1
1
3
1
12
5
1
4
0
1
1
1
1
41
1
60
20
1
1
24
6
6
78
2
4

2
7
84
12
5
3
3
1
1
1
6
2
1
1
1
1
4
12
5
1
4
0
1
2
2
1
41
1
60
20
1
1
24
6
6
78
2
4
357
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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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PC 및 프린터 관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과 이용자 PC와 프린터 이용 시 문의와 장애 조치를 위하여
전산기기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용역직원 1명이 도서관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최적화된 전산장비 환경 제공을 위하여 본관 정보검색실은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있고, 관정관 정보검색실은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C의 최적 환경을 유지
하고 PC 장애에 대하여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PC의 장기 점유를 막기 위하여
검색용은 최대 3시간, 출력 및 스캔용은 1시간 동안 이용하도록 시간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관 좌석배정시스템 연동 PC 로그인 프로그램 개발: 2008. 12.
- PC 로그인
·좌석배정시스템을 통해서만 PC 이용 가능
·발권 이후 PC 자동 로그인 처리
- PC 사용시간 제한
·PC 용도(검색용-3시간, 출력용-1시간)에 따른 사용시간 제한
·관리자는 PC 사용 시간 설정 및 수정 가능
- 사용시간 표시
·사용시간 표시 및 10분 전 종료안내
·관리자는 공지사항 입력 및 수정 가능
- PC 로그아웃
·사용시간 종료 시 자동 로그아웃
·PC 로그아웃 시 좌석배정시스템 자동 퇴실처리
•관정관 PC 관리 통합관리 프로그램 도입: 2015. 2.
- PC 이용방법
·키오스크의 좌석예약배정 시스템을 사용해 현장 배정 후 이용 가능
- PC 이용시간
·일일 배정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1회 최대 3시간 배정 가능하고 연장은 불가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는 이용시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설정 가능
- PC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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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재시작 할 때마다 PC 초기화 됨
·자동 퇴실 처리는 지원 안하고, 이용자가 직접 반납 처리를 해야 됨

9.4. 네트워크 관리
도서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노후 장비와 UTP 케이블 교체
등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도서관 주요 전산장비는 이용자 네트워크와 분리하여
보안 강화를 하고 있으며, 정보화본부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에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9.4.1. 관리 내용
학내 전체 네트워크 관리는 정보화본부 정보기반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네
트워크 장비를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원격 또는 방문하여 조치하고 있다. 도서관은 업
무 및 이용자용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아웃렛(outlet)과 LAN선 관리를 하고
있다. 도서관에 할당된 IP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업무용, 그리고 운영 장비에 대한 IP
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용 IP는 노트북 이용 시 자동으로 IP를 할당하여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구역을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고,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이용을 위한 고정 IP도 관리하고 있다.

9.4.2.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
중앙도서관 운영 장비(서버 및 스토리지)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화
본부 보안센터에 도서관 서버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정보화본부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도서관 서버팜 운영 장비도 교체하였다.
•도서관 서버팜 운영 보안시스템 교체(정보화본부): 2014. 12. ~ 2015. 1.
- 침입차단시스템(Tipping point 6200) 1대
- 방화벽(Safezone 10000U) 1대
- 웹 방화벽(Wapples 5200)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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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9-7] 네트워크 구성도

9.5. 도메인 관리
우리 도서관은 홈페이지에 대한 영문, 한글 도메인을 관리하여 웹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문 도메인은 정보화본부를 통해 등록, 수정, 반납 요청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한글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아이네임즈에 등록 및 연장(비용 발생)을 통
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메인 등록일: 2011. 9. 29.
•등록비용: 6,160원(1년 등록비) × 4개 = 24,640원
•‘.한국’도메인 연장
- 2012. 9. 29. ~ 2015. 9.2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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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 29. ~ 2018. 9.28.(3년)
•등록기간 연장비용: 77,220원(3년) × 4개 = 308,880원(부가세 포함)
현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
[표 9-12] 도메인 현황
구분

영문 도메인명

중앙도서관

library.snu.ac.kr
lib.snu.ac.kr

전자도서관

sdl.snu.ac.kr

의학도서관

medlib.snu.ac.kr

S-Space

s-space.snu.ac.kr

학외접속

libproxy.snu.ac.kr

대학사진

photo.snu.ac.kr

e-book

ebook.snu.ac.kr

곤충자료

insect.snu.ac.kr

의학자료

medcon.snu.ac.kr

대학사료

e-archives.snu.ac.kr

대학신문

snunews.snu.ac.kr

권장도서 100선

book100.snu.ac.kr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dcollection.snu.ac.kr

관정관 시설 예약

k-rsv.snu.ac.kr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donate.snu.ac.kr

류무종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you.snu.ac.kr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friends.snu.ac.kr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abki.snu.ac.kr

사고전서

skqs.snu.ac.kr

한국메들라스센터

medlars.snu.ac.kr

한글 도메인명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한국
서울대학교도서관.한국
서울대중앙도서관.한국
서울대도서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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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향후 계획
중앙도서관은 학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전산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전산
장비는 도입 후에도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노후화 및 성
능 저하, 장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현재 Alma와 Primo는 클라
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관련 장비의 자체 운영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용자 정보 관리
와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서비스, 시설 예약 외 기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산 장비를 관리하고 있다.
2015년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가동과 학술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신규 도입된 전
산 장비와 기존 서비스 운영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홈페이지와 서비스 운영 장비는 당분간 유지해야 하나 유지보수 비용과 관리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종료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규 도입된 운영 장비들에 대한 백업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시스
템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신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서버별 보안취약점
과 관리자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도서관 전산장비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
안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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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추진 배경
관정관 건립을 위해 내부 공간 구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IT 기술
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다양한 디지털 정보 환경을 지
원하고 지식 정보 시스템을 선도하는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와 관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이라 명명하
고 2015년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5가지 추진방향으로 구축하였다.
첫째, 디지털 학술 정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과 시설을 마
련함으로써 IT 인프라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스마트 정보시스템의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 공간과 휴식 공간이 함
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디지털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간에 다양한 지식
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창출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넷째, 기부자라운지라는 나눔의 공간을 마련하여 나눔의 미학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후배가 디지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정관을 교육, 학습,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식 센터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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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추진 경과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TF를 구성하여 추진 방향을 수립하
고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간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와 이용 현황을 분석함은 물론
각종 IT 관련 세미나 및 회의에 참석하면서 IT 사업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교수들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앞서 언급한 5가지의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관정 IT 시스템 TF 구성: 2014. 7.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사업 계획: 2014. 8. ~ 9.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2014. 10. ~ 2015. 2.
- 개발업체: ㈜오상자이엘
- 1차는 응찰업체들의 조달 입찰시스템 서류 누락으로 무응찰, 2차는 단독입찰
로 인해 유찰, 이후 2차 단독 입찰 업체와 기술 및 가격 협상 수행 후 수의 계약 체결
- 당초 계약기간: 2014. 10. ~ 12. (3개월)
- 변경 계약기간: 2014. 10. ~ 2015. 2. (5개월)
- 소요예산: 1,413,500천원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가동: 2015. 2. 13.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2016년도 유지보수 사업추진
- 계약기간: 2016. 5. 17. ~ 2017. 2. 28. (약 10개월)
- 계약업체: ㈜오상자이엘
- 소요예산: 89,100천원

10.3. 홍보 시스템
관정관에서는 도서관 홍보와 이용 안내를 위해 천장형 시스템, 기부자라운지 시
스템, 메시스크린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
다. 방문객 환영 인사, 도서관 각종 소식, 좌석 이용 현황, 홍보 동영상, 날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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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앨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케줄링하여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안
내하고 있다.

10.3.1. 천장형 시스템
천장형 시스템은 천장형 정보시스템과 천장형 홍보섹션, 룸패드로 이루어져 있고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천장형 정보시스템
관정관 로비의 출입게이트 위쪽 천장에는 베젤이 작은 55인치 슬림 LFD38) 5대를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보여 주고 있는 천장형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는 방문객 환영 인사, 좌석 이용 현황, 서울대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출입자의 이름으
로 만든 메시지, 오늘의 명언, 각종 안내 정보 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정관 출입
게이트를 통과한 이용자의 이름 150개로 메시지를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는 학생들
에게 본인의 이름을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그림 10-1] 천장형 정보시스템

38) LFD(Large Format Display)는 홍보 및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용하는 상업용 대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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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형 홍보섹션
천장형 홍보섹션은 1층과 5층을 제외한 전 층에 48인치 LFD를 2대씩 부착하여 이
용자에게 공지사항, 관리자 전달 메시지, 좌석 이용 현황, 홍보 동영상, 각종 언론 자
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공지사항은 중앙도서관과 서울대 홈페이
지의 RSS39) 정보를 연동하였고 좌석 이용 현황은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
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다. 룸패드40)
1층 3개의 세미나실 입구 천장 쪽에는 당일 예약 현황을 볼 수 있도록 23인치 룸패
드를 설치하였다. 룸패드에 예약 현황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보여줌으로써 이용자가 현
재 또는 이후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2] 세미나실 천장형 룸패드

39) RSS(Rich Site Summary)는 업데이트가 빈번한 웹사이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XML 기반의 콘텐츠 배급 포맷
40) 룸패드(RoomPad)는 호텔, 회의실, 교육실, 미팅룸 등에 설치하여 하루의 일정과 점유 상태 표시, 예약 상태, 회의
주제 등을 보여줌으로써 예약 충돌을 방지하고 직원 및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장비
이다. 이외에도 출입, 조명, 냉난방 제어 및 알람, 푸시 알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TV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다기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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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천장형 시스템 설치 현황
구 분

설치 위치

디스플레이 수

천장형 정보시스템

1층 로비

5대 (5by1)

2층 스터디가든

2대

3층 스터디가든

2대

4층 그룹스터디룸 입구

2대

6층 정보검색실 앞

2대

7층 7A열람실 앞

2대

8층 8A열람실 앞

2대

1층 운초세미나실

1대

2층 메가스터디세미나실

1대

1층 한국타이어세미나실

1대

천장형 홍보섹션

룸패드

합계

20대

10.3.2. 기부자라운지 시스템
관정관은 기부로 지어진 도서관으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념
하고자 기부자라운지를 만들게 되었다. 기부자라운지에는 Friends of the SNU
Library, 서울대를 빛낸 동문,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스템을 두어 서
비스하고 있다.

가. Friends of the SNU Library
기부자라운지 정면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을 시각화하여 만든 ‘Donors wall’이
있는데 이용자가 기부자 명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른쪽 벽면에 별도로 75인치 대
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기부자를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자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기부자의 명패가 걸려 있는 위치를 좌표로 보여주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가구나 공간의 사진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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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Donors wall 전경

[그림 10-4] Donors wall 기부자 검색 결과

또한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모금캠페
인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SNU Library)’을 소개하고 있으며 감
동적인 기부 스토리 및 기부금 현황도 홈페이지(http://friends.snu.ac.kr)와 연
계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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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Friends of the SNU Library 메인 화면

나. 서울대를 빛낸 동문
서울대를 빛낸 동문은 기부자라운지의 왼쪽 편에 위치해 있으며 ‘자랑스러운 서울대
인’ 역대 수상자의 사진, 출신학과 및 졸업년도, 공적, 상훈 등을 6개의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학생 및 졸업한 동문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고자 하였다.

[그림 10-6] University Alumni & History(좌), 서울대를 빛낸 동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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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iversity Alumni & History
서울대를 빛낸 동문 왼쪽에는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스템이 있는데
동문앨범, 서울대학교 역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역사, 시대로 보는 대학생활을 선
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7] University Alumni & History 메인 화면

1) 졸업앨범
도서관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앨범 발간 현황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디지
털화하였고, 관정관 1층 기부자라운지에 졸업앨범 전시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함으로써
기부자라운지를 방문하는 주요 기부자인 동문들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0-8] University Alumni & History 졸업앨범

232

제10장 관정 스마트 정보시스템

2) 서울대학교 역사
서울대학교 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대 역사를 크게 8개의 시기
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설명하고 그 시기를 대표할만한 사진들을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0-9] University Alumni & History 서울대학교 역사

3) 서울대학교 도서관 역사
서울대학교 도서관 역사는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에 맞는 사진과
설명을 통해 도서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10] University Alumni & History 서울대학교 도서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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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대로 보는 대학 생활
시대로 보는 대학 생활은 축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이성교제, 졸업소감 등 흥미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대학신문에서 발췌하여 보여줌으로써 대학 생
활을 시대별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림 10-11] University Alumni & History 시대로 보는 대학 생활

10.3.3. 메시스크린(Mesh Screen) 영상 시스템
관정관은 2016년도에 중앙도서관 70주년을 기념하여 차세대 영상 체험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서 메시스크린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콘
텐츠와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정관의 활약
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메시스크린 영상 시스템은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관정마루에 설치하였다.
가로 5.2m, 세로 3m인 메시스크린과 3대의 천장형 스피커, 4채널 앰프 1대, 고해상
도 프로젝터 1대와 영상 전용 PC 1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컨텐츠는 통합관리 시스
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일반 스크린과 달리 허공에 떠있는 듯한 3차원 홀로그램
영상 구현이 가능한 메시스크린은 특수 코팅되어 있는 재질과 높은 투명성으로 더욱 선
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최신의 차세대 미디어 소재를 도입하여 홍
보, 공연,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의 편의
성을 위해 관정마루 천장에 설치하여 언제든지 스크린을 접거나 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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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스크린 영상 시스템은 중앙도서관 70주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도서관 내 각
종 행사 및 신입생이 들어오는 기간에 맞추어 도서관 소개와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10-12] 메시스크린 영상 화면

10.3.4. 관정톡 서비스
관정관서비스팀은 2015년 4월 22일에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서비스를 개설하
고 ‘관정톡’ 서비스라 명명하였다. 이용자들은 관정톡을 이용해 문의사항, 건의 및 개
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
는 ‘카카오톡’ 앱에서 ‘관정톡’으로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쉽
게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권장 이용 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이후 시간에는 권장 이용 시간, 긴급 문의처 등의 메시지를 답변으
로 자동 전송하고 있다. 물론 관리자는 별도로 관리 앱을 설치하여 24시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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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 관정톡 서비스 스마트폰 화면(2015. 10. 1.)

[그림 10-14] 관정톡 서비스 관리자 화면(2016. 10. 2.)

