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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술정보화 백서의 배경 ● 3



   발간사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는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결합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식정보사회의 판도를 획기적

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디지털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도 ‘자료 

소장’에서 ‘정보 접근’의 공간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있으며,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과

제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필요한 학술정보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동반한 전자자료,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책에 필요한 예산 압박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상업출판사의 독점적 학술정보 공급 환경은 고가의 구독료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선택권마저 박탈함으로써 연구자의 기본 권리인 학술자료의 접근 기회

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술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대학도서관과 연구자, 대학도서관 간의 상호 이해와 협

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해외 학술계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

기 시작한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초에 닥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캠퍼스는 아직까지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

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그 갭을 온라인 자료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

나19 팬데믹을 극복한 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대학도서관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하게 

될 대학교육의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화 사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디지털로 연결되는 수많은 학술정보를 발굴하고 축적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서비

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연구자와 학술정보 간의 간극을 줄이고 대학 교육과 연구 활동의 수

월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경쟁력을 견인



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백서의 발간을 위해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백서를 통해 우리 도서

관의 지난 몇 년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김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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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개관

1.1. 학술정보화 백서의 배경

지난 1989년 도서관 업무 전산화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대학의 학술정보화 사업은 햇수로 

32년이 경과하였다. 학술정보화 사업 초기 인쇄자료 위주의 학술정보 환경은 전자책과 전자

저널 등의 전자자료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학술자료 유형도 일반 텍스트에서 동영상 파일 등

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정보를 수집하여 접근점을 제공하고 관리 및 

서비스하는 학술정보시스템 또한 학술정보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되어 왔는데 우리 도서

관의 학술정보시스템 변화 과정을 구분하자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난 1995년 최초의 학술정보시스템인 SOLARS의 개발과 가동이다. 

SOLARS의 개발로 인해 이전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 처리 방식이 자동화로 전환되었

으며 소장중인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여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서

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 SOLARS는 2000년 BK21 정보인프라구축

사업 예산 배정으로 2002년 5월 SOLARSII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06년 6월 유니코드 기반의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SOLARSIII)으로

의 확장 개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인쇄자료 기반에서 전자자료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

점이 되었으며 학내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여 보존하기 시작한 

최초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SOLARSIII로 인하여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자

료는 인쇄자료를 넘어 디지털자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자원의 검색 및 

활용 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졌으며 웹 기반의 편리한 인터

페이스 제공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이 강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 도입이다. Alma 시스템은 2013년 5월 도

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약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17일에 본격적으로 가

동하게 되었다. Alma는 당시로서 국내 도서관 중 사례가 없는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Alma 도입으로 인하여 인쇄·전자자원의 통합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자

원의 공유와 협력 확대 등으로 학술정보 이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간 발행한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에는 이러한 학술정보시스템의 변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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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하였다. 2007년 12월에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00-2007)』발간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2011-2016)』, 그리

고 금년에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2017-2020)』를 통해 서울대학의 학술정

보화사업이 최초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학내 학술정보 흐름과 변천사를 빠짐없이 기록하

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2017-2020)』 제2장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동하여 

운영 중인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의 그간 운영 경과 및 정착 단계를 위주로 기술하

였다. 또한 전자저널 등의 편리한 검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디스커버리 솔루션, 디지털 콘

텐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Alma-D, 서울대 기관 리포지터리 S-Space 운영 현황 등을 제3장, 

제5장, 제6장에서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난 2015년 홈페이지 개편 이후 인프라 이중화, 주요 기능 개선 내용, 챗봇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등 진일보한 시스템의 성과 등을 담았다. 제7장에서는 우리 

도서관 자료 접근점의 대변화였던 RFID 사업 내용 등을 기록하여 성과를 기술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전산장비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주요 전산장비 및 

시스템 대다수를 정보화본부에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장비 및 시스템이 

이관된 경위와 과정 등을 제8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로봇 등의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또한 이들 키워드를 담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었

거나 시도 중이며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도 변화하는 환경과 트렌드를 수용하고 연

구와 교육 현장에서의 접목을 위한 방안으로 관정관 6층에 ‘관정미디어플렉스’ 공간을 마련

하여 2018년부터 창의미디어스페이스와 V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도서관 공간의 대

표적인 활용 사례이자 향후 신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로서의 영역이 될 수 있

기에 본 백서 제9장에서도 그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지난 2018년부터 연구처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연구업적분석시스템은 서울대학 연구자들

의 연구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 시스템의 도입 과정과 운영 효과 등을 

기록함으로써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은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10장에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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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11장에 전자자료 관련 항목을 신설하였다. 최근 학술정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

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학술정보 구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자료 구독비 

문제는 갈수록 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에 우리 도서관의 전

자자료 구독 추진 경과 및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서 우리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12장에서는 앞

으로 우리 도서관의 학술정보 선진화를 위한 중·단기 목표와 과제를 정리하고 미래도서관으

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서술하면서 본 백서를 마무리하였다.

도서관은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학술정보의 확충과 이를 활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근 4년간 도서관의 학술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며 향후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

이 될 것이다. 

 1.2. 인력 및 조직도

2021년 1월 1일자로 중앙도서관 조직은 기존 2과 1팀에서 3과 1팀으로 개편되었다. 기존

의 수서정리과와 정보관리과 2과가 3과로 확대되면서 학술정보개발과, 학술정보운영과, 학

술정보서비스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지원팀을 포함한 3과 1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학술정보화사업은 학술정보운영과 내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술

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의 주요 업무로는 학술정보화 사업 기획,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통합검

색시스템 관리,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운영, 홈페이지 관리,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관 리포지

터리(S-Space)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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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화 조직 구성도 

중앙도서관은 지난 1991년 학술정보시스템(SOLARS) 개발 등 도서관 전산화업무가 활성

화됨에 따라 전산직원이 필요해졌고 도서관 소속으로 전산직 정규 직원 4명을 채용하여 학

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정보화본부의 요청으로 1명이 정보화본부

로 이동 발령되었고 2018년에는 퇴사한 전산직원 1명이 보충되지 않아 2명으로 감소되었다. 

2019년에 다시 전산직원 1명이 정보화본부로 이동 발령되었으며 도서관의 전산장비가 정보

화본부로 이관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남은 1명의 전산직원마저 정보화본부로 이동되어 

현재 사서 행정관 1명을 포함한 6명의 사서직원만이 학술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1]과 같이 도서관 소속의 전산직원은 당초 4명에서 점차 정보화본부로 귀속되어 현재는 전

무한 상태이다. 도서관의 전산직원이 줄어든 근본 원인은 정보화본부의 인력 부족 문제 때문

이다. 하지만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학술정보시스템 Alma가 클라우드로 운영되어 도서관의 

관리 서버가 축소되었고, 각종 IT 장비 및 시스템의 원격 관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도서관에

서도 서버 관리를 위한 전산직원의 축소가 가능해진 요인도 있다. 또한 전산직원 부재에 따

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서직원 중 전산 관련 학력 또는 전산 자격증이나 경력을 수반

한 직원으로 학술정보화 조직을 정비하고, 이중 1인을 정보화본부에 약 1년간 파견하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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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스템 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한 후에 전산업무를 인수받게 함으로써 전산직원의 공

백을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 사서직원 중에 전산 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전산사서로 양성하

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인력 현황

연도 사서직원(명) 전산직원(명) 합계(명)

1991 3 4 7

2010 4 3 7

2017 6 3 9

2019 6 2 8

2021 6 0 6

 

한편 우리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 정착중인 창의미디어스페이스와 VR 스튜디오 등의 

운영은 사서직원 2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습득하여 첨단 매체를 

활용한 서비스로 즉각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배경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사서직원 중에 미디

어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 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미디어 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

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1.3. 예산

도서관에 정보화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배정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예산 

현황을 보면 [표 1-2]와 같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BK21 등 다

양한 재원에 의해 정보화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발한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당시에

는 주로 서버나 소프트웨어 구입, 콘텐츠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

한 비용으로 투자하였으며 규모 또한 역대 가장 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학술정

보화 사업비는 현격히 감소하여 2001년 당시와 비교하면 약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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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00~2020년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재원별 예산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일반회계 

(법인회계)
기성회회계 BK21 간접(경)비 국고출연금 계

2000 338,473  221,994 560,467

2001  44,394  429,425 866,000 1,339,819

2002  325,934 3,742,913 4,068,847

2003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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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00,000   579,000 1,379,000

2013    543,992 543,992

2014    779,000 779,000

2015    929,000 929,000

2016    742,400 742,400

2017    742,400 742,400

2018    742,400 72,000 814,400

2019 742,400    70,000 812,400

2020 742,400 100,000 842,400

계 2,672,667 3,353,911 11,581,277 7,332,997 242,000 25,182,831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2001년부터 큰 폭으로 지원해 오던 BK21 사업비의 

중단이었다. 거기에다 2008년부터 기성회회계 지원금이 간접비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

원 근거가 축소되었으며 이후로 정보화사업비는 증액 없이 2020년 현재에도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도서관 학술정보화 사업비가 갈수록 열악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원

인은 1999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가 2012년 대학본부의 행정조직으로 정식 편성

되면서 학내 정보화예산을 통합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본부 예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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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접 도서관 학술정보화사업비를 배정받았으나 이후부터 정보화본부에서 학내 전체 정

보화사업비를 1차 배정받아 사업별로 검토 후 도서관에 2차 재배정하는 수순을 거치면서 지

원 예산이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더욱이 본부 예산과와 정보화본

부, 이렇게 이중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어 사업의 자율성이 축소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계

획에 따른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는 등 정보화사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그림 1-2] 자료구입비 vs. 정보화사업비 비교 

[그림 1-2]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구입비(지출)와 정보화사업비 증가액을 

비교한 수치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서구입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점진적으

로 상승하여 약 60% 가까이 증가된 반면, 정보화사업비는 10여 년 전에 비해 거의 증가가 

없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대학의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들쭉날쭉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정

보화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전자저널 및 전자책, 디지털 자원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

는 최근의 학술정보 환경에서 정보화사업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들 자료의 체

계적인 수집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의 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고가의 비용을 들여 구

입한 자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과 직

결되는 문제이므로 학술정보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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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00~2020년 학술정보화 세목별 예산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콘텐츠구축 H/W S/W 인건비 유지보수 부대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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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63 197,563 82,388 1,3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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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50 647,150 353,401 24,939 225,935 44,925 1,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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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49,913 43,900 253,086 9,753 268,804 16,944 742,400

2018 162,000 8,000 262,720 6,630 367,147 7,903 814,400

2019 126,898 83,980 252,521 9,429 306,088 33,484 812,400

2020 105,882 98,958 313,337 4,402 301,000 18,821 842,400

계 7,737,058 5,641,307 6,104,209 452,869 4,157,844 1,091,595 25,184,882

 [표 1-3]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보화사업비 지출액을 예산 항목별로 비교

한 수치이다. 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H/W, S/W, 콘텐츠, 인건비, 유지보수, 부대비

용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정보화사업 초기인 2000년 초와 비교하면 유지보수비를 제외

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투자비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크게 

삭감된 예산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부터 8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부터 진행해오

던 정보화사업들이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2020년의 경우 예산 8.4억 원 중 Alma 시스템 연

간 구독료 2.6억 원과 유지보수비 3억 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학술정보화 사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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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한 금액은 약 3억 원에 지나지 않아 신규 이용자 서비스 개발이나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 확대 등의 시도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1-3] 학술정보화사업비 세목별 예산 비교(2004년 vs. 2020년) 

[그림 1-3]은 정보화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04년과 2020년을 비교한 그림이다. 정

보화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구축 항목은 2005년 BK21 전자도서관 구축사

업의 종료와 함께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술행사동영상 사업만 유지하고 있

는 실정이다. 2004년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이었던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이 2020년 

7.2% 수준으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면 교내에서 생산된 수많은 지식자원이 도서관으로 수집

되지 못하고 유실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어 교내 생산콘텐츠의 수집 및 관리, 보존 방안과 

함께 관련 예산의 시급한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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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학술정보시스템 
            Alma 운영

2.1. 개요

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술정보시스템 SOLARS를 가동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여러 차

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 다양

화된 콘텐츠, 변화된 이용자 서비스를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2012년 

‘학술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사업’

을 실시하여 최고 수준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ExLibris사의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인 Alma를 국내 최초로 

채택하여 도입하였다. 

Alma는 학술자원의 통합 관리, 검색 및 공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국

제 표준을 적용하여 향후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서버구입 및 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

다. 심층적인 검토 끝에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등 빠른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이러한 장점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 제품 Alma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여겨졌고, 특별 

EAP(Early Adopter Program) 가격 및 조건 협상을 이끌어 내어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이

후 약 3년의 준비 끝에 2015년 8월 Alma를 실가동하게 되었다.

2.2. 추진 경과

◦ 학술정보시스템 SOLARS 가동 : 1995. 2. 21.

◦ 학술정보시스템 SOLARSⅡ 가동 : 2002. 9. 14.

◦ 학술정보시스템 SOLARSⅢ 가동 : 2006. 6. 12.

◦ 학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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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학술정보 고도화 사업 완료 : 2011. 2. 7.

◦ 학술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진행 : 2012. 8. ~ 2013. 2.

◦ Alma EAP(Early Adopter Program) 계약 체결 : 2013. 5. 22.

◦ SOLAR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1, 2, 3차 : 2015. 3. 15. ~ 2015. 8. 15.

◦ SOLARS 중단 및 시스템 전환(Cut-Over) 준비 : 2015. 7. 31. ~ 8. 16.

◦ 학술정보시스템 Alma 가동 : 2015. 8. 17. 

[그림 2-1]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솔루션 평가 대상 선정 및 비교분석

[그림 2-2] ExLibris사 Alma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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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입 효과 및 장점

Alma를 도입함으로써 기존보다 업무의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현재까지도 매월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기능을 적용시켜 끊임없이 워크플

로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하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 

도서관이 더욱 향상시킨 Alma의 장점들과 그로 인한 도입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 워크플로우 통합

Alma는 모든 유형의 자원을 단일의 인터페이스로 통합 관리한다.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

자자료, 디지털자료 등 모든 자원이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업무 흐름으로 처리되어 현업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기존 SOLARS에서는 단행본 수서, 목록, 장서관리, 연

속간행물 관리, 전자자료, 제본, 상호대차 등으로 모듈이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Alma에서는 

모든 자료가 수서, 정리, 풀필먼트로 단순화되어 있고 동일한 순서로 같은 업무 흐름을 가진

다. 특히, 자료 구입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 및 디지털 자원에 대하여 완벽한 

DAM(Digital Asset Managemen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로써 복잡한 IT 환경에서 자원 관

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높은 업무 효율성과 강력

한 업무 자동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3] Alma의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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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도서관 예산 절감

Alma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웹 기반 시스템으로 개별 PC의 사양에 관계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즉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

속이 편리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버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데이터백업/

복원 등 인프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lma 데이터센터는 SAS-70(데이터 보안 및 안정성 감시 관련 표준) 인증을 보유하고 있

으며, 데이터 보안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업계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ExLibris에서 직접 보

안 전담팀과 클라우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24 × 7 × 365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림 2-4] Alma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점

3   업무 중심 시스템으로 업무 시간 절감

Alma는 업무 중심 시스템으로, 도서관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담당자에 따라 작

업 화면을 커스터마이즈하며, 강력한 일괄 처리 및 작업 실행 기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

해준다.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Alma에 로그인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을 다르게 구성하여 

개인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기존 업무 내용에 따라 할당된 업무 리스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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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업무는 도서관 정책 및 업무 규칙에 맞게 최적화하여 자동 일괄 작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서 담당자는 주문/인보이스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할 필요없이 자동 작업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예외적인 상황에만 체크하여 관리해 주면 

된다. 이처럼 도서관 업무의 많은 비중을 자동화하여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그림 2-5] Alma 담당자별 커스터마이즈된 화면

4   확장 가능한 오픈 플랫폼

Alma는 범세계적인 표준을 지향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공개된 국제 표준을 지원하며 150개 이상의 REST API를 제공함으로써 교내 학사 행정, 학

위논문 시스템 등 대학행정시스템과 유연하게 연동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국

내외 출판사의 다양한 컬렉션, 메타데이터 제공 기관 등 도서관 관련 인프라 환경과도 빠르

게 호환이 가능하다. 관련 API 문서, 이용자 가이드, 교육자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및 개발 로드맵 등 관련 자료는 모두 ExLibris Developer Network 웹사이트에 방대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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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

와 콘텐츠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2-6] Alma의 확장 가능한 오픈 플랫폼

5   강력한 통계분석 도구 Analytics

Alma는 강력한 통계분석도구인 Analytics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전략적으로 빅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기존 SOLARS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마다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한 번 생성된 통계자료는 수정이 어려웠다. 하지

만 이제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통계분석 보고서를 누구나 직접 생성할 수 있고, 항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필터를 수정하여 즉각적으로 원하는 통계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 선정 업무 시에도 이용통계, 복본조사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주제별 구입 

책 수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게 장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데이터를 통찰

력 있게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뿐 아니라 향후 Analytics를 활용한 수서 정

책 반영 등으로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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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nalytics 분석 보고서 예시(국내서 주제별 구입 책수) 

6   Discovery 서비스와 통합 연동되는 단일 시스템

Alma는 Discovery 서비스와 통합 연동되어 있어 자료 검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 도서관은 SOLARS와 별도의 제품인 PYXIS라는 솔루션을 통하여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소장자료와 S-Space, RISS, NDSL 등을 API로 연계하여 통합

검색을 제공하였고 논문 검색을 위해서는 ‘MetaLib’ 솔루션을 별도로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이원화된 검색 인터페이스로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검색 결과 건수도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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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는 ExLibris사의 Discovery 솔루션 중 하나인 Primo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메타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실시간 아이템 정보, 대출 현황 및 예약현황, 통합 이

용자 서비스, 리소스 공유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Alma는 검색 고급 기

능을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으로 이용자를 위한 검색 편의 기능이 크

게 향상되었다.

7   도서관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존 지원

Alma의 데이터 영역은 기관 존(Institutional Zone)과 커뮤니티 존(Community Zone), 

네트워크 존(Network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 존은 자관 소장 목록을 운영하는 데

이터 영역이며, 커뮤니티 존은 다른 Alma 고객 기관과 공유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

는 데이터 영역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존은 지역/국가별 컨소시엄 단위 Alma 사용 기관을 

위한 데이터 공유 영역이다. 커뮤니티 존을 활용하면 Alma 사용 기관의 목록 데이터와 세계 

주요 국립도서관 또는 NLM, LC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전거 데

이터, 목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약 5억 8천 건의 방대한 데이터

로, Alma 고객 기관 간의 리소스 공유를 증진시키고 동일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적·시

간적 경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해준다.

[그림 2-8] Alma Community Zon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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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lma 활용 사례

1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 개시

 Alma에서는 서비스별로 유연하게 대출 정책 설정이 가능하여 우리 도서관은 아래와 같

이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시행하였다.

가. 교수 신청-도서 배달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교수 신분에 한하여 ‘교수 신청-도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도

서관 및 관악캠퍼스 분관의 현재 이용 가능한 상태 도서들을 교수가 신청하면 소속학과 사

무실 또는 분관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교수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도서를 

검색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시 픽업 위치를 ‘교수신청-도서 배달 서비스’로 설정하면 3

일 내에 배달이 완료 된다.

[그림 2-9] 교수 배달 서비스 예약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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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 대리대출 서비스

기존에는 교수 대리대출 시 조교 등 대리대출자가 교수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이를 확인 

후 대리 대출하였으며, LAS 시스템에 대리대출 날짜와 대리대출자의 이름 등을 수기로 메모

하였다. Alma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Proxy borrowing’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사전에 교수 이용자 정보란에 해당 대리대출자의 학번 또는 직번을 

등록해두면 대리대출자는 교수의 신분증 없이도 본인의 S-Card만으로 교수의 대리대출이 

가능하다.

[그림 2-10] Alma 대리 대출 화면

다. 밤샘대출 서비스

지정도서는 학기 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이용

자 편의 증대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17시 이후부터 익일 10시까지 밤샘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Alma에서는 Short Loan(1일 미만의 시간제 대출)을 지원

하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Short Loan에 한하여 도서 반납 예정 알림을 별개로 

설정할 수 있어, 지정도서 정책을 반납 예정 시간 1시간 전과 반납 예정 시각인 익일 오전 10

시에 각각 알림 문자를 발송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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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착서가

Alma에서는 한 아이템에 대하여 ‘임시소장위치’와 ‘영구소장위치’를 각각 설정할 수 있

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신착 도서들은 중앙도서관 로비의 신착서가에 우선 진열하여 서비스 

한 후 본래의 소장위치로 돌아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해당 도서의 임시

소장위치를 ‘신착서가’로, 영구소장위치는 ‘단행본자료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도서가 대출

되었다가 반납이 되면 해당 도서의 영구소장위치 알림이 뜨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 후 지속

적으로 신착서가에서 서비스 할지 본래의 자료실로 이동 배가할지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

다.

[그림 2-11] 중앙도서관 본관 2층 로비 신착서가

마. 태블릿 PC 대출 서비스

최근 증가하는 E-BOOK 수요와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블릿 PC 대출 서

비스를 시행하였다. Alma에 ‘태블릿 PC’ 서지를 생성하여, 일반도서와 같이 홈페이지 검색

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 확인 후 대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 대출중일 경우 일반도서 예

약과 같은 형식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각각의 아이템들은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등

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실물 전자기기에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핸드스캐너로 대출, 반

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 방식은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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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Primo 태블릿 PC 검색 화면

바. 연체료 개별 설정

Alma에서는 서고 및 아이템의 정책에 따라 연체료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자료

의 경우 연체료는 200원이며, 예약된 도서에 대한 연체료는 300원으로 설정하였다. 태블릿

PC의 경우 연체 1일당 2,000원, 지정도서 밤샘대출의 경우 1시간당 200원으로 설정하였다. 

상호대차 도서의 경우 대학에 따라 1일당 500원 또는 1,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의 경우 연체료를 설정하지 않고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대출을 중지하는 제재

를 별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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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아이템별 연체료 설정 내역

아이템 연체료 비고

일반자료 1일 200원
2019년 9월 1일부터 인상

(이전 100원)

예약도서 1일 300원

태블릿 PC 1일 2,000원

지정도서 밤샘 대출 1시간 200원

상호대차 1일 500원/1,000원 대학에 따라 상이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연체료 없음 연체일수에 따른 대출 중지

2   Alma API 연동 사례

Alma는 범세계적인 표준을 지향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다양한 API를 활용하여 여러 서

비스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도서관에서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도서위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소장사항 란에 ‘자료실 위치 보기’ 버튼이 있다. 이를 클릭

하면 해당 도서의 서가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서고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각 서가 

별 청구기호 범위를 설정하면, 해당 아이템의 청구기호가 속해있는 서가를 붉은 색으로 표

시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도서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13] 도서위치 정보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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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Collection 시스템에서의 대출 확인

도서관에서는 또한 지침에 따라 책자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대출중인 도서를 모두 반납

하고 미납 연체료를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를 위해 학생이 직접 정보서비스센

터에서 대출사항과 연체 사항을 확인 후, 확인증을 받아 학위논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위논문 접수 시스템 

dCollection에 Alma 대출 API를 연동하였다. 이에 따라 학위논문 담당자가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해당 제출자의 논문 사항과 함께 대출 및 연체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2월부터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석·

박사 학위논문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인준 논문(보존용 논문)을 중앙도

서관에 디지털 파일과 함께 책자로 3부 제출하던 것을 책자 논문 제출 없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된 인준지를 포함한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을 dCollection에 업로드 하는 것

으로 제출 절차가 변경되었다. dCollection에서는 학위논문 업로드 시, 미반납도서나 연체

료가 있을 경우 ‘학위논문 제출확인서’를 출력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도서반납과 연체료 정산

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2-14] dCollection – Alma API 연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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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체료 결제 키오스크

기존에 연체료는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이용

자들의 현금 이용량이 많이 줄었고 홈페이지로는 로그인 후 결제 프로그램 설치 등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함이 컸다. 그리하여 2019년에 Alma 연체료 API를 활용하여 연체료 카드 결

제 키오스크를 개발하였다. 이용자는 S-CARD 태그 후 결제 카드를 태그하면 손쉽게 연체료

를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S-CARD 주관 금융사가 변경되면서 교체가 필요한 장비지

원금 일부로 신청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15] 2017~2020년 연체료 결제 방식별 이용률 추이

라. 홈페이지 시각화 및 통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주제별 대출현황과 인기도서 순위를 기

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일부는 시각화 차트를 통해 심미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Alma 

Analytics에서 해당 레포트를 생성한 뒤 이를 API로 연계하여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보여지

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거나, 인포그래픽을 수작업으로 생

성하여 이미지를 업로드 하였으나, Alma API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수작업을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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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 홈페이지 다대출 도서 화면

[그림 2-17] 홈페이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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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lma 공용 ID 관리 강화

2020년 4월 경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

보 유출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열람 금

지 및 개인정보 취급 실태 점검이 강화됨에 따라 비직원(근로장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이 개

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무단으로 열람·조회, 유출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학술정

보시스템(Alma) 개인정보 취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우선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담당자에게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였고, 담당자 실명으로 계정을 재생성하였다.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의 경우 업무 담

당자를 지정하여 공문으로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서약서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증을 제

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지 않을 시 계정을 회수 조치하였다.

그리고 Alma Analytics로 계정별 개인정보 취급 기록을 점검하였다. 개인정보 조회 및 수

정 건수를 매달 확인하여, 지나치게 건수가 많은 것들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중앙도

서관에서 월 1회 전체 직원 계정을 모니터링하며, 직원 스스로가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Analytics 레포트를 생성하여 배부하였다.

[그림 2-18] Alma Analytics 개인정보 취급 내역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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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tics 활용

 Alma의 강력한 통계 분석 도구인 Analytics 권한을 직원들에게 모두 부여하여 각자가 필

요한 양식의 보고서를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Analytics 도입 이후 수차례 직

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각 부서에서 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보고서를 손쉽게 만들

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신규정책 도입이나 새로운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다. 

[그림 2-19] Alma Analytics 직원 교육(2019. 12. 11.)

공통 부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는 레포트로 지정되어 있어 메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보고서는 Alma 첫 화면에 위젯으로 추가하여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할 내용은 스케줄링을 설정하면 담당자의 메일로 자동 

발송되도록 지정하였다.

현업에서 상시 업무로 활용되는 사례로는 원부 출력, 정리 업무 통계, 자료 이용통계, 연체

료 및 대출 통계 등 통계 산출 목적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이동 중 상태에 예약되어 확인

이 누락된 도서, 캠퍼스 간 도서대출 예약이 되었으나 도착이 늦어지는 도서 등 오류 확인 목

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성 기획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 도서 제적 처리 시 

도서의 복본 수와 대출횟수를 추출하여 제적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고, 도서대출 횟수와 연

체이력을 확인하여 도서관 우수이용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도 했다.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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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장하면서 중앙 및 분관에는 없는 도서를 선별하여 수서에 참고하기도 하였으며, 무

인대출반납기 기계별 이용통계를 조사하여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기계를 더 비치하기도 하

였다. 이처럼 Analytics는 각종 통계자료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어 도서관 중요 정책이나 

새로운 서비스 방향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5   Alma-KERIS API 연동 개발 추진

가. 추진 배경

기존 상호대차와 원문복사 업무는 Alma가 아닌 RISS, OCLC 등 각각의 상호대차 주관사 

제공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원스톱 데스크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창구를 Alma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RISS, OCLC 등 

각각 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이 Alma에 입력되어 Alma를 통해 해당 자료들이 제공되도록 해

야 했다.

KERIS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A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Open API

를 개발한 상태였고 연동을 하고자 하는 LAS 업체에 개발 비용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2019년 당시에는 이미 20여개의 대학 도서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연동해 사용 중이었다.

2019년 10월경 중앙도서관도 ExLibris사와 최종 협의해 Alma와 KERIS API 연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21년 3월에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필드를 

연동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상반기내 요구 내용을 반영한 완벽한 시스템 연동을 목표

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나. 추진 경과

◦ KERIS Open API 연동 개발 및 비용 지원 안내 : 2017. 10.~

   - 당시 비표준 NCIP 프로토콜 기반으로 Alma 연동 불가

◦ ExLibris사 Osher Gilinsky 부사장 방문 회의  : 2019. 10. 17.

   - Alma-KERIS API 개발 적극 지원 협의

◦ ExLibris Working Group Meeting : 2019. 2. 18.

   - Korea User Group과 Alma-KERIS 연동 방식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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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Open API 연동 개발 및 비용 지원 안내 (Alma) : 2020. 11. 18.

   - 서울대학교 신청 : 2020. 12. 31.

◦ 개발 사항 Alma release 반영 및 TEST 리뷰 : 2020. 11.~

  - Workflow 설명 및 Q&A (온라인) : 2020. 11. 26.

  - Test 결과 리뷰 및 follow-up 미팅 (온라인) :  2020. 12. 17.

다. 개발 방식 및 기대효과

KERIS API를 연동함으로써 RISS에서 상호대차 요청이 생성되면 Alma에 동일한 요청이 

자동 생성되고, 담당자가 Alma에서 처리한 작업 내용은 RISS로 자동 전달된다. 이러한 데이

터 싱크화를 지원하게 되면 담당 부서의 워크플로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는 

RISS와 Alma를 번갈아 확인할 필요 없이 Alma 내에서만 작업하면 되고, Alma를 통해 이용

자의 모든 도서관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역시 RISS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모든 신청 내역을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0] Alma-KERIS API 연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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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Alma-KERIS API 연동 개발 상세

Action
WILL 

 to Alma

Action 

 in Alma

신청기관 이용자가 WILL에서 자료 요청 > >

제공기관으로 요청 전달 >

제공기관으로부터 요청 승인 >

Alma 내 요청 자동 생성 >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료 배송 >

신청기관에서 자료 입수 (WILL 상태 자동 변경)

Alma에 자동으로 임시 아이템 생성
>

아이템이 예약서가로 이동 

이용자에게 도착 안내 발송
>

이용자가 아이템 대출 >

이용자가 아이템 반납 >

반납된 아이템 상호대차 데스크로 이동 >

아이템이 제공도서관으로 회송 >

요청 종료 > >

6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Alma 사용 확대

중앙도서관에서는 학내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에서도 Alma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5년 Alma를 도입함과 동시에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Alma 

사용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 18개 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최초 신청 

시 또는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담당자의 서약서와 개인정보

교육 이수증을 공문으로 접수 받아 등록한다. 또한 각 기관의 Alma 이용량을 매달 Analytics

로 모니터링하며, 장기간 미사용한 경우에는 기관에 통지 후 계정을 회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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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Alma 사용 현황

번호　 기관명 계정 수 번호　 기관명 계정 수

1 건축학과 1 10 사범대교육정보 1

2 국제백신연구소 1 11 수리과학부 1

3 규장각 6 12 전자전기공학부해동 1

4 독어독문학과 1 13 조선해양공학과 1

5 동양사학과 1 14 통계학과 1

6 물리천문학부 1 15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1

7 미국학연구소 1 16 행정대학원 1

8 미술대학 1 17 화학생물공학부해동 1

9 박물관 1 18 환경대학원 1

　계 23

[표 2-4]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Alma 등록 아이템 수

번호　 기관명 아이템 수 번호　 기관명 아이템 수

1 건축학과 18,341 10 사범대교육정보 21,985 

2 국제백신연구소 3,693 11 수리과학부 27,309 

3 규장각 240,573 12 전자전기공학부해동 28,298 

4 독어독문학과 14,088 13 조선해양공학과 9,574 

5 동양사학과 11,379 14 통계학과 3,738 

6 물리천문학부 19,403 15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1,972 

7 미국학연구소 10,660 16 행정대학원 53,272 

8 미술대학 14,393 17 화학생물공학부해동 9,180 

9 박물관 55,587 18 환경대학원 35,225 

　계 578,670

2.5. 교육 및 워크숍

2017-2020년 ExLibris사와 진행한 Alma 관련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는 아래와 같다.