관정톡은 2016년도 11월 기준으로 총 2,507명의 이용자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
고, 친구 추가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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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2015, 2016년 하반기 관정톡 친구추가 현황
구분

2015

2016

7월

170

87

8월

38

45

9월

88

89

10월

102

66

11월

81

62

12월

86

72

소계

565

421

10.4. 좌석 배정·예약 시스템
관정관의 모든 시설 이용은 좌석 배정·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소 및 운
영 성격에 맞추어 현장 배정만 가능한 곳, 예약만 가능한 곳, 배정과 예약 모두 가능한
곳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열람실은 배정, 예약, 연장이 모두 가능하고, 그룹스터
디룸은 예약만 가능하며, 멀티미디어플라자와 정보검색실은 배정만 가능하다.
이용자는 예약을 위해 키오스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키오스
크에서는 배정, 연장, 반납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 연장, 반납
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약과 배정을 위한 운영 정책과 각종 이용 통계 등은 통합관리 시
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표 10-3] 실별 좌석 이용 정책
실명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플라자

정보검색실

이용방법

배정

예약

반납

연장

홈페이지

X

O

O

O

모바일앱

X

O

O

O

키오스크

O

O

O

O

홈페이지

X

O

O

O

모바일앱

X

O

O

O

키오스크

O

O

O

O

홈페이지

X

X

O

X

모바일앱

X

X

O

X

키오스크

O

X

O

X

홈페이지

X

X

O

X

모바일앱

X

X

O

X

키오스크

O

X

O

X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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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시설안내, 좌석배정·예약, 인터넷 검색, 전자신문 열람 용도로 설치하
였고 관정관 LI(Library Identity), 내부 인테리어 등을 참조하여 세련되게 디자인
하였다. 이 키오스크는 각 층별 이용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ON/OFF 되게 스케줄링
되어 있다.

가. 시설안내
시설안내 키오스크는 4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두어 공지사항, 홍보동영상, 다
대출도서, 문학상수상작, 부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지사항은 도서관 및 서울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연동하여 내용을 보여주고 있
으며, 홈페이지에서 등록, 수정, 삭제할 경우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안내에서는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의 각 실을 설명과 함께 3D로 구성하여 입
체감 있게 보여 준다.
또한 2016년 2월 11일부터 기존 1층에 있는 4대의 키오스크 중 2대를 각각 6층
멀티미디어플라자에 1대, 양두석홀 입구에 1대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6층 멀티
미디어플라자 키오스크는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에 비치된 DVD 등의 각종 영상자료 소
개와 홍보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두석홀 키오스크에서는 양두석홀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의 공지와 안내 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다.

[그림 10-15] 시설안내 키오스크(좌,우), 전자신문 키오스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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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6] 시설안내 키오스크

나. 좌석배정·예약
좌석배정·예약 키오스크에는 이용자가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RFID 리더기와
모바일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전파 장애를 받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으로 구성하였다.
키오스크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하여 학생증(S-CARD), 모바일학생증
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층수와 원하는 좌석, 이용 시간 등을 선택한 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실별 특성에 따라 열람실, 그룹스터디룸은 예약, 배정이 모두 가능하
며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플라자는 좌석 배정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증가와 반납전용 키오스크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여 2015년 7월에는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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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여 8층 열람실 4대, 7층 열람실 4대, 6층 정보검색실 1대, 6층 멀티미디어
플라자 1대 등 총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0-17] 좌석배정·예약(좌), 인터넷검색(우) 키오스크

[그림 10-18] 좌석 배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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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키오스크는 1층 세미나실 앞에 1대, 2층 스터디가든에 2대, 3층 스터
디가든에 2대, 4층 엘리베이터 및 스터디룸 복도 끝에 각각 1대, 6층 정보검색실과 멀
티미디어플라자에 각각 1대, 8층 A 열람실 앞에 1대로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각의 인터넷 검색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모니터 대신 23인치 일반 LED 모니터를 사
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좌석 배정·예약 키오스크와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라. 전자신문
전자신문 키오스크는 시설안내 키오스크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개관 당시에
는 총 2대가 설치되어 1대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매일, 한겨레 5종을, 나머지 1대
에서는 경향, 국민, 서울, 한겨레, 한국, 파이낸셜, 헤럴드경제, 스포츠한국, Korea
Herald, 스포츠서울 등 패키지 신문 10종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전자신문 이용률의
감소로 2016년도 5월 1일부터는 1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 매일, 한
겨레 5종만을 서비스하고 있다.
[표 10-4] 키오스크 설치 현황
층수
1층

2층

3층

4층

용도

설치대수

위치

시설안내

2대

로비

인터넷검색

1대

세미나실 입구

시설안내

2대

전자신문

1대

시설안내

1대

인터넷검색

2대

스터디가든

인문대 방향 출입구

시설안내

1대

인터넷검색

2대

양두석홀 행사안내

1대

양두석홀 입구

인터넷검색

2대

스터디룸 복도 양끝

스터디가든

좌석배정·예약

2대

6층

인터넷검색

2대

멀티미디어플라자 입구,
정보검색실 입구

영상자료 소개

1대

멀티미디어플라자 입구

7층

좌석배정·예약

4대

좌석배정·예약

4대

8층
합계

인터넷검색

열람실 입구

1대
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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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의 초기 화면은 열람실 좌석 예약, 그룹스터디룸 예약, 배정/예약 현황,
알림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열람실의 경우 좌석 예약 후 30분 이내에 열람실 앞
에 있는 좌석배정 키오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해야 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예약 후 미
확인 시 자동으로 이용이 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바일과 동일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 표준화를 준수하
여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19] 모바일 앱 이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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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0] 홈페이지 관정관 시설 예약 화면(그룹스터디룸)

10.4.3. 멀티미디어 감상 시스템
관정관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에 멀티미디어 감상 시스템도 좌석배정·예약 시스템을
통해 좌석을 배정받아 사용한다. 해당 멀티미디어플라자에서는 DVD, CD, LP 자료
를 서비스하기 위해 감상용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1인석 DVD 감상용은 총 42대로 소파형 26대, 열람형 16대가 있고, 2인석과 4인
석은 각각 4대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인석 소파형에는 32인치 3D TV, 3D 블
루레이 플레이어(삼성 BD-H5500)를 설치하였고 3D DVD의 경우 3D 안경을 쓰고
입체감 있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인석과 4인석에는 각각 48인치, 55인
치 TV를 설치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한 대씩을 3D용으로 구성하였다. 2인석은
2인 이상이, 4인석은 3인 이상이 동시에 배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감상석에는 오디오 플레이어(인켈 CD-772) 6대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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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형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는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소니 MDR -DS6500)
을 설치하여 편한 자세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5] 멀티미디어 감상용 좌석 현황
구분

용도

좌석수

비고

1인석(소파형)

26석

3D 지원

1인석(열람형)

16석

2인석

4석

3D 지원 1대

4인석

4석

3D 지원 1대

1인석(소파형)

6석

오디오 플레이어

DVD 감상용

음악 감상용
합계

56석

10.4.4. 통합관리 시스템
관정관 예약·배정, 이용 통계 추출, 키오스크 및 각종 홍보시스템 관리, 콘텐츠 관
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따로 도입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 관리, 패치, 유
지보수 등의 별도의 관리 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관리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었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
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첫째, 정책 관리에서는 각 실별 예약 및 운영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예약 여부,
예약 후 미이용 시 자동 취소 시간, 일일 사용 횟수, 연장 여부, 이용가능 신분 등을 설
정할 수 있고 좌석별로 이용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 관리에서는 이용자의 예약 및 배정 내역, 좌석 이동·연장·반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정관 예약’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을 팝업 메
시지로 안내하거나 푸시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규정
등을 어긴 이용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셋째, 예약 및 배정 관리를 통해 관리자가 좌석 예약·배정, 예약 취소, 좌석 반납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미나실 및 캐럴 등 관리자 전용 시설에 대한 예약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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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관리에서는 각종 장비들을 통합적으
로 설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홍보 시스템, Beyond the Library, 세미나실 안내,
서울대를 빛낸 동문, 동문앨범, 전자신문, 키오스크에 대하여 원격으로 접속 및 전원
상태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ON/OFF 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할
수 있다.

[그림 10-21] 통합관리 시스템의 장비 관리 화면

[그림 10-22] 통합관리 시스템의 콘텐츠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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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장비에서 서비스하는 있는 각종 콘텐츠들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각 콘텐츠
는 유형별,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튜브 등 외부 콘텐츠 자원들도 연동할 수 있
다. 각종 콘텐츠는 한글 및 영문으로 등록함으로써 이용자가 각 장비에서 한글, 영문
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원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관리자가 각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6] 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사양
구분

NT서버

규격

수량

단위

비고

IBM x3650 M4
Intel Xeon E5-2650 v2
CPU: 2.6GHz 8Core
MEM: 32GB DDR3 1600MHz ECC
OS: Windows Server 2012 64bit
DBMS: MSSQL Server 2014

1

식

DB서버

IBM x3650 M4
Intel Xeon E5-2650 v2
CPU: 2.6GHz 8Core
MEM: 32GB DDR3 1600MHz ECC
OS: Windows Server 2012 64bit
WAS: Apache Tomcat 7.0

1

식

Web서버

10.4.5. 출입통제 시스템
가. 출입게이트
관정관에는 총 8곳의 출입구를 두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주출입구인 1층 로
비, 2층 인문대쪽 방향, 부출입구인 1층 행정실 방향, 2층 본관 연결 통로, 2층 편의
시설 방향, 3층 약대 방향, 3층 양두석홀 방향, 5층 옥상정원 방향에 출입게이트를 설
치하였다. 1층 행정실 방향 출입구는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시설과
이용 시설을 분리하였다. 모든 출입구에는 한 개 이상의 장애학생용 출입게이트를 설치
하였다.
관정관은 기본적으로 학내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출입 시 신분
코드를 확인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생의 경우 당초에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졸업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로비에서 일일출입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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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룹스터디룸 및 캐럴 출입 단말기
그룹스터디룸 및 캐럴은 출입문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좌석 예약 시스템과 연동하였
다. 이용자가 예약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단말기로 예약한 이용자의 정보와 이용 가능
시간을 전송하게 되고 이용자가 단말기에 RFID 카드나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하였을
때 이용자 정보와 시간을 확인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5. 이용자 PC 시스템
관정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자 PC는 크게 VDI 방식, 일반 데스크톱 PC, 아이
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플라자, 세미나실 등 대부분의 이용자
PC는 VDI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세미나실 및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에는 윈도우 PC
와 아이맥 PC를 제공하고 있다.

10.5.1. VDI(데스크톱가상화 시스템)
VDI는 중앙에서 가상화로 동작하는 서버의 자원을 활용해 사용자별로 가상의 데스
크톱과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도서관 본관 시스템
실에 어플라이언스41) 제품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VDI의 장점은 중앙 서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PC의 성능을 일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책 적용이나 관
리가 편하고, 가상 PC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마스터이미지를 복사함으로써 새로 설치하
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VDI 초기 도입 비용과 성능이
다. 초기 서버 도입 비용 및 매년 유지를 위한 OS 라이센스 비용은 VDI를 운영하기 위
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VDI는 일부 인터넷 강의 사
이트에서 서버가 VDI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강좌 사이트의 동영상
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픽 작업 등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작업의 경우 서버의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라 속도 저하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소스를 많
이 차지하는 그래픽 작업과 편집을 위해 별도로 편집용 PC를 마련하였다.

41) 어플라이언스(Appliance)는 운영 체계(OS)나 응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설정 등을 행하지 않고 구입해서 전원을
접속하면 곧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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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실 및 멀티미디어플라자에서 VDI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인증을 위해 DB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보검색실 120대, 운초세미
나실 60대, 멀티미디어플라자 24대 등 총 204대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점차 노트북
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9월 1일부터 정보검색실 78대(나머지 42석
은 노트북존으로 전환), 운초세미나실 60대, 멀티미디어플라자 24대 등 총 162대를
VDI용 PC로 운영 중이다.
[표 10-7] VDI 서버사양
구분

규격

수량

단위

Dell R720 Pivot3 R2S
CPU: Intel Xeon 2.6GHz 16core
MEM: 256GB
OS: ESXi 5.5.0(Hypervisor)

3

식

NT서버

렉 장착
Dell R720 Pivot3 G2
CPU: Intel Xeon 2.3GHz 12core
MEM: 128GB
OS: ESXi 5.5.0(Hypervisor)

1

[그림 10-23] 정보검색실 V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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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아이맥(iMac) PC
메가스터디 세미나실에는 모니터 일체형 27인치 iMac 20대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
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요즘 Mac OS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었고, 듀얼 부팅을
통해 Windows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멀티미디어플라자 내에도 6대의 편집용 iMac을 설치하여 Mac용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편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24]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iMac

10.5.3. 편집용 PC
멀티미디어플라자 안쪽에 6대의 편집용 Windows PC를 설치하였다. 편집에 용이
하도록 각종 그래픽/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듀얼모니터로 구성하여 협
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0.5. 이용자 PC 시스템 249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표 10-8] 이용자 PC 현황
층수

설치장소

설치수량

구분

비고

운초 세미나실

60대

VDI

Windows7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20대

iMac 27”

OS X 요세미티/ Windows7

패컬티라운지

  1대

iMac 27”

OS X 요세미티

패컬티라운지

  1대

PC

Windows7

정보검색실

78대

VDI

Windows7

멀티미디어플라자(검색용)

24대

VDI

Windows7

멀티미디어플라자(편집용)

  6대

PC

Windows8.1

멀티미디어플라자(검색용)

  6대

iMac 27”

OS X 요세미티

VDI

162대

iMac

27대

PC

  7대

1층

4층

6층

합계

10.6. Beyond the Library 시스템
Beyond the Library 시스템은 2층 스터디가든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관을 벗어
나 세계로, 우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로 구축하였다. 55
인치 모니터 8대를 위아래 각 4대씩(4by2) 배치하였고 서버 1대에 그래픽카드 8장을
연결하여 고화질 화면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대형 화면 앞에는 11.6인치의 터치패드
와 트랙볼마우스를 두어 이용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구글 어
스 맵을 통하여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된 7가지의
콘텐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세계 도서관 투어
세계 도서관 투어는 세계 꿈의 도서관과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 도서관(1001
Libraries to see before you die)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꿈의 도서관은 세계에
서 멋있는 도서관을 소개한 책을 참고로 하였는데 도서관을 대륙별로 4개의 카테고리
로 구분하였으며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알렉산더도서관, 보들리언도서관 등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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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37개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 도서관은 IFLA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도서관
(https://1001libraries.wordpress.com)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대
한민국 최초로 관정관이 등재되었다.