◦ 2018 ExLibris Day(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 2018. 11. 2. 

◦ 2018 ExLibris Solution Update(홍콩대학교) :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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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Alma) Analytics 직원 교육(서울대 중앙도서관) : 2019. 2. 12.

◦ 제1회 Alma Working Group Meeting(서울대 중앙도서관) : 2019. 2. 18.

◦ 제1회 ExLibris 도서관 관리자 포럼(ExLibris 한국지사) : 2019. 5. 30.

◦ 2019 ExLibris Day(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 2019. 8. 20.

◦ 제2회 Alma Working Group Meeting(서울대 중앙도서관) : 2019. 12. 11.

◦ ExLibris Knowledge Days 2020(온라인) : 2020. 5. 6. ~ 29.

◦ 2020년 제1회 Alma Working Group Meeting(온라인) : 2020. 7. 23.

◦ Online Alma Training(온라인) : 2020. 8. 26. ~ 28.

◦ IGELU Digital Conference(온라인) : 2020. 9. 14. ~ 17. 

◦ ALMA-KERIS Workflow 설명 및 Q&A(온라인) : 2020. 11. 26.

◦ ALMA-KERIS Test 결과 리뷰 및 follow-up 미팅(온라인) : 2020. 12. 17.

[그림 2-21] 2018 ExLibris Solution Update(홍콩대학교,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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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IGELU 2020 Digital Conference

2.6. 향후 계획

정보화본부에서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에서 학술정보시스템 

Alma의 가동률은 매년 100%에 가까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모든 직원들

이 1개 이상의 부서에서 Alma의 다양한 모듈을 사용하며 더욱 많은 기능들을 익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켜왔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스템 운영

과 전문인력, 서비스 차원에서 모두 매우 안정적으로 Alma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5] 서울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평가 결과 – 학술정보시스템 Alma 가동률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보시스템 가동률 99.79% 99.77% 99.90% 99.80% 99.77%

※ 산출식 : (시스템 전체 가동시간 총합 - 시스템 중단시간의 총합) / 시스템 전체 가동시간 총합 X 100

다만 Alma는 상용 패키지 시스템으로 ExLibris사의 자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시

스템이 개발된다. 이외의 새로운 개발 또는 수정 요청사항은 ExLibris사의 Idea Exchange 

페이지를 통해 제안해야하고, 사용자 그룹의 투표를 통해 개발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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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그룹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Alma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Alma 사용자 그룹에서의 영향력 강화 

  - Alma Working Group Meeting을 통한 Korean User Group 선도

  - IGELU(International Group of ExLibris Users) 참여, 

    Alma Mailing List, Idea Exchange 등 소통 창구 적극적 참여

  - 계속적인 시스템 활용 연구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사용자 그룹으로 역할 확장

◦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 KERIS-Alma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및 안정성 확보

  - 희망도서 신청 등 한국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신규 서비스 기능 개발 및 오류 보완 요구

  - Alma의 다양한 API 활용을 통한 서비스 확장

  - 로드맵에 따른 정기적인 업데이트로 시스템 최적화

◦ 신규 기능을 활용한 폭넓은 서비스 적용

  - Alm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폰 장서 관리 업무 활용

  - API 연계를 통한 도서 정보 안내 로봇 등 비대면 서비스 개발

◦ Analytics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 데이터 시각화 기능(Data Visualization) 교육 추진

 - 시각화 기능을 적용한 빅데이터 분석

 - 도서관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생성 및 활용

국내의 Alma 사용 대학은 경희대, 인하대, 포항공대, UNIST가 있으며 이들 기관과 함께 

Korean User Group을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Alma Working Group Meeting을 통해 의견

을 공유하고 있다. 해당 미팅을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KERIS-Alma API 연동 개발을 제안하

였고, 실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Korean User Group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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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서관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고 개발하며 시스템

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데이터와 폭넓은 서비스 경험을 가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과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ExLibris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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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o 운영

3.1. 개요

도서관은 2015년 디스커버리(Discovery) 솔루션 Primo를 도입하였다. Primo는 도서관

의 전통적인 자원인 도서 이외에도 학술논문, 뉴스 기사,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의 소

장 자료를 검색하며, 도서관 소장 자원 외에 오픈액세스 자료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다는 면

에서 기존의 검색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은 한 번의 검색으

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며 원하는 결과와 연관된 자료도 발견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솔루션 도입 후 이용자 검색 환경 및 검색 행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용자의 

검색은 예측하는 자료에 대한 검색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방대한 학술 

자료에 접근하여 자신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행태로 변모하였다. 도서관

은 소장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용자의 검색 행태 분석을 통해 객

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검색 행태에 맞춰 보다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다.

3.2. 추진 경과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의 기능 개선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 검색어 제안(Did You Mean) 기능 추가 : 2017. 5.

◦ 검색 인터페이스 변경 : 2018. 12. ~ 2019. 4.

◦ CJK 검색 개선 : 2019. 3. ~ 8. 

◦ 검색 결과 페이지 속도 개선 : 2020. 1. ~ 9. 

◦ 검색 색인 변경(PCI → CDI) : 2020.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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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데이터베이스(Resource Recommender) 기능 추가 : 2020. 9. ~ 10. 

◦ 데이터 중복 제거(Dedup) 기능 활성화 : 2020. 10. ~ 12. 

1   검색어 제안 기능(Did You Mean) 추가

검색어 제안 기능(Did You Mean)은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포함된 오타를 수정하

거나 더 포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대체하여 검색을 수행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 기능

은 문자열 간의 유사도(Levenshtein distance)를 측정하여 오타 등을 감지하고 사전에 등록

된 단어로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Primo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오타가 

있거나 검색 결과가 50건 미만일 때, 더 나은 검색어로 검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3-1]은 

‘librory’라는 검색어의 오타를 인식하여 ‘library’를 검색어로 제안한 결과 화면이다.

[그림 3-1] 검색어 제안(Did You Mean) 기능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Primo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디스커버리 검색 행태에 맞추어 보다 

빠르고 직관적이며 화면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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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색 범위 선택

Primo는 통합검색, 소장자료, 지정도서로 검색 범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검색 범위별로 

검색 대상 자원이 달라진다. 기존(Classic) UI에서는 검색 탭을 먼저 선택한 후 키워드 검색

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였다. 신규(New) UI에서는 검색 키워드 입력과 동시에 

통합검색, 소장자료, 지정도서의 검색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인 검색 범위 선택

이 가능하다.

[그림 3-2] Primo 기존 UI 검색 범위 선택

[그림 3-3] Primo 신규 UI 검색 범위 선택

나. 페이지 이동 최소화

신규 UI에서는 다양한 기기에서의 접근성 강화와 빠른 로딩 속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페

이지 간 이동을 최소화하였다. 기존에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여 다

음 페이지의 검색 결과를 확인했다면,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는 검색 결과가 10건이 기본적

으로 제공되고 ‘더 많은 결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10건씩 확장 가능하다. 

검색 결과를 무제한으로 불러올 수 있고 한 페이지에서 스크롤하며 확인 가능하다. 또한 검

색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원문(full-text)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원문 이용가능’ 버튼을 추

가하여 보다 빠른 원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온라인’ 탭을 클릭한 후 ‘새 창

으로 열기’를 클릭하여 원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최소 2번 이상의 클릭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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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rimo 기존 UI 검색 결과

[그림 3-5] Primo 신규 UI 검색 결과 

자료 상세정보 페이지에서도 페이지 이동이 최소화되었다. 기존 UI에서는 소장사항, 상세

정보, 서가 브라우징 등 탭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신규 UI에서는 하

나의 화면에서 상세정보 전체 내용을 제공하며 원하는 정보의 태그를 클릭 시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직관적이며 편리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

과 SMS 전송 등의 아이콘도 기존 UI에서는 숨어 있는 기능이었다면, 신규 UI에서는 전면 배

치되어 검색 결과 활용이 보다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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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rimo 신규 UI 자료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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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이지 로딩 방식 변경

이용자가 검색 결과 페이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검색결과 

페이지 로딩 방식을 변경하였다. 즉 전통적인 웹페이지 구현 방식인 MPA(Multi Page 

Application) 방식에서 최근 널리 적용되고 있는 웹페이지 구현 방식인 SPA(Single Page 

Application)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1)

[그림 3-7] 페이지 로딩 방식 비교(SPA vs. MPA)

기존 UI의 MPA 방식은 검색 결과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이동 시에 2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을 서버에서 다시 만들어서 사용자 브라우저에 표시하게 된다.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

할 때마다 서버에서 새롭게 페이지를 구성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페이지 로딩 속

도가 느리다. 신규 UI의 SPA 방식은 검색 결과 1페이지를 구성할 때에는 서버에서 HTML을 

만들어서 사용자 브라우저에 표시한다. 그 후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로딩할 때에는 필요한 데

이터만 요청한 후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값을 포함한 페이지를 만들어 표시하도록 한

다. SPA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하여 새로운 페이지를 구성하므로 로컬 데이터 캐시를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로딩 속도가 빠르다. 반면 최초 페이지를 로드할 때에는 MPA 방식보

다 느릴 수 있고, 새로운 페이지 구성을 사용자 PC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 PC, 브라우

저가 로딩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 “SPA vs MPA,” ASPER BROTHERS, last modified Nov 12, 2019, accessed Mar 8, 2021, https://asperbrothers.com/blog/spa-vs-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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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페이지 로딩 방식 비교(MPA vs. SPA)

구분 MPA SPA

장점
페이지 별로 태그가 작성되어 
검색 엔진 크롤링에 최적화

·전반적인 속도 빠름
·로컬 데이터 캐시 사용

단점 전반적인 속도 느림
·최초 로딩 시 속도 느림
·사용자 PC 영향 큼

3   CJK 검색 개선

Primo는 영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검색시스템으로 아시아 지역의 언어인 CJK(중국어, 일

본어, 한국어) 검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CJK 검색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은 번체자/간체자, 한자/한글을 교차 검색하지 못하는 점이었다. Primo는 유니코드 기반으

로 문자를 색인하기 때문에 입력한 문자 그대로 검색해야만 결과 확인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번체자 ‘館’은 간체자로 나타내면 ‘馆’이며, 유니코드는 각각 U+9928, U+9986로 다

르다. 서명이 ‘小學館文庫’인 자료의 경우 번체자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간체자인 ‘小学馆文

库’로 검색되지 않았다.

가. 번체자/간체자 교차 검색

번체자/간체자 교차 검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력한 한자의 유니코드를 다른 한자의 유

니코드로 매핑하여 색인해주는 문자 사전을 적용하였다. 문자 사전은 자관의 소장 자료를 검

색할 때에 한해 검색 색인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검색을 위하여 적용한 문자 사전

은 아래와 같다.

◦ cjk_unicode_kana1to1_normalization.txt

◦ cjk_unicode_trad_to_simp_normalization.txt

◦ cjk_unicode_punct_normalization.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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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JK 검색 개선 전후 한자 색인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한자 색인 입력 한자 번체자 ↔ 간체자

(예시) 館 (U+9928) 館 (U+9928) ↔ 馆 (U+9986)

개선 후에는 Primo로 번체자/간체자 교차 검색이 가능해졌다. 번체자 館(U+9928)를 간

체자 馆(U+9986)로 매핑하여 색인을 하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들었던 ‘小學館文庫’로 입력한 

자료가 간체자인 ‘小学馆文库’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번체자/간체자는 cjk_unicode_trad_

to_simp_normalization.txt 문자 사전에 아래와 같이 매핑되어 있다.2)

[그림 3-8] Primo 번체자/간체자 매핑 테이블

CJK 이외의 문자에 대해서도 문자 사전을 적용하여 색인을 다양하게 잡아줄 수 있다. 

Primo에서는 라틴어, 덴마크어, 독일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의 언어에 대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자 사전을 제공하고 있다.

◦ non_cjk_unicode_normalization.txt

◦ dan_non_cjk_unicode_normalization.txt

2) “Enhancing Chinese character normalization in Primo with the HKIUG TSVCC mapping table,” DOCPLAYER, accessed Mar 9, 

2021, http://docplayer.net/61426844-Enhancing-chinese-character-normalization-in-primo-with-the-hkiug-tsvcc-mapping-

t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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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_non_cjk_unicode_normalization.txt

◦ nor_non_cjk_unicode_normalization.txt

◦ swe_non_cjk_unicode_normalization.txt

언어별 문자 사전 외에 특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 개별 기관에서 정

의한 문자 사전을 통해 색인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

◦ user_defined_unicode_normalization.txt

나. 한자/한글 교차 검색

Primo의 한자/한글 교차 검색은 한자의 대표 한글 음가로만 색인되는 문제가 있어 기관 

정의 문자 사전 적용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문자 사전을 통해 너무 많은 색인을 부여하는 것

은 검색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樂’은 ‘즐거울 낙’, ‘즐

거울 락’, ‘노래 악’, ‘좋아할 요’의 네 가지 한글 음가를 갖으며, 각 음가에 맞는 한자 유니코

드는 U+F914, U+F95C, U+6A02, U+F9BF이다. Primo는 樂(U+F914)이 입력된 레코드에 

대해 한글 음가 ‘낙’만 색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한글 음가 교차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관에서 정의한 문자 사전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즐거울 낙(樂)의 

유니코드 U+F914에 다른 한글 음가 락, 악, 요를 문자 사전으로 단순 매핑할 경우 낙원(樂

園)이라는 단어에 락원, 악원, 요원이라는 불필요한 색인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樂園’으로 

입력된 자료를 찾기 위해 ‘낙원’을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가정하면 樂園, 낙원, 락원, 악원, 요

원의 5개 색인 중에 樂園, 낙원 2개만 일치하므로 검색 정확률은 2/5로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한자/한글 교차 검색은 Primo의 기관 정의 문자 사전을 사용하지 않고, 

Alma에서 목록 작업 시 한자 단어의 추가 한글 음가를 매핑하여 부출해주는 것이 검색 효

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봤던 ‘樂’의 다양한 한글 음가는 주로 사용되는 단어

가 정해져 있다. 낙원(樂園), 안락(安樂), 음악(音樂), 요산요수(樂山樂水) 등 해당 단어에서 

특정 음가의 유니코드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자 입력 시 다른 유니코드 값의 한자

를 잘못 입력하기 쉬우며 이는 한자/한글 교차 검색이 안 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Alma 

서지 레코드 작성 시, 낙원(樂園)의 ‘樂’을 낙(樂, U+F914)이 아닌 락(樂, U+F95C), 악(樂, 

U+6A02), 요(樂, U+F9BF)의 한자로 잘못 입력하여도 한글 ‘낙원’을 940 필드에 부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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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Primo 한자/한글 교차 검색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력 중이다. 다만 기존에 부출되지 않

은 데이터의 검색 오류 문제, 한자어의 한글 음가 부출 매핑이 필요한 한자어의 발굴 및 추가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표 3-3] CJK 검색 개선 전후 한자/한글 색인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한자 색인 입력 한자(유니코드) 번체자(유니코드)

↔

간체자(유니코드)

(예시)
樂 (U+6A02)
園 (U+5712)

樂 (U+6A02) 
園 (U+5712)

楽 (U+697D)

园 (U+56ED)

↕ ↕ ↘

한글 색인
입력 한자(유니코드)의

 한글 음가
입력 한자(유니코드)의 

한글 음가
다른 한글 음가

(예시)
악 (樂, U+6A02)
원 (園, U+5712)

악 (樂, U+6A02)
원 (園, U+5712)

낙
원

4   검색 결과 페이지 속도 개선

Primo 검색 인터페이스 변경(2019. 4.) 이후 일부 이용자로부터 검색 결과 페이지 로딩이 

느리다는 문의가 있었다. 확인 결과, 페이지 로딩 방식이 SPA로 변경되면서 로딩 속도가 사

용자 PC, 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이용자 PC나 브라우

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Primo 검색 결과 페이지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결과 

값만 먼저 로딩한 후 나머지 값을 로딩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로딩 속도가 개선되도

록 하였다.

Primo 구조는 Watcher 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단순화하였다. 웹사이트에서 Watcher

는 이용자 액션(데이터 변화)을 체크하여 분석을 위해 로그를 기록하는 등 미리 등록된 동

작을 실행하는 기능이다. Primo에 설정되어 있던 Watcher는 Analytics 등에 필요한 데이터

를 수집하는 기능만 유지하고 중요도가 낮은 Watcher를 삭제하여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검색 결과 값은 청크(chunk) 단위로 먼저 로딩하고(3~4초), 이후 썸네일(thumbnail), 패싯

(facet) 등을 로딩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개선하였다. 이후 속도 개선 테스트 및 직원 대상 설

문조사 결과 Internet Explore(IE)에서의 속도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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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Primo 검색 결과 페이지 로딩 속도 개선 비교(2020. 9. 1.)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Chrome
DOMContentLoaded : 4.84s

Load : 6.85s
DOMContentLoaded : 4.15s

Load : 6.44s

IE
DOMContentLoaded : 14.97s

Load : 15.26s
DOMContentLoaded : 14.47s

Load : 14.56s

5   검색 색인(PCI → CDI) 변경

Primo는 도서관 소장자료(Alma, S-Space) 이외에도 Primo Central을 검색하여 도서관

에서 구독하는 전자저널의 논문 단위 검색, 오픈 액세스 검색, 색인 DB 검색 등을 지원한

다. Primo Central은 ExLibris사에서 관리하는 Knowledge Base(KB)로 전 세계에서 출판

되고 있는 학술논문, 뉴스기사, 서평, 오픈액세스 자료, 데이터셋 등을 색인하고 있다. Primo 

Central을 검색하는데 사용되어 온 색인이 PCI(Primo Central Index)였으며 이는 2020년 

CDI(Central Discovery Index)로 업그레이드되었다. PCI에서 CDI로 검색 색인이 업그레

이드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3)

 

가. 컬렉션 단위 CDI 검색 활성화

PCI에서는 기관에서 검색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성/비활성화할 수 없었으며 PCI에서 제

공하는 검색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CDI에서는 컬렉션 단위로 검색을 활성/비활

성화할 수 있다. 컬렉션에 포함된 저널명은 검색하여 이용하지만 컬렉션명 자체를 검색하는 

빈도가 낮은 경우 컬렉션명은 CDI 검색을 비활성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는 오픈액세스 

중 원문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독 자원과 중복되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오픈액세스 컬

렉션의 CDI를 비활성화 할 수 있다.

나. KB 업데이트 주기 단축

새로운 전자자원을 구독하거나 기존 구독 자원의 KB 데이터를 수정하였을 때, PCI는 반

3) “Moving from PCI to CDI,” Harvard Wiki, last modified Jul 2, 2020, accessed Mar 9, 2021, https://wiki.harvard.edu/confluence/

display/LibraryStaffDoc/Moving+from+PCI+to+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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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기까지 1주일이 소요되었던 반면 CDI는 48시간 안에 색인이 업데이트된다. 도서관의 

구독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여 정확한 원문 링크 제공이 가능하다.

다. 다양한 검색 보조 도구 제공 및 검색 적합성 알고리즘 강화

CDI는 구 단위 완전 일치 검색(‘…’), 불리언 연산자 검색(and, or, not), 와일드카드 검색

(?, *), 통제 어휘 검색 등 다양한 검색 방식을 사용하여 검색 가능하다. 또한 검색어 언어를 

분석하여 어근 단위 검색 색인(Tokenization)도 사용한다. Primo는 기본적으로 unigram 검

색 방식으로 문자를 하나씩 색인하여 검색하였다. unigram 방식에 추가로 어근 단위 검색 

색인을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black cat’

을 검색하면 기존에는 b, l, a, c, k, t의 문자에 대해 검색을 수행하였다. 어근 단위 검색 색인

이 추가되면서 ‘black’과 ‘cat’의 어근 단위로 분리하여 검색을 재수행하고 그 결과 보다 적

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언어별 문자 정규화 색인(Character Normalization)도 지

원한다. 예를 들어 간체자 大学은 번체자 大學으로 매핑되어 검색 가능하다. 다중 언어 검색

을 지원하기 위하여 번역 검색 색인(Transliteration)도 지원한다. 한국어 ‘경제’는 한자 ‘經

濟’로도 검색 가능하다. 

검색 적합성 알고리즘이 보다 정교하게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며, 동적 방

식과 정적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동적 방식은 필드별, 용어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CDI 

검색 가중치 계산 방법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정적 방식은 자료 유형, 출판 연도, 인용 

빈도 등을 설정하여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행본 자료 유

형의 가중치를 논문보다 높게 설정하여 단행본이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6   추천 데이터베이스(Resource Recommender) 기능 추가

추천 데이터베이스(Resource Recommender) 기능은 미리 설정한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해당하는 정보원을 최상단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현재 28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어를 미리 설정하여 추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표절검사’를 검색하면 검색바 하단에 

Turnitin 데이터베이스와 이용 가이드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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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추천 데이터베이스(Resource Recommender) 예시

7   데이터 중복 제거(Dedup) 기능 활성화

Primo는 다양한 정보원에서 생성한 색인을 검사하여 중복 레코드인지 판별하고 중복인 

경우 병합하여 제공한다. 중복 검사(Duplicate Detection Process)는 Primo에 저장한 데이

터(Primo Normalized XML, PNX)에 대해 백터(vector) 값을 계산하여 중복인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다. 중복 검사 백터 값은 연속간행물과 비연속간행물(단행본, 비도서 

등)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계산된다. 중복 레코드로 판별될 경우 하나의 레코

드로 병합되어 디스플레이되며 서지 정보,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모두 합쳐져서 보이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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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데이터 중복 제거(Dedup) 예시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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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omputer science. Beyond the data deluge’라는 논문을 Primo에서 검색하

면 하나의 레코드로 보여 진다. 그러나 레코드의 출처를 확인해보면 여러 곳에서 색인 데이

터를 생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6곳에서 생성된 색인 데이터를 중복 검사하는 방법을 간략

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색인 데이터는 연속간행물(Journal)에 수록된 논문이므로 연

속간행물 벡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연속간행물 벡터 알고리즘으로 계산했을 때 

ISSN, 논문명(title), 출판사(publisher)가 동일하기 때문에 벡터 값이 높아지고 중복 레코드

로 인식하여 병합하게 된다.

[그림 3-11] 데이터 중복 제거(Dedup) 예시 레코드 PNX

Primo가 중복으로 인식하여 병합한 레코드 중에 병합 제외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Primo가 데이터를 수합(Harvesting)할 때 병합 제외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Alma에

서 생성한 데이터라면 미국 의회도서관 제어 번호(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LCCN)와 같은 기관 고유 번호를 서지 데이터에 추가하여 병합이 제외되도록 할 수 있다.

3.3. 운영 현황

Primo는 검색 이용 행태, 검색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Analytics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

며, Analytics 기능은 Oracle BI(Oracle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Edition 11.1.1.7.)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Primo Analytics를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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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이용 행태 분석

Primo 이용 행태 분석 결과 UI 변경 전(2017-2018)에는 검색 후 자료 명을 클릭하여 이

용(Click on title)한 반면 UI 변경 후(2019-2020)에는 레코드 상세정보를 확인(Display 

full record) 후 이용하는 것보다 검색 결과에서 바로 ‘온라인 이용 가능’ 등 이용가능성 부

분을 클릭(Click on availability statement)하여 원문으로 바로 접속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이용가능성 부분을 클릭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26.4%로 

1,167,369건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35.7%로 1,837,302건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Primo UI 

변경 이후 보다 편리하게 원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0

년까지의 이용 행태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위 3개의 이용 행태(Display full 

record, Click on title, Click on availability statement)로 제한하여 비율을 분석한 그래프

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2] Primo 이용 행태 분석(Document Level Actions)

이용자가 연관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추천 데이터베이스(Resource 

recommender), 서가 미리보기(Virtual Browse),  관련 논문 추천(bX recommendation)이 

있다. 2020년에 추가한 추천 데이터베이스 기능의 활용도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2020년으

로 한정하여 3가지 기능의 활용도를 평가해보았다. 이용 건수를 보면 추천 데이터베이스는 

22,491건(48%), 서가 미리보기는 17,920건(38%), 관련 논문 추천은 6,262건(14%)으로 나타



제3절 운영 현황 ● 69

   제3장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운영 

났다. 특히 추천 데이터베이스는 검색 결과로 27,841건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22,491건이 이

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용률 81%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Primo 이용 행태 분석(Exploration Actions)

이용자가 Primo에 접속하여(Sessions) 몇 번의 검색을 수행하는 지(Search actions) 연도

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는 한번 접속 시에 2.19번의 검색을 수행하는 반면, 

접속 대비 검색 수는 계속 하락하며 2020년에는 1.69번의 검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Primo 도입 초기에는 이용자의 검색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재검색이 이루어진 

반면, 지속적인 기능 추가 및 안정화를 도모하여 한 번의 검색으로 원하는 자료를 결과로 얻

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5] Primo 이용 행태 분석(접속 대비 검색 수)

연도 접속 수 검색 수 접속 대비 검색 수

2016 2,027,874 4,442,227 2.19

2017 2,147,607 4,674,031 2.18

2018 2,213,606 4,389,330 1.98

2019 2,482,392 4,472,130 1.80

2020 2,313,482 3,911,84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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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어 분석

검색어 분석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검

색어 빈도 분석을 통해 2020년의 이용자 관심 분야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에 사용된 상위 50위 검색어를 산출해 보았다. 검색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코로

나(888건), 총균쇠(640건), mindset :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609건), 사피엔스

(579건), 페스트(456건), 정의란 무엇인가(4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검

색어 빈도 분석을 시각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상위 50위의 인기 검색어에 대한 검색 

건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 3-14] 2020년 인기 검색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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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20년 인기 검색어 Top 50

순위 검색어
검색 

건수
순위 검색어

검색 

건수

1 코로나 888 26 유튜브 230

2 총균쇠 640 27 히가시노 게이고 229

3
Mindset :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609 28 우리가 빛의 속도로 226

4 사피엔스 579 29 경제학원론 225

5 페스트 456 30 박원우 219

6 정의란 무엇인가 425 31
Political Mimesis : A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
218

7 청년 411 32 주식 218

8 파이썬 411 33 이기적 유전자 217

9 SPSS 375 34 세계정치론 215

10 연구윤리 수업 370 35 미시경제학 212

11 맨큐의 경제학 363 36 어린왕자 203

12 민간투자 356 37 프랑켄슈타인 203

13 아몬드 354 38 유발 하라리 199

14 팩트풀니스 338 39 삼국지 193

15 정세랑 337 40 JPI Research Series 192

16
이순신 장군 주요 해전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
333 41 청년 실업 192

17 연구 325 42 공부란 무엇인가 188

18 해리포터 316 43 The Economist 187

19 데미안 311 44 멋진 신세계 186

20 침묵의 봄 301 45 파우스트 185

21 일리아스 300 46 공정하다는 착각 182

22 인공지능 280 47 캠벨 생명과학 173

23 Huawei Mobilizes Its Troops 269 48 보건교사 안은영 172

24 선량한 차별주의자 265 49 자유로서의 발전 172

25 R(프로그래밍 언어) 230 50 이건민 171

또한, 검색 결과가 0건인 검색어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색 접근성을 강화하거나 기획 수서를 통한 선제적인 장서 확충을 할 수 있

다. 2020년 검색 결과가 0건인 검색어를 추출하였을 때, ‘서울대학교 교수 민주화운동 50년

사’라는 검색어가 15회 0건으로 검색되었다. 도서관 학술정보 시스템(Alma)에 등록된 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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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서울大學校 敎授 民主化運動 五十年史’로 한자로 입력된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검

색하여 제대로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색 결과 0건으로 기록된 검색어

를 부출해 검색이 누락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검색 결과 0건인 검색어가 도서관 소장 자

료가 아닌 단행본이라면, 검색어 분석을 근거로 선제적인 기획 수서를 할 수 있다. 실례로, 

2020년 검색 결과가 0건인 검색어를 분석하여 학술·연구용 서양서 단행본 125종 129책을 

선제적으로 구입하였다. 검색 결과가 0인 검색어로 ‘9789004354135’가 10회 발생하였으

며, 이는 도서의 ISBN 값이지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였다. 검색어 ‘johnson 

AND public administration’의 경우 서명과 저자를 검색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미소장 도서

였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로 단행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잠재적인 이용자 정보 요구로 보

아 기획 수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2020년에 검색 결과 0건 검색어 분석을 통해 기획 

수서한 도서 목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3-7] 2020년 검색 결과 0건 검색어 분석 및 기획 수서 목록

검색어
검색 

건수
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9789004354135 10
Interactive and sculptural 

printmaking in the 
Renaissance

Schmidt, Suzanne 
Kathleen Karr.

Brill 2018

infidelity 7 Infidelity
Alsaleem, Talal  

H.
Illuminare  
Creation

2017

9783899421606 7 Computerpoesie Reither, Saskia. Transcript 2003

Images and symbols 6 Images and symbols
Mircea Eliade,  
Philip Mair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johnson AND public 
administration

6 Public Administration
William C.  
Johnson

Waveland 
Press

2014

 electronic materials 
science

5 Electronic materials science Irene, Eugene A.
Wiley-

Interscience
2005

9781284122626 5 Global health
Michael H.  

Merson

Jones ＆ 
Bartlett  

Learning
2020

9780814332382 5
Jewish Women  Writers in 

Britain
Nadia Valman [et 

al.]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4

978-0-393-92793-1 5 Frankenstein Mary Shelley
W W Norton 
&  Company

2012

 ‘fundamentals of 
service learning   

course construction’
4

Fundamentals of  service-
learning course construction

Heffernan,  
Kerrissa.

Campus 
Compact  

Brown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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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향후 계획

Primo 도입 이후 PCI를 거쳐 CDI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

능 개선이 있었고, 이를 통해 검색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검색 기능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안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검색어 자동 완성(Auto-Complete) 기능 개선

 현재 Primo에는 검색 후 검색어를 수정하여 재검색할 것을 제안하는 검색어 제안 기능은 

추가하였지만,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 개발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기관의 모든 이용자가 사용한 인기 검색어를 기반으로 분석된 단어를 추천하도

록 구현되어 서울대와 같이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에게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 적용하

지 않은 것이다. 향후에는 이용자 개인의 검색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의 관심 주제 분야에 맞

는 검색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보완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그림 3-15]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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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 연결(Full Text Linking) 기능 개선

 Primo UI 개선으로 검색 결과 화면에 ‘원문 이용가능’ 링크가 포함되었고, 해당 링크를 통

해 논문 서비스 페이지로 연결된다. PDF 파일로 서비스하는 논문의 경우 이용자는 논문 서

비스 페이지에서 ‘PDF’ 버튼을 클릭하여 논문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논문의 원

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를 거치게 된다.

1) 검색 결과에서 ‘원문 이용가능’ 링크 클릭

[그림 3-16] 원문 연결 1단계 : 검색 결과에서 ‘원문 이용가능’ 클릭

2)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PDF’ 클릭

[그림 3-17] 원문 연결 2단계 : 논문 상세페이지에서 ‘PDF’ 클릭

3) 논문 원문 확인

[그림 3-18] 원문 연결 3단계 : 논문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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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는 링킹 방식을 개선하여 ‘원문 이용가능’ 클릭 시 원문 PDF 파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논문 상세 페이지를 거치는 두 번째 단계가 없어

져 2단계 만에 원문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Primo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이용

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디스커버리 검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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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홈페이지 운영

4.1. 개요 

도서관 홈페이지는 Alma와 Primo를 유기적으로 연동하기 위해 2015년 개편을 진행하여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개편 이후에는 안정화 기간이 지나 전면적인 개편보

다는 콘텐츠 수정 및 소규모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독립 운영되지만 각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

스 연계를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서비스이다. 이처럼 도서관 홈페이지는 

각종 도서관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학술정보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안내하는 최접점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관

리하고 있다. 