[그림 10-25]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 도서관에 등재된 관정관

나. 문학도서 투어
문학 작품에 나오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구글 어스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
도록 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다. 서울대 도서관 투어
혼동하기 쉬운 서울대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의 내부 구조, 찾아가는 길,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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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 문화 컬렉션
구글에서 그간 구축해 온 Google cultural projects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중 세계 불가사의, 역사적 순간, 예술 프로젝트의 3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고문헌 디지털 컬렉션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고문헌 디지털 컬렉션을 보여줌으로써 귀중한 문헌을 소개
하고자 하였다.

바. 스텔라리움(별자리 탐험)
스텔라리움(Stellarium)은 3D 렌더링된 실사 하늘의 별과 별자리, 행성과 성운
등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세정보(분류, 등급, 방위각/고도, 거리, 공전주기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의 실시간 속도, 거리, 고도, 좌표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천체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9] Beyond the Library 시스템 구성
구분

수량

단위

55인치 Slim LFD
Bezel Width: 3.5mm

8

대

NT서버

Intel Xeon E3-1280 v2
CPU: 3.6GHz 4Core
MEM: 8GB DDR3 1600MHz ECC
OS: Windows 7 Pro 64bit

1

식

스피커

지향성 스피커

2

대

11.6인치 일체형 PC
CPU: Intel Core i5 3337U 1.8GHz
MEM: 4GB DDR3 1600MHz
OS: Windows 8 64bit
트랙볼마우스

1

식

디스플레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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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향후 계획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
고 있다. 이에 우리 도서관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 미래형 도서관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출입, 좌석예약배정 등 주로 시설 이용과 관련된 시스템에 사물인터넷
(IOT)42) 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비콘(Beacon)43), LoRa44) 등의 센서와 모듈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 환
경을 지능화하고 관리 환경을 통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스마트 도서관 이용환경을 구
축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수집된 출입 및 좌석 이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둥을 이용하여 자동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용 패턴, 장애 유
형 등을 사전에 미리 식별하여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방식의 융합 능력인 창의적 융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창의적 미디어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인 출판 장비 및 미디어 제작 시
스템 도입 등을 통해 창의적 지식 생산 공간을 제공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 이용자들
이 콘텐츠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형 정보기술의 체험 환경을 만들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을 활용해 좌석 예
약은 물론 각종 시설정보, 행사안내 등을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하고 모바일로 체험하는
VR 자료실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영화 등의 스트리밍 VOD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언제 어
디서나 편리하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환경 속에서 서울대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
성, 가치와 정신을 이어 나가면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Global Top
10 Library를 위한 IT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42)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될 수 있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다.
43) 비콘(Beacon)은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
44) LoRa(Long Range)는 대규모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대기 전력이 적고 모듈 가격이 저렴하여 스마트 시티
와 옥외 등에서 쓰이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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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RFID 시스템
11.1.1. 개요
중앙도서관은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위해 1991년 8월 바코드 및 EM(Electro
Magnetic)을 도입하여 대출∤반납을 전산화하고 도서 분실을 방지하였으나, 20년
이 넘는 오랜 사용으로 시스템이 노후하여 효율성 저하와 오작동 문제가 대두되었다.
더욱이 도서관은 매년 4만여 책씩 장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재도서도 매
년 20%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기존 EM 시스템의 대안으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의 필요성을 2013년 4월 정보화전문위
원회에서 보고하였다.
[표 11-1] EM과 RFID 시스템 비교
구분

EM 시스템

RFID 시스템

정보저장·수정

•한번 인쇄된 바코드는 수정 불가

•태그에 정보저장 및 재기록 가능

대출반납 처리

•1회 1책의 자료 처리

•1회 3~5책의 자료 처리

분실방지

•바코드 스캐닝 및 별도의 방지 작업
•경보음 울리지만 무단반출도서 확인 불가능

•분실방지기능 내장
•경보음과 함께 무단반출도서를 관리자
PC에서 확인 가능

장서검검

•다수의 작업인원 및 많은 시간 소요

•소수의 작업인원 및 획기적인 시간 단축

•수작업으로 처리

•오배열 도서 찾기 기능
•소재불명 도서 찾기 기능

•200원 정도 / 장(EM Tape 포함)

•400원 정도 / 장

오배열·
소재불명 도서
비용

RFID를 통해 대출·반납, 장서점검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신
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오배열·소재불명 도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인
정받아 2014년 대학 본부로부터 8억원을 확보하였다. 2014년에는 고주파 방식
(13.56MHz)의 ‘장서관리 RFID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254

제11장 기타 주요 사업

130만 책에 RFID 부착 및 관련 장비를 도입하였다. 2015년은 8억원의 예산으로 분
관 80만 책에 대해 RFID 부착 및 관련 장비 구입을 지원하였고, 중앙도서관 소장 도
서의 분류 반납이 가능한 자동 Book-sorter를 도입하였다. 2016년에는 4억원을 지
원받아 자동 Book-sorter의 도서 분류를 세분화하고 중앙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30만 책과 수원 보존서고 30만 책에 RFID를 부착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였다. 또한
도서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소장장서의 정확한 도서상태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11.1.2. 추진 경과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RFID 900MHz 삼성테크윈 시연: 2012. 2. 20.
•연세대학교 도서관(RFID 900MHz 사용) 견학: 2012. 3. 28.
•RFID 13.56MHz 3M, 와이즈네스코 시연: 2012. 4. 4.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RFID 13.56MHz 사용) 견학: 2012. 5. 3.
•RFID 900MHz LS산전, 아이네크 시연: 2012. 6. 30.
•중앙도서관 분관장 회의 안건 보고: 2013. 3. 13.
•정보화전문위원회 중기과제 안건 ‘장서관리 RFID 구축’ 보고: 2013. 4. 2.
•RFID 13.56MHz ECO 시연: 2013. 8. 28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주요 현안과제 보고: 2013. 11. 13.
•RFID 13.56MHz 벼리시스템 시연: 2014. 1. 15.
•장서관리 RFID 시스템 구축(2014~2015) 기본 계획 수립: 2014. 3. 14.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014. 3. 14.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운영 신규 장비 도입: 2014. 4. 23
- 사서용 대출·반납기(3M M895) 등 RFID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
- 소요예산: 253,295천원
•중앙도서관 RFID 태그 구매 및 부착 용역사업 조달 계약 요청: 2014. 5. 7.
•중앙도서관 RFID 태그 구매 및 부착 용역사업 기술평가: 2014. 6. 24.
•중앙도서관 RFID 운용을 위한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계약 요청: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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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2014. 7. ~ 2014. 11.
- 중앙도서관 소장 장서 130만 책 RFID 부착
- 구축업체: 벼리시스템
- 소요예산: 484,111천원
•중앙도서관 RFID 운용을 위한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2014. 10. ~ 2015. 1.
- 무인대출기(3M M6420) 6대, 무인반납기(3M M881) 4대, 분실방지기(3M
M3803) 1대를 기존 EM 방식에서 RFID로 전환
- 구축업체: 와이즈네스코
- 소요예산: 76,164천원
•분관 RFID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수립 및 조달 계약 의뢰: 2015. 5. 28.
•분관 RFID 시스템 구축 기술평가: 2015. 6. 9.
•분관 RFID 시스템 운영 신규 장비 도입: 2015. 6. 29.
- 사서용 대출·반납기(3M M895) 등 RFID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
- 소요예산: 307,410천원
•분관 RFID 기존 무인 반납기 업그레이드 계약 요청: 2015. 6. 29.
•분관 RFID 기존 무인 반납기 업그레이드: 2015. 8. ~ 2015. 9.
- 무인반납기(3M M882 6대, EZ-3100MR 1대)를 기존 EM 방식에서
RFID로 전환
- 구축업체: 와이즈네스코
- 소요예산: 39,600천원
•분관 RFID 시스템 구축: 2015. 6. ~ 2015. 9.
- 분관 소장 장서 80만 책 RFID 부착
- 구축업체: 와이즈네스코
- 소요예산: 305,000천원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RFID 연계 및 테스트: 2015. 5. ~ 2015. 8.
•RFID 시스템 활성화 세미나: 2015. 10. 29.
-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활성화 방안 모색
- 강사: 문일경 교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중앙도서관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계획 수립 및 계약 요청: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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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구축 기술평가: 2015. 12. 22.
•중앙도서관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구축: 2015. 12. ~ 2016. 2.
- 도서 반납 시 자료분류체계, 운영형태, 소장처별로 5개의 반납함으로 분류
- 구축업체: 비블리오티카
- 소요예산: 128,900천원
•중앙도서관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확장 계획 수립 및 계약 요청:
2016. 4. 5.
•중앙도서관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확장 구축: 2016. 4. ~ 2016. 6.
- 도서 분류 반납함을 기존 5개에서 13개로 확장
- 구축업체: 비블리오티카
- 소요예산: 92,350천원
•중앙도서관 도서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계약 요청: 2016. 11. 14.
•중앙도서관 도서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술평가: 2016. 12. 8.
•중앙도서관 도서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구축: 2016. 12. ~ 2017. 2.
- 중앙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30만 책 RFID 부착 및 Alma·Promo 연계 가능
한 도서 위치, 상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구축업체: 와이즈네스코
- 소요예산: 187,000천원
•분관 무인 대출기 지원: 2017. 1. 25.
- 분관 무인 대출기(비블리오티카 GB/selfCheck 1000) 4대 신규 도입
- 소요예산: 96,000천원
[표 11-2] RFID 시스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2014

중앙도서관 RFID 태그 부착 사업

484,111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315,889

2015

8개 분관 RFID 태그  부착 사업

314,240

8개 분관 RFID 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351,660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도입

134,100

분관 무인 대출기 도입

2016

92,350
96,000

장서관리 RFID 및 도서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
합계

211,650
800,000

800,00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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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추진 내역
가. RFID 시스템 구성
RFID 시스템은 RFID 태그와 관련 장비인 무인 대출·반납기, 사서용 대출·반납
기, 장서점검기, 분실방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1] 도서관 RFID 시스템 활용 예시

•RFID 태그
- RFID 태그는 주파수를 통해 태깅(Tagging)된 식별자(등록번호) 전송
- ISO 15693 표준 채택으로 주변기기 간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고주파 방식
(13.56MHz)의 RFID 태그(Folio 370) 선정
- RFID 태그 보호 및 손실 방지를 위해 은닉스니커와 함께 부착
•장서점검기
- 장서점검(Shelf Management) 시 소재불명·오배열 도서의 빠른 확인이
가능한 장서점검기(3M M803) 도입
•무인 대출·반납기
- 이용자는 기기를 통해 자가 대출·반납(Self Check in/out) 가능
- 무인 대출기(3M M6420), 무인 반납기(3M M881·M882, 나이콤 EZ3100MR)는 기존 EM 방식에서 RFID로 업그레이드
- 무인 대출기(비블리오티카 GB/selfCheck 1000)는 분관 RFID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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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용 대출·반납기
- 대출·반납(Check in/out Service), 자료 등록 업무 시 활용 가능한 사서용
대출·반납기(3M M895) 도입
•분실방지기
- 미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알림을 통해 도서 분실 방지(Anti Theft Detection)
- 분실방지기(3M M3803)는 기존 EM 방식에서 RFID로 업그레이드
- 중앙도서관 관정관 신축으로 분실방지기(3M M9101·M9102) 추가 구입
•자동 Book-sorter(도서 분류 반납기)
- 기기에 도서를 넣으면(Book Drop) 반납 처리 후 해당 반납함으로 분류하는
자동 Book-sorter(비블리오티카 CH/smartreturn 300) 도입
나. 자동 Book-sorter
장서관리 보조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도서반납장비 노후화로 인해 최신 RFID 통
신기술 기반의 도서반납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도서 반납 시 자료 분류
체계, 운영형태, 소장위치로 분류하여 도서 반납과 배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도서 분
류 반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도서는 반납 시 시스템에 설정된 사항에 따라 반납
함이 결정되며, 해당 반납함으로 컨베이너 벨트를 통해 이동한다. 현재 설정된 13개의
반납함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11-3] 자동 Book-sorter 도서 분류 반납함 구성(2016. 6.)
반납함

분류

1

총류

2

철학

3

종교

4

사회과학

5

어학

6

순수과학

7

기술과학

8

예술

비고

•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소장도서 대상
• 분류번호 기준

9

문학

10

역사

11

예약도서

•중앙도서관 예약서가 비치 예정 도서

12

타관반납

•분관 소장도서 대상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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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소장 도서는 청구기호의 DDC 분류번호에 따라 반납함이
결정된다. 예약 도서는 중앙대출실 예약 서가에 비치 시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예약도
서 반납함으로 분류된다. 분관 소장 도서의 경우 타관 반납함으로 분류한다. 별치기호
가 大로 구분되는 크기가 큰 도서 또는 오류 반납 도서의 경우 기타 반납함으로 분류된
다. 필요에 따라 분류 조건을 추가 시 반납함 확장이 가능하다. 반납함의 도서는 하루
에 2~3회 수거하여 서고에 비치한다.

다. 도서 정보 제공 시스템
소장자료의 정확한 도서 상태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개
선하고자 도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서 정보 제공 시스템은 도서 상태 정
보와 위치 정보로 구분된다.
도서 상태 정보는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소장 도서가 반납된 후 서고에 재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다. 도서 반납 후 재배가 전까지는 평일 기준으로 대략 2~3
시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해 SOLARS는 무인 반납기로 도서 반납 시 3
시간 후에 도서 상태를 대출 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Alma는 반납 시 바로 대출
가능으로 상태 변경되어 이용자들이 서가에 없는 책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
다. 이에 도서관은 Alma API를 통해 재배가 시 도서 상태를 대출 가능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반납 도서는 ‘이동 중’ 상태이며, 관리자가 재배가할 때 장서점
검기로 스캔한다. 프로그램은 장서점검기가 수집한 바코드를 Alma API로 스캔하여
대출 가능으로 상태 변경하고 있다.
도서 위치 정보는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신문자료실, 참고자료실, 국제기구자
료실, 시진핑자료실, 연속간행물실의 소장자료에 대한 위치 정보이다. 이용자들은 중
앙도서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료실과 도서를 찾을 때 어려움이 있어 자료실 최단
경로를 투시도로 제작하여 위치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관정관 개관으로 도서관 층위 체
계가 변경되었고, 자료실 내 도서의 위치를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 도서
관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자료실과 서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서가 DB를 구축
하였다. 이용자가 도서를 검색한 후 ‘자료실 위치 보기’를 클릭하면 서가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료실 위치 보기’ 클릭 시 Alma는 도서의 청구기호를 url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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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가 DB에 보내고, 서가 DB는 청구기호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가 DB는 서가 이동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모바일 NFC 기능으로 RFID를 스캔
하면 Alma API에서 조회한 도서 정보가 서가 DB로 업데이트된다.