       [그림 4-1]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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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 현황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국영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자수는 2020년 기준 월평

균 222,051명이다. [표 4-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소폭 상승하

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수업이 활발해진 2020년에는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홈페이지 연도별 방문자수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문자수  2,379,949  2,411,095    2,424,913   2,456,412 2,664,608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 외에도 기타 홈페이지인 ‘류무종 가

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와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가 있다. 모든 홈페이지는 PC, 스

마트폰 등 기기 사용 환경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이 적용되어 있다. 화면 구성이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변환되는 구

조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콘텐츠 관리의 편의를 위해 CMS(콘텐츠 관리 시

스템)로 Drupal을 도입하여 콘텐츠 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표 4-2]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명 URL

국문 홈페이지 https://www.libary.snu.ac.kr

영문 홈페이지 https://library.snu.ac.kr/?language=en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http://you.snu.ac.kr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https://donat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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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 기능 개선

1   메인 화면 개선

가. 이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메뉴 배치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완료 이후 추가적인 홈페이지 개선이 없어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이 요구되었다. 동적인 홈페이지로 변경하기 위해 메인페이지를 대상으로 

일부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메인 화면 개선의 주요 특징은 홈페이지 메인 세로 길이를 확장하여 신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것과 로그분석을 통한 이용자 중심 메뉴 배치로 메인 화면을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배경 이미지를 기존 책 표지 이미지에서 관정관 8A 열람실 이미지로 변경하였으며 중앙 메

뉴 배경 색상도 함께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용 통계를 반영한 메뉴 배치를 위해서 페이지뷰

(PV)와 페이지 접속 후 바로 해당 사이트를 벗어난 방문자의 비율인 이탈률을 통해 메뉴별 

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항목인 이용 시간

과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항목인 학술DB를 메인페이지에 배치하였다. 또한, 분관별 이용시간 

및 안내를 전면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전면 메뉴 배치 수정을 통

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3] 홈페이지 로그 분석 결과 페이지뷰 상위 15위(2018.11.01.~2019.10.31.) 

순위 메뉴명 URL View 이탈률(%)

1 학술DB /find/databases  228,831 55.99

2 학외접속 /using/proxy  227,336 53.20

3 자료검색 /find  167,721 65.83

4 도서관 안내 /notice  137,885 46.92

5 이용시간·찾아오는길 /hours   58,661 69.40

6 자주 찾는 질문(FAQ) /faq   40,698 36.46

7 전자책(E-books) /find/ebooks   36,102 57.48

8 결제 /checkout   31,002 66.42

9 시설 예약 신청 /using/places   28,612 31.81

10 도서 대출·반납·예약·결제 /using/loans_return   27,434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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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메뉴명 URL View 이탈률(%)

11 개인정보관리 /my_info   27,067 52.09

12 의견함 게시판 목록 /board   22,588 29.43

13 이용자별 안내/회원제 /using/access   21,720 14.06

14 도서관 일정 /about_us/library_event   21,517 76.93

15 희망·강의도서 신청 /using/purchase   19,348 58.18

 ※ 이탈률 : 단일 페이지뷰 이후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탈한 세션의 비율  

나. 통계 시각화 제공

메인화면 개선과 더불어 통계 시각화 차트도 함께 추가로 적용하였다. 인포그래픽 통계

는 학술정보개발과 장서 통계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통계와 Alma Analytics를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래프가 있다. Alma Analytics와 연계해서 가져오는 통계는 

기존에 이미지로만 보여주던 인포그래픽 그래프를 Alma에서 매일 1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하였다. 기존 Drpual의 Feeds importer 모듈에 Alma 

Analytics 통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고서 경로와 API Key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홈페이

지에 쌓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PI를 통해 불러온 Alma Analytics Report XML

을 파싱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로 시각화 차트 구성은 오픈 소스 Chart.js와 Google 

Chart를 사용하여 다양한 차트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용하였다. 

통계 항목은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 한 중앙도서관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주제 범위의 통계로 구성하였다. 최근 1개월을 기준으로 주제별·신분별·시간대별·요일별 대

출 현황, 연체 현황 등의 대출통계를 활용한 항목과 출입통계 및 홈페이지 이용통계로 다양

한 시각화 차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직관적으로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통계 항목

   - 장서현황

   - 중앙도서관 장서량(국내서, 국외서, e-Book)

   - 중앙도서관 전자자원 보유량(전자저널, 웹 DB, e-Book)

   - 중앙도서관 주제별 장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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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개월간 신분별 대출 현황 비교

   - 최근 1개월간 1인당 평균 대출 권수

   - 전년 대비 대출 현황

   - 최근 1개월간 주제별 대출 현황

   - 최근 1개월간 신분별 연체 현황

   - 최근 3개월간 상호대차 기관별 현황

   - 최근 1개월간 시간대별 대출 현황

   - 최근 1개월간 요일별 대출 현황

   - 최근 1개월간 인기 대출 DVD

   - 최근 1개월간 인기 대출 DVD 감독

   - 최근 1개월간 학과별 1인당 대출 현황 TOP5

   - 최근 1개월간 1인당 학과별 예약도서 신청 현황

   - 최근 1개월간 인기 대출 도서

   - 최근 1개월간 관정관 인기 도서

   - 최근 1개월간 다예약 도서 현황

   - 대학원생 좌석 배정 현황

   - 학부생 좌석 배정 현황

   - 홈페이지 기기별 방문 현황

   - 홈페이지 방문 페이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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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홈페이지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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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운영 서버 이중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서버 이중화를 추진하였다. 서버 이중화

는 운영 중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하여 각종 자원을 이중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화 구성을 통해서 시스템 장애 또는 재해 시 빠른 서비스 재개를 할 수 있으며,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홈페이지 운영 서버 이중화는 홈페이지 App 2번 

서버를 활용하여 서버 이중화를 구성하였으며, App 1번 서버 단독 운영 서비스(Alma 연동, 

SMS 발송 등)에 대한 구성 변경을 개발 적용하였다. 또한 연체료 결제 모듈(이니시스) 이중

화 구성 적용 및 네트워크 장비(L4) 접속 구성 변경을 함께 추진하여 현행과 같은 운영 서버 

이중화 구성을 구축하게 되었다.

◦ 이중화 구성 적용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최종 검토 회의 : 2019. 12. 04.(수) 12:00 - 

◦ App 2번 서버 환경 구성 및 변경 개발 사항 적용 완료 : 2019. 12. 05.(목)

◦ 네트워크 장비(L4) 적용 및 모니터링 : 2019. 12. 06.(금) -

[표 4-4] 홈페이지 서버 구성

구분 현행 비고

App 서버1 홈페이지 운영, Alma 연동, 연체료 결제 2015년 도입

App 서버2 개인화서비스 운영 2015년 도입

DB 서버 홈페이지 운영 DB(MySQL) 2015년 도입

홈페이지 운영 서버 이중화 이후 DB 서버 이중화를 추진하였다. 이중화 구성은 MySQL

의 MMM(Multi-Master Replication Manager) 방식으로 서버를 이중화하여 장애 시에 서

비스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Active–Standby 형태로 구성하였다. 만약 운영 중인 Master DB 

장애 발생 시 대기 중인 DB를 통해 서비스하도록 설정의 DB 서버 IP를 변경하여 무중단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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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홈페이지 DB 이중화 구축

3   온라인 결제 웹 표준 적용

홈페이지에서는 연체료 결제 및 소장학술지 원문복사 이용료 지불에 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의 온라인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한 결

제 모듈은 ActiveX 방식으로 인해 IE 브라우저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

인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Chrome 및 Safari 등 다양한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결제 웹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

였다.

결제 웹 표준 적용 시 KG이니시스 PG의 웹표준 결제인 WebStandard 연동을 진행하였

다. 연동 진행 시 결제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의 결제 API를 제공하는 부트

페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였다. 웹 표준 적용을 통해서 이용자는 ActiveX를 설치하지 

않고도 브라우저 제약 없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웹 표준을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를 연체료 결제에 사용한 브라우저 사용률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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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을 때 Chrome 브라우저에서 연체료 결제건수 비율이 46.5%로 대부분의 결제가 

Chrome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별 연체료 결제 비

율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Mobile 결제 비율도 높게 상승하였다.

[그림 4-4] 브라우저·디바이스별 연체료 결제 비율(2020. 10. 26.~2021. 2. 17.)

4   서비스 접수 업무 자동화

이용자로부터 메일로 접수받았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

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모든 온라인 신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중앙 ‘Quick Requests(빠른 서비스 신청)’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양식은 양식의 신규 추가뿐 아니라 각 신청 접수 프로세스(접수, 승인대기, 처리 

완료)에 따라 자동으로 신청자 및 관리자에게 문자 및 메일로 알림이 발송되도록 홈페이지 

알림(문자/메일) 체계와 연동하여 업무 처리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업적 분석 관리 및 

참고자료실 1인 학습실 사용 서비스가 신규 추가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 양식을 추가 했듯이 

향후에도 신규서비스 생성 시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신규 온라인 신청 서식(2017~2021)

- 연구업적분석 관리(2019)

- 분실·훼손도서 신청 관리(2019)

- 학위논문 CCL 적용 동의서 관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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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공 신청 관리(2019)

- 장애학생 도서 배달 서비스 신청 관리(2020)

- 지정도서 신청 관리(2020)

- 학위논문 납본 동의여부 관리(2021)

- 참고자료실 1인학습실 신청(2021)

[그림 4-5] 온라인 신청 화면(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그림 4-6] 온라인 신청 조회 화면 예시(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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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용자 서비스

1   신규 서비스

가. 개인화 서비스(S-Curation)

학부생의 교양 함양 및 진로 탐색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도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전공 분야 및 관심 주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부

생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추천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학습 활

동 지원 방안으로 대출이력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화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서 추천 시스템은 개인의 대출 이력을 분석하여 신규 서지가 추가 될 경우 개인의 관심

과 주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성은 Alma 데이터와 외부 서점의 API를 통

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모듈과 이를 분석하여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Alma에서 이용자 개별 대출이력을 수집하고,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신규 서지에 대한 데

이터도 함께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쌓는다. 도서에 대한 대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신규 서지는 ISBN을 기반으로 한번 더 외부 서점 API를 통해 목차, 초록 등의 텍스트 데이터

를 수집하여 도서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후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

을 통해서 서지마다 대표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용자가 대출한 도서와 유사한 주제의 키워드

를 가진 도서를 추천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개인화 서비스 구축 설계 및 사업 준비 : 2018. 08 ~ 2018. 09.

◦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 09.

◦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2018. 10 ~ 2019. 01.

- 개발업체 : ㈜와이즈넛 

◦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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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개인화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개인화 서비스(S-Curation)는 도서관에 축적된 대출이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 구성

원에게 최적화된 도서를 추천해주기 위해 개발한 북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개인별 대출 이력

과 관심 키워드를 분석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전공 분야 및 관심 주제에 아직 익숙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화 서비스(S-Curation)의 주요 기

능은 다음과 같다.

◦ 관심 키워드 등록 기능

- 상단 키워드 등록 창에서 추천받고 싶은 도서의 키워드 등록이 가능하며, 관심 키워드  

  기반 추천 도서 항목에 추천 도서들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이력 기반 추천 도서

 - 대출 이력을 분석하여 관심 자료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좋아요/싫어요’ 기능을 통해 

  서 선호도를 반영하거나 추천 도서를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추천 도서의 키워드를 클릭 

  하여 관심 키워드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장르별 인기 DVD · 학과별 인기도서

 -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장르별 인기 DVD 순위와 학과별 다 대출 인기도서 순위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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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학술 논문 추천

  -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인기 아티클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학술논문 추천(bX)과 전공에  

  최적화된 SCOPUS 등재 최신 국제 전문학술(SCI급) 논문 목록을 함께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 외에도 개인이 RSS피드를 추가하여 RSS소식지를 등록할 수 있다.

◦ 맞춤형 보고서

 - 개인별 대출 이력을 분석한 시각화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통계 정보 및 분석 결과 

  를 차트·그래프·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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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관심 키워드 · 대출 이력 기반 추천도서



90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그림 4-9] 대출 이력을 분석한 관심 저자 · 선호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나. 챗봇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챗봇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참

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챗봇은 참고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

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서관 챗봇은 365일 24시간 이용자를 응대할 수 있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챗봇은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상호작

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의 요구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재

구조화하여 제시한다. 챗봇은 질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 정보서비스센터에서 챗봇 빌더를 활용하여 사서가 자체적으로 챗봇을 개발하였

다. 챗봇 빌더 선정기준으로 한국어 호환성, 연동 범위(웹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라인 등), 실

시간 모니터링, 운영관리 및 품질 유지의 용이성, 대화 내용 데이터베이스화, 비용 등을 고려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도서관 챗봇 개발에 적합한 Closer를 챗봇 빌더로 선정하여 무료로 

구축하였다.

도서관 챗봇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요구 분석, 챗봇 개발 

방법 선정, 시나리오 설계 및 연관 질문 추천,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및 사용성 테스

트, 챗봇의 퍼스널리티 선정, 도서관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연동, 챗봇 응답정확도 및 성능평

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챗봇의 운영관리 및 품질 유지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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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도서관 챗봇 설계 및 구축 프로세스

먼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 요구 및 도서관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카카오톡 채널의 

실시간 채팅 222건, 스마트채팅 800건, 도서관 홈페이지의 자주 찾는 질문(FAQ ) 72건의 데

이터를 7개의 도서관 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하고 서비스별로 챗봇 구축 효용성을 평가했다. 

두 번째로 챗봇 개발 방법을 선정하여 대화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챗봇의 데이터 구조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계한 후 챗봇 빌더를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하였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계하면 대화 인식의 성공률을 높이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

를 지속할 수 있다. 챗봇의 논리적 구조는 [그림 4-11]과 같이 설계하였다. 이용자는 모바일 

및 웹 환경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챗봇에 접속한다. 챗봇을 실행

하면 나타나는 메뉴형 버튼을 클릭하면 챗봇이 채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질의를 입력할 수 있고, 챗봇은 이용자의 질의를 분석하여 적절한 답

변을 제공한다. 또한 연관 질문 추천 기능을 도입하여 챗봇이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유사

한 추가 질의를 제시하도록 했다. 카카오톡 채널 챗봇에서는 메뉴형, 대화형 이외에 사서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챗봇이 이용자 질의를 이해하

지 못했을 경우 사서와의 실시간 채팅 또는 전화번호 안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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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서관 챗봇과 달리 사서연결 기능을 추가하여 챗봇이 응답

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연구 관련 참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메뉴형, 대화형, 사서 연결을 수시로 전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접속
(선택)

메뉴형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챗봇

대화형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챗봇

사서연결 카카오톡채널 실시간 채팅 

[그림 4-11] 도서관 챗봇의 논리적 구조

※ 이용자는 메뉴형, 대화형, 사서연결을 수시로 전환하여 편리하게 이용 가능

세 번째로 이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여 사용성을 

높였다. 챗봇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최근 구글 어시스턴트,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에서 활용

하는 카드 형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및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부생 10명과 사서 5명을 선정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

스트 결과에 따라 웹과 모바일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2가지로 디자

인하였다.

네 번째로 이용자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을 높이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챗봇

에 퍼스널리티(Personality)를 부여했다. 도서관 챗봇은 과업형 챗봇으로 정보 전달 중심적

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요체’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의 프로필 이미지를 로봇형으로 디자인했다.

[그림 4-12] 챗봇의 프로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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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로 챗봇을 도서관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과 연동하였다.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

하여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이나 구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챗봇의 응답정확도 평가 및 성능평가를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고, 성능을 평

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의 정확성을 보완했다.

[표 4-5] 챗봇의 응답정확도 및 성능평가

평가명 평가기간 평가내용

대화형 챗봇
응답정확도 평가

1차 평가 (2020. 5. 6. ~ 5. 20.) 사서의 예상 문의 60여 건 테스트

2차 평가 (2020. 5. 21. ~ 5. 26.)
카카오톡채널 실시간 채팅 
이용자 문의 170건 테스트

3차 평가 (2020. 5. 27. ~ 6. 18.)
학부생 이용자 10명의 

실제 문의 147건 테스트

메뉴형 챗봇
성능 평가

1차 평가 (2020. 5. 6. ~ 5. 20.) 메뉴 전반에 대한 사서 테스트

2차 평가 (2020. 5. 21. ~ 5. 26.)
메뉴 전반에 대한 학부생 
이용자 10명의 테스트

 일곱 번째로 챗봇 시범운영 기간(2020. 6. 19. - 2020. 8. 9.) 동안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챗봇의 효용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총 52명이 응답했으며 44.2%(23명)의 응답자가 

챗봇 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하여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문의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도서관은 위와 같은 설계 및 구축과정을 거쳐 2020년 8월 10일부터 ‘서울대도서관 

챗봇’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챗봇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이용자와 챗봇 간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안정

적으로 챗봇 운영을 시작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질의응답 이용건수는 40,396

건으로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챗봇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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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챗봇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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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변경 사항

가. TLS 인증서 적용

웹서버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TLS 인증서를 정보화본부에서 제공받아 중

앙도서관 홈페이지 웹서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이전까지는 일부 페이지에 한해서 

HTTPS를 적용하였으나, 메인페이지 개편과 함께 모든 페이지에서 HTTPS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적용하였다. TLS 적용으로 인해 암호화를 하여 통신하기 때문에 통신 내용의 악의적

인 변경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 뉴스레터 발송

도서관 소식 및 도서관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Newsletter 

발송 기능을 적용하였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용자에게는 새소식 등록 시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

이지 새소식 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입력하여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으며, 구독 후에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구독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림 4-14] 뉴스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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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컬렉션 페이지 운영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컬렉션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

다. 전시 컬렉션, 북콘서트 컬렉션, 작은 전시회 컬렉션, 이슈 컬렉션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은 

전시 사진 및 전시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컬렉션 페이지는 관

련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 컬렉션 페이지는 전시 소개, 전

시 사진, 관람 후기, 전시 영상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컬렉션

◦ 북 컬렉션

◦ 전시 컬렉션

◦ 북콘서트 컬렉션

◦ 작은 전시회 컬렉션

◦ 이슈 컬렉션

[그림 4-15] 컬렉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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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대학교 개인정

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를 위해 매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을 점검하여 이용자 데이터 조회 및 업데이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관리(월 1회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대장 관리(최소 3년 보관)

[그림 4-16] 개인정보 조회 로깅 시스템

마. 새소식 및 알림글 만료일 설정

메인페이지에 위치한 알림글과 새소식은 이용자가 홈페이지 방문시 가장 먼저 소식을 확

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이러한 알림과 새소식을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주기 위

해 각 게시글 작성시 메인페이지에서 노출되는 만료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적용하였다. 만료

일 설정 기간까지 메인페이지에서 노출되며 만료일이 지났을 경우 자동으로 메인페이지에

서 노출이 해제된다. 중요한 알림글의 경우 3개 게시글까지 상단 고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

여 설정된 일자까지 고정으로 노출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하였다.

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는 매년 정보화본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법인회계 예산으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용자 만족도 평가이다. 중앙도서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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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도 학술정보시스템 항목으로 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받아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

요 개선을 진행해왔다. 특히 주요 의견이었던 온라인 결제 편의를 위해 웹 표준을 적용하였

으며, 학외접속 접근 경로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 상단 PROXY ON/OFF 토글 기능을 

적용하였다. 

[그림 4-17]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결과

[표 4-6]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주요의견

주요의견

2017년
•메뉴 구성 및 UI 재정비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도서관 이용 및 다양한 정보 안내와 홍보 강화

•이종 시스템 간(온라인 결제, 시설예약, 포털, 학외접속) 원활한 연동

2018년
•중앙도서관 및 분관에 대한 공지 가시성 개선

•연체료 납부 절차 단순화, 온라인에서 납부 가능하게 했으면 함

•모바일 환경 접근성 향상

2019년
•도서 대출현황 파악, 연장, 예약 등 직관적으로 가능

•연체료 납부 절차 단순화, 온라인에서 납부 가능하게 했으면 함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검색 등 속도 개선 필요

2020년
•초기 접속화면에 뜨는 학술 DB확대 필요

•상단 프록시 ON/OFF 기능 추가

•브라우저 제약 없이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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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향후 계획

도서관 이용자들은 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시설 안내 및 도서관 

행사 관련 정보를 얻는다.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중앙도서관을 탐색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종합 학술정보 네트워크로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한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변경

현재 운영하는 Drupal 기반의 홈페이지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를 WordPress 기반의 

CMS로 변경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2015년도 개편 이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축한 모듈

과 연계 시스템 등으로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여 홈페이지 구조 변경 및 속도 개선이 필요

해졌다. 또한 운영중인 CMS 플랫폼인 Drupal의 국내 이용 점유율(2%)이 낮아 홈페이지 관

리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여 직원이 직접 수정이 가능한 대중적인 CMS(콘텐츠 관리 시스

템)인 WordPress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2   분관 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타일 개선

분관별 홈페이지 구조 및 디자인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관 홈페이지는 의학도서관

과 LibGuide 방식의 수의학도서관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사회과학도서관을 제외하고

는 별도로 독립된 홈페이지가 아니라 중앙도서관 하위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다. 메인페이지

를 개선하며 분관 홈페이지를 메인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개선하였지만 아

직까지 분관 홈페이지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도서관 

Database 페이지와 별도로 구성된 분관별 Database 페이지는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아 주

기적인 관리와 수정이 필요하다. 향후 분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Database 페이지를 중앙도서

관 Database 구조와 통일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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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분관 페이지(경영학 도서관)

3   웹 취약점 개선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

안 조치가 필요하다. 학내 홈페이지는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홈페이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노출된 취약점을 개선하여 안전

한 홈페이지 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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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기관 리포지터리 
 S-Space 운영 활성화

5.1. 개요

S-Space는 서울대학교의 지적 생산물을 수집·보존 및 공유하는 기관 리포지터리(IR, 

Institutional Repository)로서, 학술지 논문·학위논문·학내간행물 등의 연구 성과물을 디지

털 자원으로 구축하고 무료로 공개하는 Open Access 아카이빙 시스템이다. MIT와 HP사가 

2001년부터 공동 개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DSpace를 기반으로 서울대에 맞게 커스

터마이징하여 제작한 것으로, 서울대를 의미하는 ‘S’와 지적 생산물의 유통 공간을 의미하는 

‘Space’ 를 조합하여 S-Space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2021

년 2월까지 약 12만 5천여 건의 자료를 구축하여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30만 건 정도의 원문 이용(다운로드)건수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약 845만 

건의 원문 이용건수를 기록하여 10여 년 만에 괄목할 만한 이용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 기관 리포지터리 S-Space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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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ace는 서비스 개시 이래 거의 매년 시스템 고도화와 콘텐츠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S-Space 관련 사업 내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5.2.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추진 경과

1   학위논문 반입 시스템 구축 사업

가. 개요

2017년도에 추진한 ‘학위논문 반입 시스템 구축 사업’은 dCollection 웹사이트에 등록되

고 있는 서울대 석·박사 학위논문을 S-Space로 반입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학술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위논문 메타데이터 및 원문파일을 S-Space를 

통해 서비스하여 접근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리포지터리 시스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아이템의 인용 

및 활용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보여줌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구축하였다.

나. 추진 경과

학위논문 반입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계획 수립 : 2017. 5.

◦ 사업 기간 : 2017. 6. 12. ~ 8. 31.

 - 개발 업체 : ㈜아르고넷

 - 소요 예산 : 19,470천 원

◦ 서비스 가동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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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 내용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학위논문 반입 시스템 개발, Web of Science, Scopus 및 

Altmetrics의 연동을 통한 아이템별 인용정보 등의 확장모듈 개발이다.

우선 서울대 석·박사 학위논문이 등록된 dCollection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Excel 형

태로 추출한 후, CCL4)에 동의한 논문을 대상으로 S-Space의 자료형식에 맞도록 가공하여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Collection 서버에 저장된 원문파일의 경로를 분석하여 자

동으로 파일을 가져와 S-Space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공개 유보 학위논문

의 경우 원문은 가져오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저장하도록 하였다. 등록된 각각의 아이템은 

S-Space의 고유 아이템 주소인 Handle5) ID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학위논문 등록 절차가 크

게 간소화됨으로써 자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S-Space를 통해 학위논문이 Google에 

검색됨으로써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2] dCollection에서 S-Space로의 학위논문 데이터 반입

다음으로 Web of Science 및 Scopus의 API를 활용하여, S-Space에 등록된 학술자료들의 

DOI6)값을 통해 아이템별 인용 횟수 정보를 표출하도록 개발하였다. Altmetrics의 활용 현

황 모니터링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뉴스, 블로그, SNS, 특허출원 등 다양

한 경로로의 활용 횟수를 나타내며, 이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보여준다. 인용 및 활용에 

대한 정보 표출을 통해 학술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계 채널을 확인할 수 있게 됨

4)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조건을 미리 제시해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창작물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

5) CNRI(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에서 개발한 식별자로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면 고유의 Handle URI

가 부여되어 handle.net으로 시작하는 주소로 접근하여도 리포지터리의 해당 객체의 주소로 리다이렉트 된다.

6) Digital Object Identifier의 약자로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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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3] 학술자료의 인용 및 관심도 정보 표출화면

2   2019년 S-Space 고도화 사업

가. 개요

2019년에 추진한 ‘S-Space 고도화 사업’은 시각화된 연구 업적 정보 제공 등 UI 개편, 연

구업적물 등록·관리 방식 개선, S-RIMS7) 데이터 반입 모듈 개발 등을 골자로, 전반적인 기능 

개선을 통한 리포지터리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 관

리자의 자료 구축 업무 효율성 향상, 연구업적물 메타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7)  SNU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서울대 연구업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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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S-Space 고도화 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계획 수립 : 2019. 10.

◦ 사업 기간 : 2019. 11. 7. ~ 2020. 2. 14.

- 개발 업체 : ㈜아르고넷

- 소요 예산 : 19,800천 원

◦ 서비스 가동 : 2020. 2.

다. 개발 내용

본 사업에서는 첫 번째로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및 컴포넌트 추가를 통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의 재배치와 더불어, 아이템 유형별 자료 구축량을 보여주

는 부채꼴 형태의 그래프 및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Keyword Cloud, 지난 분기 

최다 이용 Top 10 자료들을 대표 이미지와 함께 소개하는 등의 시각화 컴포넌트를 추가하였

다. 또한 아이템 최다 구축순으로 상위 5개 커뮤니티를 아이템 개수와 함께 따로 보여주며, 

2019년도 서울대 소속 HCR8) 선정자 소개 화면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S-Space에 구

축된 자료와 연구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4] S-Space UI 개편 전(좌) / 개편 후(우)

8)  Highly Cited Researcher의 약자로 Clarivate Analytics사에서 선정하며 지난 10년간 피인용 횟수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의 저자

로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높은 연구자를 의미한다. 2019년에는 서울대 소속 교수 8인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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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과별 시각화 차트를 추가하여, 어떤 연구 분야의 논문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

하는지에 대한 연구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리자가 특정 컬렉션에 대하여 권, 호, 페

이지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림 5-5] 학과별 연구 주제 분포 시각화 차트 화면

다음으로 관리자의 아이템 정보 입력 방식이 개선되었다. 입력 화면에서 단축키 도입, 다

중 행 입력을 통한 복수 값 입력 폼 개발, 메타데이터 정의 스텝 단축, 컬렉션 복사 기능 추

가, 다수의 컬렉션 일괄 반입 기능 구축, 제출자별 작업 목록 조회 기능 추가 등으로 작업시

간 단축 및 입력 편의성이 개선되어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난 2017년 사업으로 구

축하였던 학위논문 반입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매해 약 10% 내외의 학위수여자

들이 특허 출원, 학술지 투고, 기업 보안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보를 신청하는데, 유

보기간 만료 시 엠바고 날짜 정보 등의 수정과 dCollection 원문파일 재반입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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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신규 아이템 등록 폼 개선

마지막으로 S-RIMS 연구업적 데이터 반입 모듈을 개발하였다. 기존 SRnD(구 연구행정 

시스템)와의 연계 포맷을 수정하여, S-Space로의 반입에 동의한 학술자료를 S-RIMS를 거쳐 

S-Space로의 연계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동일 논문에 대한 중복 작업을 줄이고, 메타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7] SRnD에서 S-RIMS를 통한 S-Space로의 연구업적물 반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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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S-Space 기능 개선 사업

가. 개요

2020년에 추진한 ‘S-Space 기능 개선 사업’은 전년도 사업의 HCR 페이지 개선, 검색 성

능의 개선, 컬렉션 및 커뮤니티 정렬 방식 개선 등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에 구축한 2019년

도 HCR 선정자 소개 페이지에 과년도(2014~2018) 콘텐츠 추가 및 연구자별 자료 목록 화

면, 선정 연도별 보기 화면 추가로 서울대 HCR 선정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HCR 선정자 추가 및 수정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하였다. 검색 부분에 

있어서는 한자어 음차(音借)검색 도입 등을 통해 자료 검색 재현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

며, 정렬 방식 개선으로 콘텐츠에 대한 시인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나. 추진 경과

S-Space 기능 개선 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계획 수립 : 2020. 10.

◦ 사업 기간 : 2020. 10. 28. ~ 2021. 2. 10.

 - 개발 업체 : ㈜아르고넷

 - 소요 예산 : 15,000천 원

◦ 서비스 가동 : 2021. 2.

다. 개발 내용

본 사업의 첫 번째 과업은 HCR 페이지의 개선이다. 전년도 사업에서 2019년도 선정자 8

명만 등록하였으나, 2014~2018년도의 선정자 및 사업 진행 도중 발표된 2020년도 선정자까

지 포함하여 총 7인의 신규 연구자 페이지를 추가하였고, 연구자료 1,700여건을 구축하였다. 

HCR 첫 화면에서는 모든 선정자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최근 연도 선정순, 선정 횟수순, 영

문 성명 ABC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연도의 선정자만 선택

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아울러 여러 해에 걸쳐 중복 선정된 경우, 연도를 모두 표시

하여 몇 번이나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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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인 페이지에서는 Scopus, ResearcherID 등의 연구자 정보화면 바로가기 아이

콘을 추가하여 유용한 타 사이트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고, 해당 선정자의 연구업적물

은 Journal Paper, Conference Paper, 기타로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Open 

Access 자료인 경우 원문파일을 직접 구축하였으며, 원문파일이 없더라도 DOI링크를 통해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자 메뉴를 새로 개발하여 향후 HCR 신규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기능개발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

는 연구자로서 Highly Cited Researcher의 홍보 효과 및 S-Space 이용 활성화, 양질의 연구

자료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5-8] 역대 서울대학교 HCR 선정자 페이지

다음으로는 콘텐츠 검색 성능을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자료명이나 저자명, 키워드 등이 한

자인 경우 해당 한자를 입력해야만 하였으나, 한자음 사전 연동을 통해 한국어 음으로 입력

하여도 검색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한글 형태소 분석기 등을 통해 검색 결과를 스코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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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색어와 일치도가 높은 검색결과가 상위에 표출되도록 하였으며, 공개유보 논문 목록 

관리 화면에서의 검색 오류사항을 수정하였다.

[그림 5-9] 한자어 음차 검색 적용

마지막으로는 컬렉션 및 커뮤니티에서의 정렬 방식 개선을 진행하였다. 학내 간행물의 리

스트에서 최근 발간호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최신 자료에 더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정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행물 특정 호를 선택했을 때 논문의 목록을 페이지수 오름차순으로 보여줌으로써 책의 목

차처럼 직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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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커뮤니티 및 컬렉션 정렬 기능 추가

4   기타

2020년 11월, S-Space에 TLS9)를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다. 동년 10월 기준으로 전세

계 웹사이트 중 2/3 정도가 https10) 프로토콜을 사용11)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

가 추세에 있다. 보안 강화 및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S-Space도 https로의 전환을 추진한 

바, 보안 인증서 적용으로 웹상의 전송 정보가 암호화되어 사이트의 보안성이 향상됨으로써 

이용자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Google에서는 https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https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 일정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Space의 

전체 접속량 중 Google로부터의 유입은 약 70%에 육박하여, 이로써 Google 검색 결과에서 

S-Space가 보다 상위에 랭크됨으로써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https 전환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이용량과 전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원문 다운로드수 기준으로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9) Transport Layer Security의 약자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표준 프로토콜. 