11.1.4. 향후 계획
향후 RFID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RFID 기반의 스마트 서가를 설치하여 이용자에
게 실시간으로 자료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대출반납기를 도입하
여 365일 24시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서점검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자료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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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중앙도서관 투시도 제작 및 최단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11.2.1. 개요
중앙도서관은 이용자가 자료의 위치를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각 자료실
에 대한 3D 투시도를 제작하여 소장 위치에 대한 최단 경로를 화살표로 보여주는 안내
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11.2.2. 추진 경과
중앙도서관 투시도 제작 및 최단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사업은 2011년에 추진하여
Alma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8월 중순까지 운영되었으며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투시도 제작 및 최단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011. 9. 28.
•투시도 제작 및 최단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계약: 2011. 10. 7. ~ 2011. 11. 25.
- 개발업체: 컨비즈
- 소요예산: 18,700천원
•투시도 및 최단경로 안내 페이지 서비스 실시: 2011. 12. ~ 2015. 8. 16.

11.2.3. 개발 내역
중앙도서관 투시도 제작 및 최단경로 안내 페이지 구축 사업의 개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투시도 제작
- 중앙도서관 외관 및 층별 안내도를 3D 형식으로 제공
- 각 층별 투시도에는 계단, 벽, 건물 내부에 비치된 주요 시설물 포함
- 층별 투시도에서 각 층 클릭 시 해당 층이 확대되며, 각 실명 클릭 시 해당 실
이 확대되어 보여짐
•최단 경로 안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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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최단 경로 안내 자료실(2011. 12.)
층

자료실

실 개수

4

장애학생지원실, 연속간행물실, 기초교육정보실, 참고자료실,
신착연속간행물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상호대차실,
U-Space, 정보검색실, 복사실

5

단행본자료실(1자료실~5자료실)

5

6

비도서자료실, 고문헌자료실

2
합계

10

17

- 층별 투시도에서 각 실명을 클릭하면 건물 외관 출입구에서부터 해당 실 출입
구까지의 최단경로를 화살표로 표시
- 소장자료 검색 결과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위치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물 외
관 출입구에서부터 해당 자료실 출입구까지의 최단경로를 화살표로 표시

[그림 11-2] 소장자료 검색결과 ‘위치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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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층별 투시도의 ‘단행본자료실’ 화면 예시

•모바일 웹페이지
- 모바일 웹페이지에 별도의 아이콘 메뉴를 추가하여 이를 클릭하면 층별 투시
도가 나타나고, 각 층을 클릭하면 해당 층의 투시도가 확대되어 보여짐
- OS(iOS, Android 등)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11.2.4. 서비스 한계
중앙도서관은 투시도 제작과 최단경로 안내를 통해 이용자가 자료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정관 건립 이후 중앙도서관 건물의 층수
가 변경되고 단행본자료실 위치가 조정됨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새
롭게 도입한 Alma, Primo와는 연동이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투시도와 최단경로 안
내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추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로 더 이상 서비스
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Alma 도입에 앞서 중단하였다. 새로운 시스템 환경에서
는 소장장서의 도서상태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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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개인정보 영향평가
11.3.1. 개요
중앙도서관은 학내 구성원과 도서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
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는 공공기간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학술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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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①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②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③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1.3.2. 추진 경과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었다. 이
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기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하였고 2014년부터 본
격적으로 수행실적과 계획에 대한 현황 제출을 요청하였다. 우리 도서관은 2012년 하
반기 ISP 사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술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Alma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학술정보시스템 변경 이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Alma를 가동하고 시스템 안정화기를 거친 2016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
였다. 자세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인 및 수행현황 제출 요청(정보화본부): 2014. 1. 1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및 계획 제출: 2014. 1. 22.
- 학술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2015년 수행 예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인 및 수행현황 제출 요청(정보화본부): 2015. 2. 1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및 계획 제출: 2015. 2. 24.
- 학술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2016년 수행 예정
•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계획 수립: 2016. 9. 30.
•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계약 의뢰: 2016. 10. 5.
•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실시: 2016. 11. 8.
•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계약: 2016. 11. 24. ~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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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 ㈜한국아이티컨설팅
- 소요예산: 48,500천원
•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완료보고회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최
(전 직원 대상): 2017. 1. 18.

11.3.3. 사업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내용은 대상 시스템, 사업 범위, 평가 기준, 담당 업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시스템은 다음 표와 같이 학술정보시스템, 출입관
리시스템, 좌석배정∤예약 시스템, 학사연동시스템이다.
[표 11-5]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주요 처리 업무

수행방법

학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포함)

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평가

출입관리시스템

이용자 출입 통제

점검

좌석배정 및 예약시스템

이용자 좌석 배정 및 시설 예약 관리

점검

학사연동시스템

학사 연동 관리

점검

학술정보시스템은 Alma와 홈페이지를 포함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에 근거
하여 도서 대출, 온라인 결제, 시설 예약, 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를 처
리하고, 회원 가입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사업 범위는 아래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규정, 조직 등)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업무 세부 절차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침해요인별 위험도 산정
•물리적 측면(통제구역, 출입통제 등), 기술적 측면(암호화, 로그관리, 모니터링,
권한관리, 접근통제 등) 분석
•침해요인별 위험도에 따라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개선방안 수립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컨설팅(이행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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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행정자치부, 한국인터
넷진흥원, 2016년 개정)를 기준으로 5개 평가 영역, 25개 평가분야, 78개 평가항목
이며 [표 11-6]과 같다.
평가항목 중 우리 도서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하였다. 대상시스템의 기술
적 보호조치 평가영역에서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Secure coding)을 추가하고, 특정
IT 기술 활용 평가영역에서는 해당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평가항목을 CCTV만 포함하
고 11개를 제외하여 5개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전체 78개 항목에서 67개 항목
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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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분야
1.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

세부 분야

항목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Ⅰ.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8개 항목
3.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개인정보 파일 관리

4. 개인정보 파일 관리

이용·제공대장 관리
개인정보 파일 파기 사실 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1.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Ⅱ. 대상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파일대장 관리
2. 개인정보 파일관리

6개 항목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1. 수집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2. 보유

보유기간 산정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3.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21개 항목
위탁 사실 공개
4. 위탁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감독
파기계획 수립

5. 파기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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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항목수

계정관리
1. 접근권한 관리

인증관리
권한관리
접근통제조치

2. 접근통제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저장 시 암호화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Ⅳ.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점검
27개 항목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백신 설치 및 운영

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보안업데이트 적용
출입통제절차 수립
6. 물리적 접근방지
반출·입 통제절차 수립
7.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개발환경 통제

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CCTV 설치 안내

1. CCTV 활용
CCTV 사용 제한
Ⅴ.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RFID 이용자 안내
2. RFID 활용
RFID 태그 부착 및 제거
3. 바이오정보 활용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개인 위치 정보 수집 동의

4. 위치정보 활용
개인 위치 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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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담당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7]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분장
구분

담당
디지털도서관팀장

담당 업무
•영향평가 사업 총괄
•영향평가 사업관리 일반
•영향평가 보고관리

디지털도서관팀
사업담당자

•영향평가 대상부서 협력 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검수
•착수보고/최종보고
•영향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및 단계별 산출물 검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 현황파악 등 자료
수집 협조
대상시스템
현업 담당자

•해당 사업관련 자료 제공
•영향평가 대상 업무 및 시스템관련 인터뷰 참여
•개인정보 흐름분석 검토
•영향평가 결과 검토 및 의견 제공, 사후 개선 조치 등

디지털도서관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인터뷰 참여 및 자료수집 협조
•영향평가 결과 검토 및 의견 제공, 사후 개선 조치 등
•사업관리/의사결정

프로젝트 관리자(PM)

•일정관리/자원관리/의사소통관리/자료관리 등의
사업관리 수행

영향평가
수행기관
((주)한국
아이티
컨설팅)

•개인정보 관련 정책, 법규 및 사업내용 검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체계 점검 및 수립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품질보증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 관리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한 품질점검

11.3.4. 사업 수행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5개 평가영역별 점검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표
11-8]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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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이행 여부별 항목수

[표 11-8]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분야별 이행 내용
평가 영역

이행 분야

부분 또는 미이행 분야

Ⅰ.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 연간계획 수립

Ⅱ.대상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대장 관리

Ⅲ.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개인정보 제공 시 안전성 확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파일 파기대장 작성

Ⅳ.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접속기록 점검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반출입
   통제 절차 수립
•모바일 앱 보안

Ⅴ.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CCTV 설치 안내
•CCTV 사용 제한

•CCTV 설치 시 의견 수렴

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과 관련된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파일 대장 관리,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저장 시 암
호화, 모바일 앱 보안, CCTV 설치 시 의견 수렴 등에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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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거나 미이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점검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수탁업체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제 강화 및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시(서류 포함) 파기 관리 대장 작성
•개인정보의 출력 및 복사물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반∤출입 통제 및 관리 대장 작성
•CCTV 설치 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모바일 단말 접근권한 최소화 및 소스코드 취약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정기적 점검

11.3.5. 향후 계획
도서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학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고자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이행할 계획이다.
[표 11-9] 수행시기별 개선방안 이행 계획
수행시기

개선 내용

단기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방안 수립
•개인정보 파일 대장관리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시(서류 포함) 파기 관리대장 작성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반∙출입 통제 및 매체제어
•CCTV 설치 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중기

•수탁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관리 계획 방안 수립
•수탁사(자)에 대한 실태점검 수행
•모바일 APP(관정관 열람실 예약, 도서관 출입)의 비밀번호 송수신시 암호화하여 전송
•모바일 APP 개발 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장기

•개인정보 취급자의 학술정보시스템(홈페이지) 접속기록 정기적 점검
•Alma 시스템 비밀번호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개인정보의 출력 및 복사물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

※ 단기(2017년 3월 이내), 중기(2017년 6월 이내), 장기(201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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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출입통제 시스템
11.4.1. 현황
중앙도서관은 외부인과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여 도서관 시설과 구성원을 보호
하기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본관에는 4곳, 관정관
은 7곳에 출입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표 11-10] 출입게이트 설치 장소
구분

본관

관정관

설치 위치
지하2층

제1열람실 입구

1층

제3열람실 입구

1층

일반인 열람실 입구

2층

자료실 입구

1층

로비

1층

행정실 방향

2층

인문대 방향

2층

본관 연결 통로

2층

편의시설 방향

3층

약대 방향

5층

옥상정원 방향

아래 그림은 출입게이트 중 대표적으로 본관 2층과 관정관 1층 로비에 있는 출입게
이트 모습이다. 관정관은 서울대구성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 가입자
들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관정관에서도 1층 행정실 방향 게이트는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림 11-5] 출입게이트: 본관 2층(좌), 관정관 1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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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용자는 게이트 상단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단말기 별로 인증할 수 있는 카드와 모바일앱 종류는 다음
과 같다.
[표 11-11] 단말기별 인증 매체
단말기 리더기

인증 매체

<RF 리더기>

S-Card / 법인 신분증 / 일일출입증(방문자-본관) / 일일출입증(방문자-관정관)

   

모바일 앱

<모바일 리더기>

<바코드 리더기>

도서관 회원증 / 출입증(졸업생/휴학생) / 개인소지카드
※ 도서관 회원증과 출입증은 바코드 리더기 없을 경우  모바일 리더기를 통해 출입  

RF 리더기에는 서울대 구성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Card, 법인 신분증, 외부
방문자를 위한 본관과 관정관용 일일출입증의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리더기는 스마
트폰에서 설치한 모바일 앱을 통해 인증할 수 있다. 바코드 리더기는 도서관 회원을 위
한 회원증, 졸업생과 휴학생들을 위한 출입증, 그 외의 도서관 출입자들을 위해 발급한
바코드로 인증한다. 바코드 리더기의 경우 본관 자료실과 열람실 출입게이트에만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출입게이트에서는 모바일 리더기에서 인증 절
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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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서울대 비구성원용 RF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서울대 구성원인 재학생과 교직원은 대학에서 발급하는 S-Card를 통해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회원과 같은 비구성원의 경우 대학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별도로 바코드 카드를 발급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런데 바코드 카드용 리더기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던 시기부터 사용한 단말
기로 RF카드나 모바일 앱에 비하여 인식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출입 시에 느린 인식
속도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인증에도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불
법 복제와 분실 우려 등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비구성원용 바코드 카드를 RF카드로 교체하기 위한 RF
카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발급시스템은 도서관 회원을 위한 회원증과 졸
업생 및 휴학생용 출입증 카드를 교체 대상으로 하며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출입통제 시스템의 출입카드 개선 방안 논의: 2016. 8. 25.
•RF카드 발급 시스템 사업 추진: 2016. 11. 24. ~ 2017. 1. 6.
- 계약업체: ㈜한국심트라
- 소요예산: 15,950천원
•RF카드 전면 발급: 2017. 1. 2.