10) 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의 약자로 기존 http를 대신하여 등장한 기술로 보안 인증서를 통한 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한 인

터넷 프로토콜.

11) “Usage statistics of Default protocol https for websites,” W3Techs, accessed Mar 9, 2021, https://w3techs.com/technologies/

details/ce-https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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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https 전환 전·후 이용량 비교

그밖에도 2020년 하반기 들어 메인페이지 통계 산출 작동방식 조정, 정렬 관련 로직 수정, 

메모리 누수 문제 수정, 검색엔진 컨테이너 분리 동작 등의 개선작업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  

화 및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5.3. 운영 현황

1   콘텐츠 구축 현황

2020년까지 S-Space에 구축된 콘텐츠의 유형별 현황은 [표 5-1]과 같다. 약 12만 5천여 건

의 콘텐츠를 구축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학위논문, 학내간행물, 학술지 논문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도에는 학위논문 반입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학

위논문의 등록 숫자가 많았으며, 2020년도에는 HCR 선정자 논문 구축 및 S-RIMS와의 연

계로 학술지 논문의 등록 수량이 늘어났다. 또한 언어별 구축 비율을 보면 한국어 57.1%, 영

어 28.8%, 기타(4%)로 영어 자료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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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연도별, 자료 유형별 콘텐츠 구축 현황

(2020.12.31. 기준)

구분 2008~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형별합계

학위논문 40,941 17,008 3,542 9,174 3,335 74,000

학술지논문 11,674 923 205 297 4,900 17,999

학내간행물 25,224 471 494 1,691 774 28,654

컨퍼런스 1,212 111 3 313 1,427 3,066

기타 751 42 10 321 279 1,403

연도별합계 79,802 18,555 4,254 11,796 10,715 125,122

이 중 학내간행물별 상세 구축 현황은 [표 5-2]와 같다.

[표 5-2] 학내간행물 콘텐츠 구축 현황

(2020.12.31. 기준)

번호 발행기관(학과) 간행물명 발행연도 자료수

1 간호과학연구소 간호학의 지평 2004~2020 167

2 경영대학 Seoul Journal of Business 1995~2019 208 

3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1967~2018 996 

4 경영연구소 경영사례연구 1977~2009 241 

5 경영정보연구소 경영정보논총 1991~2009 179 

6 경제연구소 Seoul Journal of Economics 1988~2020 645 

7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1962~2020 1,039 

8 교수학습개발센터 가르침과 배움 2004~2018 444 

9 교수학습개발센터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작 2004~2010 89 

10 교육연구소 아시아교육연구 2000~2020 790 

11 교육종합연구소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991~2018 225 

12 교육종합연구소 교육연구와 실천 1976~2015 476 

13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1994~2016 441 

14 국어국문학과 관악어문연구 1976~2018 709 

15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007~2018 164 

16 국제학과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994~2018 280 

17 국제학과 국제지역연구 1992~2018 633 

18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1970~2014 399 

19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별호 1985~200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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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행기관(학과) 간행물명 발행연도 자료수

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1980~2020 972 

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1976~2016 411 

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8~2020 388 

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보고서 2011~2018 38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장기기초연구사업 기획과제 2010~2011 2 

25 기초교육원 열린 지성 2005~2009 175 

26 노사관계연구소 노사관계연구 1990~2020 273 

27 독일어문화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 1992~2016 292 

28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1963~2017 423 

29 동양음악연구소 동양음악 1977~2017 314 

30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라틴아메리카 이슈 2009~2016 125 

31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웹진 트랜스라틴 2008~2016 471 

32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990~2016 425 

33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 1992~2018 543 

34 명예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05~2014 225 

35 미국학연구소 미국학 1977~2018 444 

36 법학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2001~2018 234 

37 법학연구소 법학 1959~2016 2,107 

38 불어문화권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 1991~2015 248 

39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1993~2016 242 

40 사회과학연구원 Korean Social Sciences Review 2011~2014 54 

41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사회과학 1979~2011 583 

42 사회발전연구소 Development and Society 1972~2016 418 

43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요람 1965~2008 28 

44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1962~2020 59 

45 수목원 수목원 연보 1976~2019 127 

46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WRII 국제학술대회 초록집 2016~2020 5 

47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1964~2016 361 

48 언어교육원 어학연구 1965~2020 1,333 

49 영어영문학과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02~2020 142 

50 영어영문학과 영학논집 1976~2020 348 

51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 1998~2018 163 

52 의과대학 Seoul Journal of Medicine 1960~1995 1,226 

53 의과대학 의과대학 연보 1985~2004 13 



제3절 운영 현황 ● 115

   제5장 기관 리포지터리 S-Space 운영 활성화 

번호 발행기관(학과) 간행물명 발행연도 자료수

54 인류학과 Korean Anthropology Review 2017~2020 34 

55 인류학과 인류학과 뉴스 2016~2020 9 

56 인류학과 인류학과 해외 답사 보고서 2012~2018 7 

57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1976~2015 615 

58 인지과학연구소 인지과학작업 2000~2010 89 

59 일본연구소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2020 52 

60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2009~2020 269 

61 조형연구소 조형 1976~2008 173 

62 조형연구소 조형 아카이브 2009~2011 26 

63 종교학과 종교와 문화 1995~2020 323 

64 종교학과 종교학연구 1978~2020 234 

65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1963~2020 516 

66 증권금융연구소 증권금융저널 2002~2003 12 

67 철학과 철학논구 1972~2015 423 

68 철학과 철학사상 1991~2017 634 

69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3~2020 122 

70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2009~2019 190 

71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Asia Design Journal 2004~2011 65 

72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1987~2017 545 

73 행정학과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986~2019 444 

74 행정학과 행정논총 1963~2019 1,614 

75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1974~2017 532 

76 환경안전원 환경과 안전지킴이 2008~2009 52

합계 28,380

51개 기관 76종, 28,654건*
*비공개 요청 자료, 단행본 성격 자료 등 274개 포함

2   콘텐츠 이용 현황

가. 콘텐츠별 이용 통계

S-Space의 연도별, 자료 유형별 콘텐츠 이용(다운로드) 현황은 [표 5-3]과 같다. 모든 유형

에서 꾸준히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로 본다면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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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연간 원문 다운로드수가 1천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연도별, 자료 유형별 콘텐츠 다운로드 현황

(2020. 12. 31. 기준)

구분 2008~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형별 합계

학위논문 70,049 627,496 1,789,397 2,611,943 2,807,672 7,906,557

학술지논문 2,009,898 694,281 559,008 724,657 860,770 4,848,614

학내간행물 8,909,994 4,493,302 3,895,216 4,222,542 4,560,013 26,081,067

컨퍼런스 470,771 108,628 94,137 133,552 143,450 950,538

기타 187,688 62,968 68,057 71,455 84,518 474,686

연도별 합계 11,648,400 5,986,675 6,405,815 7,764,149 8,456,423 40,261,462

최근 5년간의 아이템 뷰(서지정보 화면 접속) 및 원문 다운로드 수 변동 추계는 [그림 

5-12]와 같으며, 뷰와 다운로드 모두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뷰 횟수가 감소하였으나 실질적인 자료 이용을 의미하는 원문 다운로드수는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하여 S-Space의 콘텐츠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2] 최근 5년간 아이템 뷰 및 다운로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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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콘텐츠 유형별로 자료 구축 비율과 이용(원문 다운로드)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13]과 같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구축 자료 중 가장 많은 비율(약 60%)을 차지하는 학

위논문은 구축비율 대비 1/3인 20%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학내간행물은 

구축비율이 23% 정도이나 이용비율에서는 65%에 달하고 있다. 학위논문은 dCollection, 학

술지논문은 해당 저널 웹사이트 등 타 경로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Open Access가 아닌 학

술지논문은 서지정보만 서비스하는데 반해, 학내간행물은 S-Space에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

분 원문을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울대

학교만의 콘텐츠라 할 수 있는 학내간행물의 수집과 보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3] 전체 아이템 유형별 누적 구축 비율과 이용 비율

나. 기타 이용 통계

Google Analytics를 통해 몇 가지 통계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20년도 한 해 동

안의 방문자수 국가별 통계는 [표 5-4]와 같다. 한국이 대부분(85%)을 차지하나, 미국(3%), 

일본(1%), 중국, 영국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총 205개국에서 방문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S-Space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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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국가별 S-Space 접속자수 통계(2020년) - GA

순위 접속국가 건수 비율(%)

1 대한민국 790,877 85.93 

2 미국 29,078 3.16 

3 일본 9,597 1.04 

4 중국 8,850 0.96 

5 영국 6,235 0.68 

6 독일 5,435 0.59 

7 인도 4,645 0.50 

8 캐나다 3,763 0.41 

9 대만 3,444 0.37 

10 인도네시아 3,201 0.35 

11 호주 2,848 0.31 

12 베트남 2,822 0.31 

13 홍콩 2,645 0.29 

14 말레이시아 2,369 0.26 

15 프랑스 2,313 0.25 

16 터키 2,307 0.25 

17 필리핀 2,136 0.23 

18 (미확인) 1,997 0.22 

19 이란 1,944 0.21 

20 싱가폴 1,919 0.21 

[그림 5-14] 국가별 접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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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의 사이트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Google 및 Google Scholar를 통한 유입량 합계

가 73% 이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직접 접속, 네이버, 다음의 

순이었으며, 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은 10위권 밖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5] 사이트 유입 경로(2020년) - GA

순위 유입경로 건수 비율(%)

1 Google 519,830 53.88 

2 Google Scholar (대한민국) 122,791 12.73 

3 직접 접속 (즐겨찾기 등) 104,528 10.83 

4 네이버 97,343 10.09 

5 Google Scholar (.com) 61,056 6.33 

6 다음 10,435 1.08 

7 트위터 3,819 0.40 

8 Bing 2,287 0.24 

9 Google Scholar (일본) 1,836 0.19 

10 Google Scholar (캐나다) 1,709 0.18 

[그림 5-15] 사이트 유입 경로

다음으로 [그림 5-16]의 접속 브라우저별 통계를 살펴보면 Chrome이 58% 정도의 점유

율로 대세 웹브라우저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Internet Explorer, Safari, 

Edge, 삼성인터넷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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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사이트 접속 브라우저 통계(2020년) - GA

순위 브라우저 건수 비율(%)

1 Chrome 536,061 57.94 

2 Internet Explorer 142,775 15.43 

3 Safari 111,372 12.04 

4 Edge 42,506 4.59 

5 Samsung Internet 40,835 4.41 

6 Android Webview 29,980 3.24 

7 Firefox 11,259 1.22 

8 Safari (in-app) 4,568 0.49 

9 Opera 1,666 0.18 

10 Google-Test2 1,433 0.15 

[그림 5-16] 접속 브라우저별 비율

마지막으로 [표 5-7]의 접속 단말기별 통계를 살펴보면, PC(74%), 스마트폰(24%), 태블릿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속자 중 1/4 이상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하는 셈

인데,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S-Space는 모바일에도 최적화된 페이

지를 제공하며 원문보기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속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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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사이트 접속 단말기 통계(2020년) - GA

순위 단말기 종류 건수 비율(%)

1 PC 679,160 73.56 

2 스마트폰 224,924 24.36 

3 태블릿 19,199 2.08 

5.4. 향후 계획

2020년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운영성과지표’ 중 연구 영역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체계 

고도화’ 성과목표의 하나로 ‘S-Space의 활용 강화’가 도서관의 지표로 책정되었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학술자료의 누적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자간 

직접 교류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융복합 연구의 증가로 

새로운 연구 어젠다 도출을 위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S-Space 운영은 대학의 연구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향후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나아가 A.I.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영역 및 업적 분석 자료를 제안

하는 시스템으로의 진화를 큰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 성과지표로 S-Space

의 원문 이용건수 증가를 설정하였으며, 2020년도 이용건수는 약 845만 건으로 목표치 785

만 건을 약 7.6% 초과 달성하였다. 

S-Space 시스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속도 개선 및 안정화,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 유용한 기능 추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S-Space 시스템은 

DSpace 5.5 버전 기반으로, 2016년도에 업그레이드한 이후 5년째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개발

단체인 DuraSpace에서 여러 개선점을 포함한 7버전의 베타테스트가 진행 중으로, 향후 업

그레이드를 고려중이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DBMS Oracle DB는 9i버전으로, 출시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속도 및 성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Oracle의 버전업 또는 DBMS 

교체 등을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콘텐츠 수집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홍보 강화 및 제도·시스템 개선 등으

로 수집률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학내간행물의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 대상 

자료 유형을 다변화하여 PDF와 같은 문서 포맷의 간행물 뿐 아니라, 웹페이지 형태의 기

관 소식지 등도 수집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RnD 및 S-RIMS와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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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HCR 선정자의 논문을 비롯한 교내 연구업적물을 꾸준히 수집하고자 한다. 나아가 

Unpaywall과 같은 사이트와 연계하여 서울대 연구자가 생산한 Open Access 간행물의 자

동 수집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한 S-Space로의 주요 접근 경로가 Google인 만큼 SEO12)를 통해 검색 랭킹 상위 노출 

등 Google과의 최적화 및 타 검색엔진과의 연계 강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이트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12)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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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요

 2015년 차세대 통합 학술정보시스템(Alma) 도입 당시, 디지털 콘텐츠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하여 ExLibris사의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인 Rosetta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로컬 서버 및 스토리지, RDBMS(Oracle)를 구성해 약 5년간 Rosetta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Rosetta는 아카이빙 전문 시스템으로 이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이 미흡하고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서버 관리 및 

Oracle 업그레이드 등 정기적인 필수 작업에 전산직원이 필요하며, 서버 등 시스템 노후화

에 따른 장비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에 서울대학

교를 제외하고는 Rosetta 사용기관이 없어 ExLibris사의 지원 역시 다소 미흡했던 것도 큰 

단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2019년 ExLibris사에서 개발 완료한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인 

Alma-D로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6.2. Alma-D 도입

1   개요

2014년 9월 Alma 가동을 위한 합의서에서 ExLibris사가 디지털 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Alma-D를 개발하고 있으며, Alma-D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Rosetta를 무상 제공

하기로 되어 있었다. 

Alma-D가 개발 완료된 이후 해외 많은 대학에서 사용하며 급속히 상용화 되었다. Alma-D

는 Alma 내 관련 기능 지원 모듈로, 인쇄자원과 전자자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과 일률적

인 워크플로우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존과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운영에 적합한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운영 비용 절감에도 매

우 효과적이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 2019년 8월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Alma-D로 디지털 자원 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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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경과

Alma-D 도입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Alma-D 전환 계획 수립 : 2019. 8. 23.

◦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Alma-D 전환 사업 계약 체결 : 2019. 9. 30.

◦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전환 사업 시행 : 2019. 9. 20. ~ 2020. 3. 30.

  - 디지털 타이틀 이관·테스트·검증

  - 전체 컬렉션 (카테고리) 이관·검수

  - Primo 설정 및 디스플레이 보완

◦ Alma-D 교육 실시 : 2019. 12. 12. 