RF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카드 3,000장과 RF카드 발급기 1대를 구입
하고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초 카드
- 수량: 3,000장
- 재질: PVC
- 기본 4도 인쇄
- 크기: CR-80(W 86mm x H 54mm)
- 보유 샘플 디자인 제공 및 편집 지원
- 통신 주파수: 13.56MHz
- 비구성원용 RF카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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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도서관 회원증 및 출입증 변경 카드 디자인

•RF카드 발급기
- 수량: 1대
- 인쇄방식: 직접열전사(염료승화)방식
- 해상도: 300dpi(11.8 DPM)
- Color: 165k Full color
- 리본교환: 카트리지 교환방식
- 발급속도: 171 Card/H(YMCKO,단면)
- 인터페이스: USB 2.0
- MS/IC/RF/양면 모듈 포함
- 카드양면 전사지원
•발급 프로그램
- 발급 대상 이용자 정보 검색 조건: 회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
등록일 범위 등
- 발급 대상 이용자 정보 검색 결과: 회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
소속, 등록일, 연락처, 이메일 등
- 사진 정보 연동: 사진 정보가 없는 경우 기본 이미지 출력
- 회원증과 출입증을 구분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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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후 출입 시스템 정보에 반영하여 카드 즉시 사용 가능
- 전사 및 MS/IC/RF 인코딩 기능
- 분실 관리 및 재발급에 따른 차수 관리를 통한 카드 불법 사용 방지
- 일자별, 이용자별, 신분별 발급 내역 조회 기능
- 연도별, 월별, 일정 기간 동안의 신분별, 카드별 발급 통계 조회

11.4.3. 향후 계획
중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다양한 위치에서 편리하게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총 11곳의 출입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출입게이트를 관리해
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출입게이트를 관리하는 인력은 부족
한 반면, 게이트 수가 많아 이용자가 드나드는 모든 게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이다. 또한 게이트가 많은 만큼 유지보수비도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효율
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이용자 방문이 감소하는 휴일과 방학기간 동안에는 출입구를
축소하여 개방하는 등 앞으로도 시설 이용과 인력 현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
이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2017년 1월부터 비구성원에게도 RF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만 이전에 발급받은 이용자들은 여전히 바코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바
코드 카드 역시 RF카드로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출입게이트의 유연한 운
영, 점검과 개선, 철저한 통제 관리를 통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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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술정보시스템 지원
11.5.1. 개요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100여개의 학과 및 연구소 산하의 자료실이 존재한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규정」 제26조2항에 따라 학내 전 기관의 소장 학술 자료를 공동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고 있다. 이에 1998년부터 학과 및 연
구소 자료실 소장자료에 대해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술정보시스템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은 학내 소장 학술자료에 대해 공유형 서지 데이터베이스(캠퍼스 종합 목록)
를 구축하여 각 분관과 학내 100여개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소장자료의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학내 자료의 공동 활용은 자료 중복 구입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중앙도서관과 동일한 시스템(목록, 대출, 검색)의 사용을 지원하여 학내 소장자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11.5.2. 추진 경과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지원 사업은 학술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으로 개발 시작되
었으며, 이를 위한 수차례의 회의와 검토 후 분담목록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후 도서
관에서는 기존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일괄 변환하여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였고, 이를 통해 캠퍼스 종
합목록을 구축하고 시스템 사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 3월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담당 부서를 분리하였다. 현재
수서정리과는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연 1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관리과는 학술
정보시스템(목록, 대출, 검색) 사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연간 구독 비용 지불,
시스템 사용 교육과 인증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방침을
변경하고 사용자 계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
술정보시스템 지원 지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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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지원 내역
가.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표 11-12]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연도

기관수(개)

구축책수(책)

소요예산(천원)

재원

1998

1

4,000

8,415

1999

5

33,402

12,000

2000

3

17,732

23,052

2001

-

-

-

2002

51

245,703

83,000

2003

31

119,100

18,000

대학도서관정보화사업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2004

23

22,563

28,204

기성회계

2005

21

44,020

54,584

2006

21

16,413

39,900

2007

19

24,890

30,010

2008

4

14,500

19,900

2009

12

12,560

15,900

기성회계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2010

12

12,216

16,492

기성회계 학교운영비

2011

16

11,443

17,943

기성회계 학교운영비

2012

9

13,525

17,988

법인회계 운영비 기타 운영비

2013

14

11,008

17,978

법인회계 운영비 기타 일반관리비

2014

-

-

-

2015

13

5,501

11,000

간접비 연구지원비 일반용역비

2016

13

4,894

11,040

간접비 연구지원비 일반용역비

합계

268

613,470

425,406

국고

BK21 전자도서관구축 사업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정보화사업비)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을 통해 현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현재 검색이
가능한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은 95개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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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3] 소장자료 검색 지원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2016. 12.)
소장자료 검색 지원
간호학과, 건설기술연구실,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경제연구소, 고고미술사학과,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교육학과, 국사학과,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국제백신연구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계항공공학부,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교육원, 노어노문학과,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대기과학전공, 독어교육과, 독어독문학과, 동아문화연구소, 동양사학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러시아연구소, 물리학과(물리천문학부),
미국학연구소, 미생물학과, 미술대학, 미학과, 박물관, 병원역사문화센터, 보건대학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불어교육과, 불어문화권연구소, 불어불문학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가나다 순)

사회발전연구소, 산림과학부, 생활과학연구소, 서양사학과, 서양화과, 서어서문학과,
섬유고분자, 수리과학부, 스포츠과학연구소,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약학대학, 언론정보연구소, 언어학과, 여성연구소, 역사교육과, 역사문제연구소,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예방의학교실, 원자핵공학과, 유전공학연구소, 음악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의류학과, 의사학교실, 인문대학도서실, 인문학연구원, 일본연구소, 재료공학부 보존자료실,
재료공학부 자료실, 전기정보공학부, 조경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조소과, 종교학과,
중어중문학과,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진단방사선과, 천문학과, 천연물과학연구소, 철학과,
통계학과, 통일평화연구원,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해양학과,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기록관리학, 화학과, 화학생물공학부, 환경교육협동과정,
환경대학원

나.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도서관은 다음의 20개 자료실에 사용자 계정 발급하여 학술정보시스템 사용을 지
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자료실은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하며,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3개월 이상 미사용
계정은 회수 처리 하는 등 사용자 계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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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4]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2016. 12.)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건축학과, 국제백신연구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독어독문학과, 동양사학과,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가나다 순)

물리학과(물리천문학부), 미국학연구소, 미술대학, 박물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범대학,
수리과학부, 음악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통계학과,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행정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환경대학원

11.5.4. 향후 계획
도서관은 학내 학술 자료의 공동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학
술 자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학과 및 연
구소 자료실 담당자가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11.6. 무선랜 구축
11.6.1. 개요
중앙도서관은 스마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에 무선
AP를 설치하여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선랜은
크게 학내무선랜인 SNU무선랜과 상용무선랜(KT, LGU+, SKT)이 있다. SNU무선
랜과 KT 상용무선랜은 학내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LGU+, SKT 상용무선랜
은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내 구성원과 일반인 모두 이용하
는 중앙도서관 본관은 학내 무선랜과 상용무선랜을 모두 제공하고, 학내 구성원만 이용
하는 관정관은 학내무선랜만을 제공하고 있다.

11.6.2. 추진 경과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의 무선랜 수요 조사를 통해 무선랜을 지속적
으로 업그레이드 및 확충해오고 있다. 중앙도서관 무선랜 서비스 구축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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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제5열람실 무선랜 AP 설치: 2003. 5.
•중앙도서관 KT NESPOT 무선랜 설치: 2004. 5.
•중앙도서관 LGU+ 무선랜 설치: 2011. 8. ~ 2011. 9.
•장비 노후화로 인한 KT 무선랜 스위치 교체 작업: 2012. 2. 7.
•SKT 무선랜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2012. 4.
•중앙도서관 SKT 무선랜 설치: 2012. 5. 21. ~ 2012. 5. 31.
- 공사업체명: 지오, 총 49대 설치
•장비 노후화로 인한 SNU 무선랜 장비 교체: 2013. 11. 17.
•정보화본부 SNU 무선랜 확대 사업에 따른 무선랜 수요조사: 2016. 7.
•SNU 무선랜 확대 사업에 따른 중앙도서관 무선랜 설치: 2016. 11. 7. ~ 11. 15.

11.6.3. 추진 내역
학내 무선랜(WiFi)은 정보화본부에서 모두 관리하며, 무선랜 종류는 학교망으로
구성된 SNU무선랜과 KT, LGU+, SKT의 상용무선랜이 있다. 각 무선랜 종류와 특
징은 다음과 같다.
[표 11-15] 무선랜 종류
구분

SNU 무선랜

SKT

LGU+

KT

무선랜 목록

SNU-1st-time
SNU-Member

T wifi zone

SNU_U+Zone

ollehWiFi_SNU

사용대상

학내구성원
(방문자 가능)

제한없음

제한없음

학내구성원

사용방법

SNU_ID/PW

MAC주소 등록
(1개월간 별도 인증
필요없음)

고정 암호 입력

SNU_ID/PW

속도

802.11a/b/g/n
802.11ac(일부)

802.11a/b/g/n

802.11a/b/g/n

802.11a/b/g/n

학내무선랜은 2016년도 11월에 SNU 무선랜 확대 사업에 따라 추가 증설되어 총
세 종류의 AP를 서비스하고 있다. AP-105는 초창기 모델로 300Mbps를 지원하고,
AP-225와 AP-325는 모두 1Gbps를 지원한다. 다만 AP-325모델이 AP-225모
델보다 상위 스펙으로 성능이 더 우수하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중앙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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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는 AP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16] 무선랜 설치 현황
구분

본관

AP-105

AP-225

총계

1층

2

6

8

2층

9

3

12

2

2

4층
1층

6

2층
3층
관정관

AP-325

6
14

8

4층

14
8

12

12

5층

7

7

6층

15

15

7층

29

29

8층

31

31

11.6.4. 향후 계획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과 고화질 영상 수요 증가로 매년 무선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016년도 11월에 정보화본부 지원으로 SNU
무선랜 확대 사업을 통해 무선랜 AP를 증설하고 속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무선랜 트래픽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도 무선랜 사용량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선랜 확장 및 개선 사업을 통해 스마트한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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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차세대 영상 체험전 운영
11.7.1. 개요
관정관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우리 도서
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빛과 영상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념 전시회를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최첨단 ICT 공간을 지향하는 관정관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 및 상영하여,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도서관
의 미래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전시회 구성은 ‘차세대 영상 체험전’, ‘미디어 아트와의 만남’, ‘가상현실(VR) 체
험존’, ‘스누씨네(SNU CINE)’로 구성하였다. 이 중 차세대 영상 체험전과 VR 체험
존은 디지털도서관팀에서 운영하였다. 차세대 영상 체험전은 메시스크린을 마련하
여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관련 영상과 이미지 등을 상영하였고, VR
(Virtual Reality) 체험존을 마련하여 VR 체험 기기인 구글카드보드를 제작하여 배
부하였다. 차세대 영상 체험전에서는 영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소재인 메시
스크린을 도입하여 다양한 도서관 영상을 상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설문 프로그
램을 통해 수집된 도서관 관련 표어들을 랜덤하게 표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
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또한 VR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들에게 가
상현실 기반의 미래지향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중앙도서관
70주년을 계기로 메시스크린은 향후에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창의적 생산공간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11.7.2. 추진 경과
‘차세대 영상 체험전’ 전시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전시 주제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2016. 7. ~ 8.
•전시 기획 및 영상제작: 2016. 8. ~ 9.
•구글 카드보드 제작 의뢰: 2016. 9. 26. ~ 10. 7.
- 제작업체: 유동상사(BBAB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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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품목: 커스텀 카드보드 L사이즈(150 x 80mm)
- 제작수량: 1,500매(full color)
•차세대 영상 체험전 전시 사업 추진
- 계약기간: 2016.10. 6. ~ 10. 14.
- 계약업체: (주)에이스엠이
- 소요예산: 18,211 천원
•메시스크린 제작 및 설치: 2016. 10. 6. ~ 10. 11.
•체험존 부스 디자인 및 설치: 2016. 10. 10. ~ 10. 11.
•차세대 영상 체험 전시회 실시: 2016. 10. 12. ~ 11. 4.

11.7.3. 추진 내역
전시 사업은 도서관 관련 홀로그램 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 체험과 다
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으로 구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7] 관정관 전시장: 1층 관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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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세대 영상체험전
메시스크린과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홀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들을 상영하
고 이용자 설문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설문 문구를 1~2분 간격으로 메시스크린
에 표출되도록 하였다.

[그림 11-8] 메시스크린 화면

•설치 및 개발 작업
- 메시 스크린 설치: 가로 5.2M x 세로 3M
- 전동장치 250˚전동구동부 설치
- 천정형 스피커 3대 및 4채널 앰프 1대 설치 6500ANSI 이상 프로젝터(모델명:
엡손 EB-G7100) 1대, 고사양 PC 1대 설치
- 이용자 설문 작성 및 표출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구성내역
- 콘텐츠는 총 3부로 ‘진리는 나의 빛’, ‘빛을 품은 도서관’, ‘세계를 품고 미래로’
라는 주제로 관련 영상 콘텐츠를 메시스크린에서 상영하였다.
- 주제별 관련 영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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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나의 빛(좌), 빛을 품은 도서관(우)

·세계를 품고 미래로
영화/
상영시간(분)

288

관련 이미지

영화/
상영시간(분)

관련 이미지

영화/
상영시간(분)

1) 더 폴
    (01:00)

5) 휴고
    (01:36)

9) 정글북
    (01:34)

2) 그래비티
    (01:39)

6) 아바타
    (01:02)

10) 매직 인 더
문라이트
      (01:03)

3) 미드나잇
    인 파리
    (01:23)

7)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01:23)

4) 마션
    (02:40)

8)인터스텔라
    (00:37)

관련 이미지

제11장 기타 주요 사업

나. VR(Virtual Reality) 체험존
VR 체험존 내에는 관정관 1층 출입게이트와 관정마
루 사이에 VR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구글 카드보드를 배
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 카드보
드를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책상과 관정마루에 앉아서 구글
카드보드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약 15좌석의 쿠션 등을
마련하였다.
•구글 카드보드 운영
- 배부 장소: 관정마루 앞 VR 체험부스

[그림 11-9] 차세대 영상 체험존
이용 안내문

- 배부 기간: 2016. 10. 12.(수) ~ 10. 19.(수)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첫 3일 동안 1日 300매, 나머지 3日 동안은 1日 200매 한정으로 배부

11.7.4. 향후 계획
최첨단 소재를 활용한 메시스크린은 중앙도서관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매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도서관 소개와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와 홀로그램 영상을 상영하여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정관
의 활약상을 알리고, 차세대 영상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
율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생산해 나가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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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본 방향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바
이오, 물리학 등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의 기술이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ICT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
으며,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2-1] 4차 혁명 모델(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혁신 포럼)

도서관은 대학 학술정보화의 중추 기관으로서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가치 창출이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서관은 새로운 학술정보시스
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
자 관점에서 가공하고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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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 중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
유·보존하고, 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
로써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수준의 학술정보 환경 조성이다. 국내외 학술정보와 디지털 환경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정책과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학
술정보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최첨단 ICT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경험과 협업,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스마트한 학술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
이다. 또한 학술정보시스템의 국제 표준 기술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상호 공유,
협력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할 모바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학술정보 환경과 서비스 전반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
적화된 환경을 구축하며 이에 대한 보안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도서관은 향후 미래 도서관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이 설정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빅데
이터를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강화, 서울대 생산 지식정보의 디지털 허브 수행, 연구데
이터 관리 구축, 창의적 미디어센터 구축, RFID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확장, 스마트
미래형 도서관 구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1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도서관은 생산·이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여 학술정보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빅데이터를 Alma가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인 Analytics로 분석하여 이
용자의 학술정보 이용 성향과 자료 검색의 동향, 많이 대출하는 도서, 이용이 많은 공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
이용에 대한 전반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 분석된 내용으로 도서관 이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추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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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빅데이터의 특징

[그림 12-3] 학술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활용방안 예시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
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석 데이터는 홈페이지에서 시각화 서비스를 할 예정
이다. 도서관 이용 현황을 이용자에게 흥미로운 시각적인 요소로 제공함으로써 계속적
인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여 만족도를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Analytics 분석으로 학
술정보의 중요 정책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그림 12-4] 개인화 서비스 구현 방안 예시

[그림 12-5] 개인화 서비스 예시

아울러 도서관은 Alma와 관련하여 기능 향상과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다. Alma는
전 세계 사용자 그룹의 기능 수정과 개발 요구를 바탕으로 매월 릴리즈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기능 향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술정보시스템을 제
공할 것이며, 안정적인 학술정보 자원의 이용을 지원할 것이다. Alma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사용 국가에서는 강력한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
대에서도 한국 Alma 사용자 그룹을 결성하여 한국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 요청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Alma 사용자 그룹 회의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시스
템 활용 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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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서울대 생산 지식정보의 디지털 허브
도서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개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전자도서관을
가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에서 생산되는 학술∤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지식정
보를 디지털화하여 학내 생산 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디지털 학술정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각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도적인 연구
∤학습을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림 12-6] 서울대학교 생산 지식정보의 디지털 허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학내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백서, 발전계획서,
보고서, 홍보책자 등)에 대한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내 기관의 서울대 생산자원
인 학내간행물의 보존과 디지털파일 납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서관에서도 이를
위한 홍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수집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중요 서울대 역사 지식
자원은 사장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학내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
행물을 의무적으로 도서관에서 납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2017년
상반기에 도서관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학내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도서
관에 기본적으로 납본하도록 하며, 납본자료는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은 전자파일도 포
함하도록 할 것이다. 도서관은 학내 기관 발행물의 의무 납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내 지식 생산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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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내 생산되는 연구업적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Google 검색
에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이용을 증대시켜 공유 확산을 유도할 것이다. 서울대 역사사
진도 학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문 보존과 서비스 통합화를 추진할 것이며, 도서관
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콘텐츠인 고문헌과 학위논문도 계속적으로 고품질의 디지털화
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식별성이 현저히 낮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슬라이드나 테이
프 등의 원본 자료를 고품질의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모바일 기기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 개발할 것이다. 다양하게 생산되는 서울대의
지식 콘텐츠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하여 사용성의 편리함과 지식자원의 공유
를 확장시킬 것이다.

12.4. 연구데이터 관리(RDM) 구축
RDM이란 Research Data Management의 약자로 연구데이터를 수집하고 보
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지원 인력, 자원, 기술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학내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는 학술지 논문이나 최종연구결과물의 기반
이 되는 원 자료로서 공유와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연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고, 중복연
구와 연구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연구성과 확산과 협동 연구 증진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연구데이터는 공유와 체계적 보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개 연구자 개인이 연구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도로만 보존하고 있
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법·제도, 표준, 지식재산권, 인센티브 제공,
배포, 유지 관리 방안 등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RDM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이다. 정책과 전략은 RDM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서울대학교에
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
들이 연구의 과정에서 발생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을 지원하고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구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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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관리할 데이터의 수집, 기술, 표현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이러한 사항들은 추후 연구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데이터 전문
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국가 차원 및 학문 영역에서 자발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공유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중이다. 도서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본부 연구
처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의 수행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보존하여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7] RDM 서비스 구현(영국 데이터 큐레이션 센터)

12.5. 창의적 미디어센터 구축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도서관은 온라인, 미디어 등의 다양한 콘텐츠의 경험과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교육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해외 유수 대학도서관에서는 Maker Space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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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란 창작자들을 위한 꾸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같이 작업을 할 협력자를 구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메이커들 간의 실제적인 지식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공간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최첨단 기기를 도입하
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협업의 소통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표 12-1] 해외 대학도서관 첨단 ICT 및 미디어 서비스 사례
서비스 유형

대학 및 특징
Michigan State University Libraries(https://www.lib.msu.edu/ebm/)
학내의 교수, 학생, 직원이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에스프레소
북 머신
(Espresso
Book Machine)
서비스

Univ. of Michigan Library
(http://www.lib.umich.edu/espresso-book-machine)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J. Willard Marriot Library
(http://www.lib.utah.edu/services/espresso-book-machine.php)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 정보 획득의 기회 확대 제공
Kent State Univ. Library
(http://www.library.kent.edu/about/departments/student-multimedia-studio)
다양한 멀티미디어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하여 면대면 정보 서비스 제공
Georgetown Univ. Library

멀티미디어 제작
스튜디오 서비스

(http://www.library.georgetown.edu/news/creative-spaces)
학생들이 그룹으로 스튜디오에서 의견을 공유하여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 증진 도모
Univ. of Delaware Library(http://library.udel.edu/multimedia/)
영상 및 음성 자료 제작 및 편집에 대해 수업시간에 학습할 기회 제공
NCSU Libraries
(https://www.lib.ncsu.edu/techlending/techlending-beta-program)
창의적인 모션 제어 기반 기기 체험
Carleton Univ. Library

Leap Motion 서비스

(https://library.carleton.ca/library-news/leap-motion-controllers-library)
학내의 교수, 학생, 직원에게 대여 서비스 제공으로 체험 지원
Bond Univ. Library
(https://bond.edu.au/about-bond/facilities-services/teaching-facilities/level-labs)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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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도서관도 Maker Space의 트렌드와 세계 대학의 최첨단 ICT를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최신 ICT 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여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지식 생산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도
서관은 관정관 신축으로 하루 약 8,000명이 이용하고 있어 학내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여 학술∤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학술정보 환경을
바탕으로 창의적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면 학내에서 지식생
산의 공간으로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세계
적인 수준의 창의적 학술정보 허브가 되기 위해 창의적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목표와 비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8] 창의적 미디어센터 구축의 목표와 비전

창의적 미디어센터는 융합하고 창조하는 공간, 도전하고 만드는 공간, 꿈꾸는 열린
공간, 배우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최신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와 아이디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공간에 도서관 소장자료 중
저작권이 만료된 고문헌자료, 디지털 콘텐츠, 개인 학습∤연구 창작물 등의 출판이 가능
한 자가출판시스템(Self-publishing)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최신의 미디어 자료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적인 창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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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다양한 학술정보자원 제공과 선험적인 최첨단 체험 학습 기반을 구축함으
로써 새로운 정보기술을 빨리 수용 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보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6.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확장
RFID는 3가지의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다. 실시간 정보 관리를 통한 이용자 서비
스 증진, 업무 처리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
기술 적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2014년부터 대출·반납 시 RFID를 활용하여 자료 순환율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후 스마트 장서점검기와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을 도입
하여 도서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향후 우리 도서관은 스마트 서가, 스마트대출반납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 참고 사례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RFID 스마트 서가를 도입하여 도서관 내에서 열람한 자료의 이용 통계를 산출하고 정
확한 자료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스마트대출반납기를 도입하여 이용자
가 시간의 제약 없이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다.
또한 장서점검 로봇을 도입하여
오배열도서나 서가에 없는 도서 찾기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사례로는 싱가포르 국
가도서관 관리국(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NLB)는 국
립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재불명이
나 오배열 도서의 확인이 가능한 장
서점검 로봇을 개발45)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2-9] 장서점검 로봇-싱가포르
국가도서관 관리국

45) Coby McDonald, 「Robo Librarian Tracks Down Misplaced Books」, 『Popular Science』, 2016.06.10.
http://www.popsci.com/robo-librarian-tracks-down-misplaced-books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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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스마트 미래형 도서관 구축
도서관은 앞으로 최첨단 스마트 디지털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해 ‘더 똑똑한 도서관’
을 만들어 최적의 학술∤연구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다음
그림과 같은 스마트 미래형 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2-10] 스마트 미래형 도서관 추진 계획

첫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시설 예약 관리시스
템 등을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며, 통합 모바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사용 성향을 분석하고 이용 패턴을 예측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이용이 많은 멀티미디어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
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스마트 콘텐츠 통합 서비스할 것이다.
셋째,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합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
화할 것이다. 감지센서(CCTV, Beacon 등)를 활용한 출입게이트, 열람실, 그룹스터
디룸 등의 통합 관제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창문 자동 개폐, 좌석 미사용
등을 감지하는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관리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서
자원 관리, 디지털 자료, 시설 관리 등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에 모바일과 창의적 미디어 시스템을 연계하여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
적화된 통합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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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은 1995년에 국내 대학 최초로 학술정보시스템(SOLARS)을 개발하
여 정보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자원의 구축과 활용에 이바지하였고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학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
지의 학술정보시스템의 발전과 전자도서관 구축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2007년에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를 발간하였고, 2011년에는 급
변하는 정보 환경을 반영한 학술정보시스템 SOLARSIII 개발과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기술 개발 내용을 담아 두 번째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세 번째 백서에는 20년이 넘게 사용한 학술정보시스템 SOLARS를 대신하여
외국 패키지인 Alma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우리 도서관이 새
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 그 선택을 위한 수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빠짐없이 기록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백서 집필
을 시작하였다. 기존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인 Alma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 Alma에
대한 세부 환경설정과 최적화 작업, 신규 시스템에 없는 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과 API
연동 작업, 홈페이지 재개발, 이용자 교육 등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하기에 어려운 작업
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한편 현업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기
존에 사용하던 기능의 부재로 인한 혼란, 우리나라 정서와 다른 업무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상이한 외산 검색 인터페이스,
홈페이지 개발 기간 부족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도 불만을 호소
하였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차례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익숙해져 있던 시스템을 버리고
원천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운 외국 패키지를 들여오는 것은 실로 큰 모험이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 온종일 Alma 시스템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업무
를 수행해 나간 현업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용자 불만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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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감내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결국 Alma 시스템을 안정화한 디지털도
서관팀(주성희 팀장, 김현자 실장, 나혜란, 이영미, 장혜영, 권소담, 배종학, 주상욱)
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금번 백서 발간을 통하여 그동안 도서관이 수행해왔던 사업을 정리하고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과거의 기록은 그저 지나간 일들이 아닌 앞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 믿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다방향성이 상존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금번 발간하는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가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의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
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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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2012. 6. 15.

최종변경일

2016. 3. 2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
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
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
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소개 및 공지사항, 본인 인증, 도서대출, 온라인 결제,
모바일 열람증, 시설 이용 예약 및 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관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연령확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
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학칙이나 기타 법
률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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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도서
대출
관리

이름, 학번, 생년월일, 신분, 학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복학 상태, 퇴학
∤제적 사항, 도서 대출∤반납∤연체∤예약
∤구입 신청 사항, 연체료 납부 여부 등

시스템 연계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준영구

☞ 개인정보파일의 자세한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서울대학교’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
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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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Ex Libris

클라우드 기반
도서 대출 관리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이전 국가: 싱가포르
이전 항목, 일시, 방법은 동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의 범
위·목적 및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
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
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
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
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
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
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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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
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
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는 ‘회원정보수정’, ‘회원탈퇴’등으로 본
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
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
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
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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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
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반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
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
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
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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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
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총괄 담당자

- 담당부서: 중앙도서관
- 성명: 홍성걸
- 전화번호: 880-5280
- 이메일: libit@snu.ac.kr

- 담당부서: 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팀
- 성명: OOO
- 전화번호: 880-5567
- 이메일: libit@snu.ac.kr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
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를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http://www.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1566-0112 (http://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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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술정보시스템 지원 지침

제정 2007.08.22. 정보관리과-1384
개정 2007.09.05. 정보관리과-1478
개정 2016.11.17. 정보관리과-390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규정」 제26조 2항에 따라 학내 전 기관의 소장 학술 자
료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학내 학과 및 연
구소 자료실(이하 “자료실”)에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시
스템 사용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원 체계
제2조 (지원업무) ① 중앙도서관은 자료실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베이스 구축기관 수요조사
2. 자료실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3.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② 중앙도서관은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실 운영을 위한 학술정보시스템(검색, 목록, 대출 등) 지원
2.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실 이용 안내

제3조 (기술 및 교육지원) ① 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 지원한다.
1. 학술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사용 안내
2. 자료실 코드, 등록번호, 담당자 계정 권한 부여
3. 기술지원 요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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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한다.
1. 해당 자료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3개 이상의 자료실이 신청할 경우

제3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지원
제4조 (신청)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희망하는 자료실은 별지 제1서식의 ‘학과 및 연
구소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조사 기간 중 중앙도서관에 신청
한다.② 학술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료실은 별지 제2서식의 ‘학과 및 연구소 자
료실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서약서’ 및 별지 제3서식의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안내 페
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도서관에 신청한다.

제5조 (선정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시 각 대학별, 기관
별 균등지원을 원칙으로 선정하며,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자료실 관리 전문 인력 보유
② 자료구입비 및 장서량
③ 신규 신청
④ 소장자료의 이용범위

제6조 (선정된 기관의 의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실은 ②항과
⑤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실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 및 학술정보시스템 실사용자는 별지 제2서식의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술
정보시스템 사용 서약서’를 작성하여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은 기관장 책임 하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이를 중앙도서관에
공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중앙도서관이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보조 인력 활용 시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일지, 소장자료 관리 등 자료실 운
영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추후 중앙도서관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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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자료실에 대한 일반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중앙도서관에 공
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적용 표준은 다음 각 항
과 같다.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 포맷은 MARC21(서양서)과 KORMARC(국내서)을 사용
한다.
② 목록기술규칙은 AACR2와 KCR4를 병행한다.
③ 분류는 DDC 서울대학교 도서관용 수정판을 사용한다. 단, 자관 분류 사용 여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자료의 이용 및 보존) ① 중앙도서관에서 지원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소장
자료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자료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가능하여야 한다.
2. 소장자료는 자료실 내에서 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3. 자료실은 가능한 경우 서울대 전체 구성원에게 소장자료의 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료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단, 자료실 폐실 등으로 인해 소장자료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도서관에 공
식 문서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 자료실은 소장자료에 대한 데이터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② 중앙도서관은 학술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단, 3개월 이상 미사용 계정
은 통보 후 반납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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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과 및 연구소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청서
대

학

학과(부)/연구실

자료실명

연락처

담당자 성명
사서 (   )  비사서 (  )
※ 비사서인 경우
   행정직원 (  ) 조교 (  ) 자체직원 (  ) 봉사학생 (  )

담당자 신분

   일용직 (  )   기타 (          )
※ 실제로 목록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자
   행정직원 (  ) 조교 (  ) 자체직원 (  ) 봉사학생 (  )
   일용직 (  )   기타 (          )

DB 구축 기관 여부

기구축기관 (   )  미구축기관 (  )
목록시스템 (  ) 대출시스템 (  ) 사용안함 (  )

학술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대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자 서비스 범위는?
    학과소속 (  ) 학내소속 (  ) 기타 (            )

소장된 총장서수

단행본(   종     책)   연속간행물(   종    책)
연속간행물
제본도서②

단행본①

연속간행물
미제본도서③

신청대상자료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신청대상자료 수량 파악 방법]
① 단행본인 경우 종수와 책수는 동일한 책이 2권 있을 경우, 1종 2책으로 파악한다. 종수는 레코드가
생성되는 수이며, 책수는 복본의 수를 말한다.
② 연속간행물 제본도서란 연속간행물들을 모아 일정기간 단위로 하드커버 제본한 도서를 말한다.
연속간행물 종수와 책수는 연속간행물 한 서명에 소장하고 있는 제본도서가 4책인 경우 1종 4책
으로 파악한다.
③ 연속간행물 미제본도서란 간행된 출판물을 그대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낱권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말한다. 한 서명으로 출판된 연속간행물에 낱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10책인 경우 1종
10책으로 파악한다.
④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종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장하고 있는 책수를 정확히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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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준하여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2.본인은 시스템 사용 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일체의 정보를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인
식하여 임의적으로 변경·삭제하지 않으며,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본인 및 기관이 배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서 약 자 소

속:

(본

직

위:

성

명:

인)

월

일

(서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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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안내 페이지 신청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안내 페이지에 수정 또
는 입력될 내용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library.snu.ac.kr/libraries 참조
경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안내 > 도서관 소개 >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 작성 방법
구 분

내 용

자료실 소개

자료실 이용 범위

이용시간

자료실 위치 및 지도

담당자

기타

열람:
대출:
복사:

평일:
공휴일:

주소:

이름:
연락처:
FAX:

※ 위의 항목외 특별하게 자료실 이용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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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행사 VOD 서비스 운영 지침

제정 2012. 3. 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학술행사
VOD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술행사”라 함은 서울대학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
는 학술회의, 워크숍, 강연회, 발표회, 전시회 및 주요 행사 중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학술행사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디지털 VOD 콘텐츠로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내 구성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전송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신청) ①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술행사의 주최 기관 또는 발표자는 당해
학술행사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도서관의 학술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발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학술행사 VOD 서비스
에 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시간적 여건상 신청 당시에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행사의 촬영 전까지 동
의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의 방법과 범위) ① 서비스는 도서관의 학술행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서비스의 범위는 발표자의 동의에 따르되 완전공개와 제한
공개로 구분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된 VOD 파일을 복제 및 재전송할 수 없으며, 학술∤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원본 파일의 관리) ① 학술행사를 촬영한 원본 파일은 도서관장이 보존∤관리하
고, 학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술적 목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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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 파일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발표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원본 파일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2항의 원본 파일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원본 파일
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본 파일을 제공받은 자는 그 파일을 복제∤재배포할 수 없으며, 신청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저작권 등) ① 발표 등의 내용과 그에 포함된 자료의 진실성 확보 및 저작권 보
호에 관한 책임은 발표자 또는 주최 기관이 진다.
② 서비스되는 VOD 파일 및 원본 파일의 소유권은 발표자(기관)와 도서관이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① 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법규의 준수) 도서관장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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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학술행사 VOD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해 아래 학술행사를 촬영하고 VOD 콘텐
츠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학문 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적∤문화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술행사 VOD 서비스”에 동의합니다.

학술행사명 또는 발표제목 :

1.학술행사 또는 발표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화하여 VOD 콘텐츠로 구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구축된 VOD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하되 서비스의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공개(일반인에게도 공개)

□ 제한공개(학내 이용자에게만 공개)

3.서비스되는 VOD 콘텐츠는 이용자가 복제 또는 재전송 할 수 없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본 학술행사 또는 발표의 내용과 이에 포함된 자료 등의 진실성 확보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기관)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5.본 동의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학술행사
VOD 서비스 운영 지침”을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발표자(기관) :

서명 또는 직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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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Academic Event VOD Service Agreement
I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cademic Event VOD Service” and its en
tire process of recording the academic event, creating VOD contents of the event,
and providing service throug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bsite.

Title of Academic Event(Title of Presentation):
1. I giv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to record the academic
event(or presentation) and digitalize its contents into a VOD format, as long as
the original context is not altered.
2. I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nline VOD Content Service, to
the following extent of availability.
□ Open to All
□ Open to SNU Members(Campus users only)
3. The VOD contents on the website cannot be duplicated or sent to others.
4. I agree to be fully responsible for genuineness of the contents being recorded,
and any copyright issues related to it.
5. I agree to follow the “Guidelines for Academic Event VOD Service” for any ru
les and regulations not stated on this agreement.

Date :

.

.

.

Name :

Sign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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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학술행사 디지털 VOD 파일 제공 신청서
본인(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술행사 디지털 VOD
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공받은 파일은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술행사명 또는 발표제목 :

2. 주최기관 또는 발표자 :

3. 제공요청파일 : 서비스용 파일 □

촬영 파일(미편집 파일) □

4. 신청목적 :

5. 붙

임 : 학술행사 디지털 VOD 파일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년

신청인(기관) :

서명 또는 직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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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Application for Academic Events VOD File
I hereby request an Academic Event VOD file, which is under the possess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agree to use the file only for the purpose stated below and comply with the cop
yrigh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1. Title of Academic Event(Title of Presentation):
2. Institution(or Presenter) :
3. Type of File
□ File for Service
□ Original Recording File(before editing)
4. Purpose of Request :
5. Attachment : Agreement to Provide Academic Events VOD Service

Date :
Presenter(Institution) :

.

.

.

Sign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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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학술행사 디지털 VOD 파일 제공에 대한 동의서
본인(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술행사 디지털 VOD
파일을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학술행사명 또는 발표제목 :

2. 제공대상자(기관) :

3. 제공파일 : 서비스용 파일 □

촬영 파일(미편집 파일) □

4. 사용제한조건 :

년

발표자(기관) :

서명 또는 직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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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Agreement to Provide Academic Event VOD File

I agree to provide Academic Event VOD File under the possess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o the applicant specified below.

1. Title of Academic Event(Title of Presentation) :
2. Applicant’s Name(Institution) :
3. Type of File
□ File for Service
□ Original Recording File(before editing)
4. Restrictions for Use :

Date :
Presenter(Institution) :

.

.

.

Sign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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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 지침

제정 2007. 11. 28.
개정 2016. 06. 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및 「대학원 학
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이하 “학위수여지침”)에 따라 서울대 석사
∤박사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온라인 제출
제2조 (제출대상) 학위수여지침 제15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제출기간) 학위수여지침 제15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
합격 이후 논문 책자 제출 전까지 온라인으로 원문 파일을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위수여지침 제15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수정 보완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대학
(원)장은 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최종 인증된 논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정보 입력) 온라인 제출 시 다음과 같이 논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논문제목(한글, 외국어)
2. 저자명(한글, 외국어)
3. 주요어
4. 초록(한글, 외국어)
5. 목차
6. 지도교수명
7. 학과 및 전공
8. 본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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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문 파일 등록) 학위수여지침 제15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석사
∤박사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문 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동의서 제출) 학위수여지침 제16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은 학위논문을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제출 대상자는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확인서 제출) 학위수여지침 제15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학위논
문 제출 확인서(Certificate of Thesis Submission)’를 각 대학(원) 교무담당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원문 파일과 논문 책자 제출 완료 시 출력
할 수 있다. 단, 대출도서 미반납 중이거나 연체료 미납자는 확인서를 출력할 수 없다.

제3장 온라인 서비스
제8조 (서비스 개시) 온라인 제출이 완료된 서울대 석사∤박사∤학위논문을 검토 확인 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공표한다.
제9조 (공표 유보) 학위수여지침 제16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통보한
공표 유보 대상자에 한해 중앙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1. 공표 유보 기간 동안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을 별도 보관한다.
2. 유보 기간 종료 후 온라인 서비스한다.
제10조 (서비스 범위)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보기, 인쇄, 저장)한다.
1.‘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없는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후 학내로 제한하여 서비스한다.
2.‘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있는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후 서비스한다.
3.‘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있으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동의한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없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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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작권 관리
제11조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서울대 석사ㆍ박사 학위논문은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서비스한다.
1.공표 유보 여부에 따라 검색 기능 제한
2.콘텐츠의 복사, 붙여넣기 기능 제한
3.콘텐츠의 발행연도(동의서 유무)에 따라 보기, 인쇄, 저장 기능 제한
4.이용 장소(도서관내, 학내, 학외)에 따라 보기, 인쇄, 저장 기능 제한
5.저장한 파일 복사 방지(USB 등 보조이동매체에 복사 후 다른 PC에서 사용 불가)
6. 저장한 PC에서는 7일간만 사용 가능
7.저작자가 ‘학위논문 원문 파일 제공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공식 문서로 원
문 파일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원문 파일 제공
제12조 (워터마크 적용)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워터마크를 원문파일에 삽입
하여, 인쇄 시에 서울대 로고가 보이도록 한다.

부칙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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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
교가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학

과

학

번

석사 □/

박사 □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
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
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을 준수하며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저 작 자:

20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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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개정 예정)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
교가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학

과

학

번

석사 □/

박사 □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
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3.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여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며, 이후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저 작 자: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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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인)

부록 _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학위논문 원문 파일 제공 신청서
본인은 「저작권법」 제16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
유∤관리하고 있는 학위논문 원문 PDF 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공 신청합니다.

제공받은 파일은 신청 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법」 등 관
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저작자
소

속

전화번호

논 문 명

신청 상세

학

과

학

위

학위수여연도
신청사유

년

신청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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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I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문헌
1 고
2 학술행사
3 서울대 / 기타간행물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1. 고문헌
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콘텐츠
형식
구조
[Solars) (Solars)

Object
Type

Title
(DC)

SIP

1-9 국내고서_01

Collection
9-국내고서

MARC

S

Title
(DC)

기타

IE

Is Part Of
(DCTERMS)

IE Entity
Type

Type
(DC)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OldBook

고문헌

고문헌
고문헌/기타

REP
File
SIP

1-9 국내고서_01

Collection
9-국내고서

MARC

M

245$a

IE

고문헌/기타
고문헌/기타/245$a

REP
File
SIP

1-10 국외고서_01

Collection
10-국외고서

MARC

S

기타

IE

고문헌
고문헌/기타

REP
File
SIP

1-10 국외고서_01

Collection
10-국외고서

MARC

M

245$a

IE

고문헌/기타
고문헌/기타/245$a

REP

고
File

문
헌

SIP

1

Collection
73-귀중도서

MARC

S

1-73 귀중도서_01
귀중도서

IE

고문헌
고문헌/귀중도서

REP
File
SIP

1-73 귀중도서_01

Collection
73-귀중도서

MARC

M

245$a

IE

고문헌/귀중도서
고문헌/귀중도서/245$a

REP
File
SIP

1-75 일제단행본_01

Collection
75-일제단행본

MARC

S

기타

IE

고문헌
고문헌/기타

REP
File
SIP
Collection

75-일제단행본

MARC

M

IE
REP
File

332

1-75 일제단행본_01
245$a

고문헌/기타
고문헌/기타/245$a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Identifier
(DC)

Language
(DC)

Subject DDC (DC)

Contributor (DC)

Contributor (DC)

Contributor (DC)

Title
(DC)

Title Alternative (DC)

Title Alternative (DC)

Relation - Is
Version Of
(DC)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245/$a$b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245/$a$b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245/$a$b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245/$a$b

245/$x

246/$a

250/$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250/$a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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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콘텐츠
형식
구조
[Solars) (Solars)

Object
Type

Publi
sher (DC)

Date
(DC)

Format (DC)

Description
(DC) - Tableof
Contents

Subject
(DC)

SIP
Collection
9-국내고서

MARC

S

IE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260/$b

260/$c

300/$a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REP
File
SIP
Collection

9-국내고서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10-국외고서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10-국외고서

MARC

M

IE
REP

고
File

문
헌

SIP

1

Collection
73-귀중도서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73-귀중도서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75-일제단행본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75-일제단행본

MARC

M

IE
REP
File

334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Subject
(DC)

650/$a

Subject
(DC)

Preservation
Type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1182~1184

1182~1184

1182~1184

1182~1184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File Original Path

1182~1184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File Original Name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File Original Path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1182~1184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File Original Name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File
Original Path

653/$a
PRESERVATION_MASTER

650/$a

Access
Rights Policy ID (REP)

1182~1184

653/$a
PRESERVATION_MASTER

118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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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SIP

Title
(DC)

MARC

S

Is Part Of
(DCTERMS)

IE Entity
Type

Type
(DC)

1-77
창간호잡지_01

Collection
77-창간호잡지

Title
(DC)

창간호잡지

IE

고문헌
고문헌/창간호잡지 OldBook 고문헌

REP
File
SIP

1-77
창간호잡지_01

Collection
77-창간호잡지

MARC

M

245$a

고문헌/창간호잡지
고문헌/
OldBook 고문헌
창간호잡지/245$a

IE
REP
File
SIP

1-78 탁본_01

Collection
78-탁본

MARC

S

탁본

IE

고문헌
고문헌/탁본

OldBook 고문헌

REP
File
SIP

고
헌
2

1-78 탁본_01

Collection

문
78-탁본

MARC

M

245$a

고문헌/탁본
고문헌/
탁본/245$a

IE

OldBook 고문헌

REP
File
SIP

1-101 경성제대
의학부_01

Collection
101-경성제대의학부
학위논문

MARC

245$b

M

고문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위논문
고문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위논문/245$b

IE

OldBook 고문헌

REP
File
SIP

Collection
74-일제강점기기사

XML

S

IE
REP
File

336

1-74
일제강점기
기사_01
일제강점기
기사

고문헌
고문헌/일제강점기
OldBook 고문헌
기사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Identifier
(DC)

Language
(DC)

Subject - Contributor Contributor Contributor
DDC (DC)
(DC)
(DC)
(DC)

Title
(DC)

Title Title Title Alternative Alternative Alternative
(DC)
(DC)
(DC)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245/$a$b

245/$x

246/$a

440/$a$v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440/$a$v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245/$a$b

245/$x

246/$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001

008/35-37

082/$a

100/$a$d

110/$a

130/$a

title필드(mo_info)

245/$x

246/$a

cid

dc:language

dli:mainTitle

dli:subTitle

vCard: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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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콘텐츠
형식
구조
[Solars) (Solars)

Object
Type

Title Alternative
(DC)

Relation Is Version
Of (DC)

Relation - Is Part Of
(DC)

SIP
Collection
77-창간호잡지

MARC

S

IE

490/$a$v

250/$a

490/$a$v

250/$a

REP
File
SIP
Collection
77-창간호잡지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78-탁본

MARC

S

IE

250/$a

REP
File

고

SIP

문

Collection

헌
2

78-탁본

MARC

M

IE

250/$a

REP
File
SIP
Collection
101-경성제대의학부
학위논문

MARC

M
IE

250/$a

REP
File
SIP

Collection
74-일제강점기기사

XML

S

IE
REP
File

338

dli:
dli:
dli:start dli:end
series Title volume Page
Page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Publisher
(DC)

Date
(DC)

Coverage Spatial
(DC)

Coverage Temporal
(DC)

Format
(DC)

Description
(DC)

Description
(DC)

Description
(DC)

Description
(DC)

260/$b

260/$c

300/$a

260/$b

260/$c

300/$a

260/$b

260/$c

300/$a

533/$p

534/$p$c

534/$p$l

534/$p$m

260/$b

260/$c

300/$a

533/$p

534/$p$c

534/$p$l

534/$p$m

260/$b

260/$c

300/$a

dli:publisher

dcterms:issued

d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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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Description (DC) Table of Contents

SIP
Collection
77-창간호잡지

MARC

S

IE

data필드
(Addition_Info)

REP
File
SIP
Collection
77-창간호잡지

MARC

M

IE

data필드
(Addition_Info)

REP
File
SIP
Collection
78-탁본

MARC

S

IE

data필드
(Addition_Info)

REP
File

고

SIP

문

Collection

헌
2

78-탁본

MARC

M

IE

data필드
(Addition_Info)

REP
File
SIP
Collection
101-경성제대의학부
학위논문

MARC

M
IE

data필드
(Addition_Info)

REP
File
SIP

Collection
74-일제강점기기사

XML

S

IE
REP
File

340

data필드
(Addition_Info)

Description (DC) 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DC) Abstract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Subject
(DC)

600/$a$d

Subject
(DC)

650/$a

Subject
(DC)

Source
(DC)

Preservation
Type

650/$a

650/$a

650/$a

650/$a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1182~1184

1182~1184

653/$a
PRESERVATION_
MASTER

600/$a$d

1182~1184

653/$a
PRESERVATION_
MASTER

600/$a$d

File Original
Name

653/$a
PRESERVATION_
MASTER

600/$a$d

File Original
Path

653/$a
PRESERVATION_
MASTER

600/$a$d

Access Rights
Policy ID (REP)

1182~1184

653/$a

PRESERVATION_
MASTER

PRESERVATION_
MASTER

1182~1184

118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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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Title
(DC)

SIP

1-76 경성제대
신문스크랩_01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신문스크랩

Collection

76-경성제대
신문스크랩

XML

S

Title
(DC)

Is Part Of
(DCTERMS)

Type
(DC)

고문헌

고문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신문스크랩

IE

IE Entity
Type

OldBook 고문헌

REP

File

SIP

1-99
조선총독부
사진기록물_01

고
헌
3

조선총독부
사진기록물

Collection

문
99-조선총독부
사진기록물

XML

S

고문헌
고문헌/조선총독부
OldBook 고문헌
사진기록물

IE

REP

File

SIP

Collection

100-조선성지실측도

XML

S

IE

REP

File

342

1-100 조선성지
실측도_01
조선성지실측도 고문헌
고문헌/
조선성지실측도

OldBook 고문헌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Identifier Language
(DC)
(DC)

cid

cid

cid

dc:
language

Subject
Contributor Contributor Contributor
- DDC
(DC)
(DC)
(DC)
(DC)

Title
(DC)

Title Title Title Title Alternative Alternative Alternative Alternative
(DC)
(DC)
(DC)
(DC)

vCard:FN

snuterms: snuterms:
mainTitle subTitle

vCard:FN

snuterms:
snuterms:
original
mainTitle
TextTitle

dcterms:
alternative

snuterms:
otherTitle

snuterms:
dc:titl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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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Relation Is Version Of
(DC)

Relation - Is Part Of
(DC)

SIP

Collection

76-경성제대
신문스크랩

XML

S

snuterms: snuterms: snuterms: snuterms: snuterms:
sourceTitle volume
number
startPage endPage

IE

REP

File

SIP

고
Collection

문
헌
3

99-조선총독부
사진기록물

XML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100-조선성지실측도

XML

S

IE

REP

File

344

snuterms:
general

dc:type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Publisher
(DC)

Date
(DC)

Coverage - Coverage Spatial
Temporal
(DC)
(DC)

Format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DC)
(DC)
(DC)
(DC)
(DC)

snuterms:
dcterms:
publisherName issued

data필드
(Addition_Info)

dc:type

dcterms: snuterms:
created location

snuterms:
location

snuterms:
created

dcterms:
extent

Description (DC) Table of
Contents

snuterms:
general

dc:type

dc:type

dc:description

data필드
(Addition_Info)

snuterms:
issuePage

data필드
(Addition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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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Description (DC) 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DC) Abstract

Subject
(DC)

Subject
(DC)

SIP

Collection

76-경성제대
신문스크랩

XML

S

IE

dcterms:
tableOfContents

dcterms:
abstract

snuterms:
keywords

dc:subject

dcterms:
abstract

snuterms:
subjectName

snuterms:
keywords

REP

File

SIP

고
Collection

문
헌
3

99-조선총독부
사진기록물

XML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100-조선성지실측도

XML

S

IE

REP

File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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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DC)

Source
(DC)

Preservation
Type

Access Rights Policy ID
(REP)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snuterms:
paperName

PRESERVATION_
MASTER

1182~1184

dc:source
PRESERVATION_
MASTER

1182~1184

dc:source
PRESERVATION_
MASTER

118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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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행사
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Title
(DC)

SIP

15_45
학술행사_01

Collection
45-학술행사(기사)

XML

S

Title
(DC)

Is Part Of
(DCTERMS)

0000년

학술행사

IE

학술행사/0000년

REP
File
SIP

15_45
학술행사_01
snuterms:
mainTitle
(c2r로 연결된 c_mast)

Collection

학
술

45-학술행사(기사)

XML

C

학술행사/0000년/
snuterms:mainTitle
(c2r로 연결된 c_mast)

IE

행
사

학술행사/0000년

REP
File
SIP

Collection

44-학술행사(세션)

XML

C

IE

REP
File

348

15_44
학술행사_01
snuterms:
mainTitle
(c2r로 연결된 c_mast)

학술행사/0000년

학술행사/0000년/
snuterms:mainTitle
(c2r로 연결된 c_mast)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Date
(DC)

snuterms:
startDate

IE Entity
Type

Type
(DC)

Identifier
(DC)

Language
(DC)

Contributor
(DC)

Title
(DC)

Title Alternative
(DC)

Publisher
(DC)

AcadEvent

학술행사

cid

dc:language

vCard:FN

snuterms:
mainTitle

dcterms:
alternative

snuterms:
requestDept

AcadEvent

학술행사

cid

dc:language

vCard:FN

snuterms:
mainTitle

dcterms:
alternative

snuterms:
requestDept

AcadEvent

학술행사

cid

vCard:FN

snuterms:
mainTitle

dcterms:
alternative

snuterms:
requestDept

snuterms:
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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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Date
(DC)

Coverage Coverage - Spatial Temporal
(DC)
(DC)

Format
(DC)

Description Description
(DC)
(DC)

SIP
Collection
45-학술행사(기사)

XML

S

IE

dc:date

dcterms:
spatial

dcterms:
temporal

dcterms:
extent

dli:note

dc:type

dc:date

dcterms:
spatial

dcterms:
temporal

dcterms:
extent

dli:note

dc:type

REP
File
SIP

Collection

학
술

45-학술행사(기사)

XML

C

IE

행
사

REP
File
SIP

Collection

44-학술행사(세션)

XML

C

IE

REP
File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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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DC)

dc:publisher

Description (DC) Table of Contents

dcterms:
tableOfContents

Description
(DC) - Abstract

dcterms:
abstract

Subject
(DC)

Preservation
Type

dcterms:
tableOfContents

dcterms:
abstract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snuterms:
keywords
PRESERVATION_
MASTER

dc:publisher

Access Rights
Policy ID (REP)

1182~1184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snuterms:
keywords
PRESERVATION_
MASTER

PRESERVATION_
MASTER

1182~1184

118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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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대 / 기타 간행물
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Title
(DC)

SIP

16-1 국내단행본_01

Collection
1-국내단행본

MARC

S

Title
(DC)

Is Part Of
(DCTERMS)

IE Entity
Type

일반자료

IE

일반자료/국내단행본

General

REP
File
SIP

16-1 국내단행본_01

Collection
1-국내단행본

MARC

M

245$a

IE

일반자료/국내단행본
일반자료/국내단행본/245$a

General

일반자료/국외단행본

General

REP
File
SIP

16-2 국외단행본_01

Collection
2-국외단행본

MARC

S

일반자료

IE
REP
File
SIP

16-2 국외단행본_01

Collection

서
울
대
/
기
타
간
행
물

2-국외단행본

MARC

M

245$a

IE

일반자료/국외단행본
일반자료/국외단행본/245$a

General

일반자료/국내연간물

General

REP
File
SIP

16-3 국내연간물_01

Collection
3-국내연간물

MARC

S

일반자료

IE
REP
File
SIP

16-3 국내연간물_01

Collection
3-국내연간물

MARC

M

245$a

IE

일반자료/국내연간물
일반자료/국내연간물/245$a

General

일반자료/국외연간물

General

REP
File
SIP

16-4 국외연간물_01

Collection
4-국외연간물

MARC

S

일반자료

IE
REP
File
SIP
Collection

4-국외연간물

MARC

M

IE
REP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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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국외연간물_01
245$a

일반자료/국외연간물
일반자료/국외연간물/245$a

General

부록 _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매핑 테이블

Type
(DC)

Identifier Language
(DC)
(DC)

Subject Contributor Contributor Contributor Contributor
DDC
(DC)
(DC)
(DC)
(DC)
(DC)

Title
(DC)

Title Title Alternative Alternative
(DC)
(DC)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일반자료

001

008/35-37

082/$a

100/$a$d

110/$a

700/$a

710/$a

245/$a$b 245/$x

1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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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Title Alternative
(DC)

Title Alternative
(DC)

Relation - Is
Version Of
(DC)

Relation Is Part Of (DC)

SIP
Collection
1-국내단행본

MARC

S

IE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240/$a

246/$a$b

250/$a

440/$a

490/$a

REP
File
SIP
Collection
1-국내단행본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2-국외단행본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서
울
대
/
기
타
간
행
물

2-국외단행본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3-국내연간물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3-국내연간물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4-국외연간물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4-국외연간물

MARC

M

IE
REP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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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Replaces (DC)

Relation Replaces (DC)

Relation - Is
Replaced By (DC)

Relation - Is
Replaced By (DC)

Publisher
(DC)

Date
(DC)

Format
(DC)

Description (DC) TableofContents

260/$b

260/$c

300/$a

505/$a

260/$b

260/$c

300/$a

505/$a

260/$b

260/$c

300/$a

505/$a

260/$b

260/$c

300/$a

505/$a

780/$s

780/$t

785/$s

785/$t

260/$b

260/$c

300/$a

505/$a

780/$s

780/$t

785/$s

785/$t

260/$b

260/$c

300/$a

505/$a

780/$s

780/$t

785/$s

785/$t

260/$b

260/$c

300/$a

505/$a

780/$s

780/$t

785/$s

785/$t

260/$b

260/$c

300/$a

505/$a

355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1-2016

컬렉션 명
(Rosetta)

콘텐츠유형
(Solars)

데이터
형식
[Solars)

콘텐츠
구조
(Solars)

Object
Type

Description (DC) TableofContents

Description
(DC) - TableofContents

Subject
(DC)

SIP
Collection
1-국내단행본

MARC

S

IE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505/$t

data필드(Addition_Info)

600/$a$d

REP
File
SIP
Collection
1-국내단행본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2-국외단행본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서
울
대
/
기
타
간
행
물

2-국외단행본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3-국내연간물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3-국내연간물

MARC

M

IE
REP
File
SIP
Collection

4-국외연간물

MARC

S

IE
REP
File
SIP
Collection

4-국외연간물

MARC

M

IE
REP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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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DC)

650/$a

Subject
(DC)

Preservation
Type

653/$a

Access Rights Policy
ID (IE)

653/$a

653/$a

653/$a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File Original Path

File Original Name

1182~1184

653/$a

1182~1184

1182~1184

653/$a

1182~1184

1182~1184

653/$a

1182~1184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File Original Name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File Original Path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File Original Name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File Original Path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File Original
Name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File Original
Path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650/$a

Access Rights
Policy ID (REP)

653/$a

1182~1184

1182~1184
PRESERVATION_
MASTER

118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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