  - 참석자 : 디지털서비스실 및 고문헌자료실 담당자

 [그림 6-1] Alma-D 소개 페이지(Lib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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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ma-D 주요 특징

가. Alma를 통한 효율적 관리

Alma-D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Alma에 포함된 모듈로서, 디지털자원에 대하여 

Alma의 인쇄자원, 전자자원 등과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컬렉

션,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디지털자원에도 적용되어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단순화할 수 있고, 

매월 릴리즈에 따른 신규 기능 자동 업데이트로 프로그램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Analytics와 강력한 데이터 일괄처리 등 기존 Alma 시스템 장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나. 클라우드 기반의 웹 시스템

Alma-D의 메타데이터는 ExLibris 데이터센터에 저장되고 원문 파일은 AWS(아마존웹스

토리지)에 저장되어 메타데이터와 원문 모두 이중화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서비스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게 저장되어 데이터 유실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었으며, 로

컬 서버 구입 및 DBMS 구독에 대한 비용 부담도 절감되었다. 더불어 전문 전산직원의 지원 

없이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져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다. 이용자 친화적 환경

Alma-D는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SWORD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관리자가 보다 쉽

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썸네일을 통하여 컬렉

션 페이지를 보다 심미성 있게 구축할 수 있으며, 컬렉션의 계층 구조 생성이 가능하여 주제

별 선택에 따른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또한 PDF 목차 기능을 제공하고 학내 구성원의 학외

접속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여 디지털 자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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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 ExLibris사의 Alma-D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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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setta와 비교

기존에 사용하던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인 Rosetta와 Alma-D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6-1] Rosetta와 Alma-D의 차이점 비교  

Rosetta Alma-D

특징
디지털 자원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전문 시스템

서지 및 디지털 자원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저장

공간
도서관 로컬 서버 : 서버(3식)
스토리지 1식(10.5TB)

AWS(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12TB, 무제한 확장 가능)

장점
- 대용량 자료 처리에 용이(4GB 이상 가능)
- 메타데이터 버전관리 제공
- 로컬 서버 이용으로 적은 유지보수비용

- 전산직원 지원 없이 시스템 운영 가능
- 자동 업데이트로 시스템 최신성 유지 가능
- 일괄 작업, Analytics 등 Alma 기능 지원
- 학내 구성원의 학외접속을 통한 열람 지원
- 시스템 Status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ExLibris와 AWS에서 주기적 백업 수행 
- 모바일서비스 지원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향상

단점

-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전산직원의 지원 필수)
- DB관리 및 레포트 생성에 전문지식 요함
- 학내 구성원 식별 불가, IP대역 구분으로 이용
- ExLibris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
- 시스템 자체의 CJK 지원 취약
- 백업서버 마련 시 추가비용 소요
- 국내 서울대 유일 사용으로 본사 직접 컨택

- 메타데이터 버전관리 지원하지 않음
- 1회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대용량 동영상의 
  경우 추가적인 업로드 툴 이용 필요
- 콘텐츠 증가에 따른 스토리지 비용 상승

국내외

도입 

사례

- 국내 : 서울대학교
- 국외 : Getty 미술 연구소,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 
           호주 NSW State Library 등 

- 국내 : 포항공과대학교 (라이센스만 보유)
- 국외 : U. of Massachusetts Dartmouth, 
            RMIT Univ., California State Univ.,                      
            Swiss National consortium 등

 [그림 6-3] Rosetta 작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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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 Alma-D 작업 화면

6.3. 디지털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Rosetta에서 Alma-D로의 시스템 전환 및 디지털 콘텐츠 이관을 위하여 2019년 9월 ‘디

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전환 사업’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사업의 범위는 아마존웹서비스

(AWS) 스토리지 구독과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로 구분되었다.

AWS 스토리지는 기존 0.5TB에서 12TB로 확장되었고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S3)13), CloudFront CDN14),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15)와 같은 기타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로는 데이터 분석·로딩, 워크플로우 생

성 및 Alma-D 시스템 설정이 제공되었으며 ExLibris사에서 담당하였다. 이어 전체 컬렉션 

구성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었고, 이관 후에는 Primo 디스커버리솔루션 연

계를 위한 검색 관련 설정이 진행되었다. 이 모든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2014년 「서울대학교 

Alma 실가동 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13)  AWS의 확장성과 데이터 가용성 및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

14)  빠르고 고도로 안전하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15)  AWS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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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 전환 사업 추진 : 2019. 9. 20.

◦ Alma 관련 설정 : 2019. 9. 20. ~ 2019. 11. 30.

◦ Primo 관련 및 디스플레이 보완 : 2019. 9. 30. ~ 2020. 1. 17.

  - Source & Search Scope 설정 : 2019. 9. 30.

  - Normalization 설정 (Rosetta DC 설정 기준 반영) : 2019. 10. 1. ~ 10.

  - 컬렉션 디스커버리 설정 : 2019. 10. 14. ~ 2019. 10. 25

  - Normalization 수정 (Alma DC 기준) : 2019. 12. 9. ~ 20.

  - View 커스터마이즈 : 2019. 12. 9. ~ 27.

  - 테스트 및 설정 조정 : 2020. 1. 6. ~ 17.

◦ 전체 컬렉션 이관 및 검수 : 2019. 11. 25. ~ 12. 16.

  - 샘플 컬렉션에 대한 EAD 생성 : 2019. 11. 25.

  - 반입된 샘플 컬렉션 검증 : 2019. 11. 27. ~ 2019. 11. 28.

  - 전체 컬렉션에 대한 EAD 생성 : 2019. 12. 1. ~ 2.

  - 전체 컬렉션 Alma로 반입 (실가동) : 2019. 12 .3 .~ 9.

  - 반입된 전체 컬렉션 검증 : 2019. 12. 10. ~ 16.

◦ Alma 타이틀 이관 및 검수 : 2019. 12. 24. ~ 2020. 3. 30.

  - 한국병합사료 타이틀-파일 이관 및 검수 : 2020. 1. 21.

  - 의학자료 타이틀-파일 이관 및 검수 : 2019. 2. 19.

  - 디지털사진자료관 타이틀-파일 이관 및 검수 : 2019. 2. 21.

  - 미술작품, 농학자료 타이틀-파일 이관 및 검수 : 2019. 2. 21.

  - 한국 교육사고 타이틀-파일 이관 및 검수 : 2019. 3. 4

  - 학술행사 동영상, 대학사료, 음악자료, 대학신문 타이틀-파일 이관 및 검수 : 2020. 3. 19

  - 고문헌, 기타간행물 타이틀-파일 이관 완료 및 검수 :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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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내용

 Rosetta에서 Alma-D로의 시스템 전환 및 디지털 콘텐츠 이관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뉜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원의 이관이며, 두 번째로는 Alma의 디지털 컬렉션 관리를 위

한 기능 및 설정 구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자원 하비스트 설정·정규화 규칙 설정·디

스커버리 로딩 등 Primo 연계 구현이다. 2019년 9월을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의 마이그레이션 진행 끝에 서비스되었다.

가. 디지털 자원 전환

우선 Rosetta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자원을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관하였다. 

Alma의 디지털 인벤토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디지털 타이틀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컬렉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컬렉션 데이터 → 디지털 타이틀 및 파일 순으로 이관 작업이 진행

되었다.

 [표 6-2] Rosetta 내 마이그레이션 대상 디지털 콘텐츠 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점 ‘19. 08. 25. 기준)

번호 구분 건수

1 컬렉션 20,352 

2 Intellectual Entity(IE) 535,077

3 Representation(REP) 535,077

4 파일 3,077,589 

각종 관리 데이터, 시스템 설정, 퍼블리싱 정보 외

1) 컬렉션 데이터 이관

컬렉션 데이터는 Rosetta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형

식으로 변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 컬렉션은 수정하여 재정비하였고, 이후 Alma 반입 프

로파일을 이용하여 반입을 완료하였다. 반입된 컬렉션은 컬렉션 관리 데이터와 동시에 DC 

메타 데이터도 함께 생성이 되었는데, EAD XML 입력파일에 정상적으로 XML인코딩되어 

있던 특수문자 (&, <, >)가 Alma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디코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는 2020년 2월 Alma release에서 해결되었다. 완료 후에는 Alma 컬렉션 API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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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tta 컬렉션 ID 대 Alma 컬렉션 ID에 대한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여 매핑을 진행하였다.

[표 6-3] Alma-D 컬렉션 반입 통계

컬렉션 명 건수 컬렉션 명 건수

학술행사 1,132 미술작품 194

고문헌 3,197 농학자료 1,519

기타간행물 186 한국병합사료 33

음악자료 499 한국교육사고 72

대학신문 3,735 학내간행물 320

디지털사진자료관 4,671 곤충자료 1,223

대학사료 211 의학자료 3,384

지리학자료 2 합계 20,378

2) 디지털 타이틀 및 파일 이관

디지털 타이틀 및 디지털 오브젝트 파일의 이관은 아래 프로세스를 거쳐 Alma로 이관되

었다.

◦ Rosetta에서 디지털 타이틀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오브젝트 파일 추출

◦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Alma DC 형식으로 변환

◦ 추출된 디지털 오브젝트 파일의 폴더 구조 변환

◦ DC 메타데이터 파일과 디지털 오브젝트 파일을 Amazon S3 Storage로 업로드

◦ Alma 반입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Alma로 인제스트 

◦ 이관 데이터 검수 완료 및 추출 데이터 삭제

Rosetta 서버의 추출용 디스크 가용 공간(약 2TB)을 고려하여 이관 작업은 컬렉션별로 진

행되었으며, Rosetta에 구축된 모든 디지털 자원이 Alma로 누락 없이 이관되었다.

우리 도서관에서 채택한 메타데이터의 형식은 Dublin Core이며, Rosetta에서 정의된 필

드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필드는 Alma 이관 시 표준 DC 필드로 매핑되었다. 컬렉션 ID, IE 

PID와 같은 Rosetta 시스템 번호들도 표준 DC 필드로 매핑이 되었고, 이러한 Rosetta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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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Alma 반입 프로세스 과정에서 타이틀-컬렉션 연결 및 타이틀-파일명 연결의 매칭키로 

사용되었다. 메타데이터는 반입 후에 Alma에서 검색용으로 사용하거나 Rosetta-Alma 간 

매핑 테이블 생성 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표 6-4] Rosetta 내 마이그레이션 대상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수

컬렉션명 건수
Rosetta IE 수

(컬렉션중복배제)

Alma로 로딩된 

IE 수

SNUTYPE 기준 

IE 수

학술행사 1,132 7,958 7,958 7,958

고문헌 3,197 148,783 148,783 148,781

기타간행물 186 1,348 1,348 1,677

음악자료 499 6,868 6,868 6,868

대학신문 3,735 84,976 84,976 84,976

디지털사진자료관 4,671 141,601 141,601 141,601

대학사료 211 25,769 25,769 25,769

지리학자료 2 0 0 0

미술작품 194 14,208 14,208 14,208

농학자료 1,519 38,317 38,317 38,317

한국병합사료 33 446 446 446

한국교육사고 72 937 937 937

학내간행물 320 4,235 *4,234 3,907

곤충자료 1,223 4,311 4,311 4,311

의학자료 3,384 47,288 47,288 47,288

합계 20,378 52,7045 527,044 527,044

*1건은 테스트 샘플 데이터로 Alma로 이관하지 않았음.

나. Alma 환경설정

Rosetta에서 추출한 파일을 Alma로 올바르게 이관하기 위하여 Alma의 디지털 자원 반

입, 퍼블리싱, 액세스 권한, 뷰어, Primo 퍼블리싱 등의 환경 설정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1) 프로파일 설정

 우선 Rosetta에서 추출된 EAD 형식의 컬렉션 파일을 Alma로 반입하기 위해 컬렉션 반

입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컬렉션별로 프로파일을 생성하였으며, 로딩 시간을 절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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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일한 프로파일을 복수로 생성하여 멀티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AD 파일의 

dc:identifier 필드에 ‘file://’등으로 시작하는 불필요한 파일 정보가 포함되어, 이를 일괄적

으로 삭제하기 위해 정규화 규칙도 함께 설정하였다. 또한 반입 완료 시 자동 숨김 처리되도

록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설정과 검수가 완료된 후에는 기존 

Primo 퍼블리싱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퍼블리싱을 완료 하였다.

[그림 6-5] 컬렉션 파일 반입 프로파일 설정

2) 액세스 권한, 뷰어 설정

 액세스 권한은 IP 대역을 등록하여 비공개, 전체공개, 학내공개, 관내공개 등으로 구분하

여 설정하고 관악, 연건(병원 비포함), 수원, 평창, 홍천으로 각각 등록하였다. 뷰어의 경우 

2020년 3월 릴리즈에서 출시된 New Alma Viewer의 기능 개선 전까지는 JPG파일 형태는 

Universal Viewer를 사용하고, PDF, MP4, MP3 파일 형태는 Alma Viewer(Old) 를 사용하

기로 하였다.

 [그림 6-6] Alma-D 액세스 권한 설정 화면



134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그림 6-7] Alma-D 뷰어 설정 화면

다. Primo 환경설정

Primo를 통해 Alma-D의 디지털자원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하기 위하여  Primo 퍼

블리싱과 하비스트를 기존 Rosetta-Primo 간 통신에서 Alma-Primo 간 통신으로 변경하였

다. Alma 퍼블리싱 스케쥴은 05시, 11시, 17시, 23시로 하루 4번 매 6시간 간격이며, Primo 

하비스트 스케쥴은 11시 30분, 17시 30분으로 하루 2번 설정하였다. Primo의 컬렉션 로비는 

Alma Collection API에 의해 하루에 1번 6시에 업데이트 되며, 이는 전체 컬렉션 계층과 컬

렉션 제목, 설명 및 썸네일 링크를 포함한 모든 주요 정보를 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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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Primo 컬렉션 로비 화면(대학신문 기사)

라.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환경 전환

 Alma-D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디지털 자원도 이와 

같은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은 ExLibris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을 통해서 제공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서비스는 ExLibris사의 토

탈 케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는 ExLibris사의 싱가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의 운영 서비스 정책은 아래와 같다.

•계약에 의거하여 서비스 업타임 보장

•SSAE16 SOC1 and ISO-27001 인증 기반의 보안 시스템 구축

•일별 다중 스냅샷 및 풀 백업

•원격 보안 스토리지에 복사본 유지로 항시 데이터 복구 가능

•내부 클라우드 아키텍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성능 선제 모니터링

•24/7 Hub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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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관련 RCA(Root Cause Analysis) Report 및 Uptaime Report 제공

 [그림 6-9] ExLibris사의 클라우드 센터

마. 디지털 콘텐츠 홈페이지 서비스용 썸네일 제작

 Alma-D 전환으로 인해 홈페이지에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Primo Collection Lobby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타일형으로 생성되어 컬렉션 썸네일이 없는 경우 심미성과 

가시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Alma-D에는 디지털 타이틀에 대한 썸네일 자동 생성 기능이 

있으나, 파일이 500MB 이상인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런 사유

로 학술행사 파일의 썸네일을 별도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해 2020년 1월부터 약 1개월간 「디

지털 콘텐츠 홈페이지 서비스용 썸네일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약 19,800개의 컬렉션 썸네일과 1,200건의 동영상 파일에 대한 썸네일을 제

작하여 콘텐츠에 지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컬렉션·타이틀 디스플레이가 심미성 있게 정

비되어 디지털 콘텐츠의 홍보 및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국내 첫 Alma-D 사용 

기관으로서 Alma-D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기관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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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Rosetta와 Alma-D 컬렉션 및 타이틀 디스플레이 비교

컬렉션 디스플레이 타이틀 디스플레이

Rosetta

Alma-D

(사업 후)

6.4. 디지털 콘텐츠 구축

도서관에서는 인쇄자료로 발간한 서울대 간행물을 디지털화하여 안정적인 보존과 함께 온

라인 접근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도서관 홈페

이지를 통해 통합검색이 가능케 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은 고문헌, 학술행사, 곤충자료, 의학자료, 미술작품, 디지털 사진영상

자료관, 대학신문, 음악자료, 농학자료, 한국교육사고, 한국병합사고료, 대학사료, 기타간행물, 

학내간행물이 있으며, Alma-D를 통해 각각의 컬렉션을 생성하여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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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디지털 콘텐츠 통계 

(2020.12.31. 기준)

 Type (DC) 
구축 건수 이용 건수

 2020년 누계 2020년 누계 

 학술행사 157 8,113     59,691      718,098 

 고문헌 768 149,536       76,489      1,506,446 

 대학사료 765 26,534       4,070       47,271 

 한국교육사고 0 937       1,761         8,884 

 한국병합사료 0 446         863         3,534 

 대학신문 0 84,976     26,038      207,806 

 음악자료 0 6,868       9,510       41,272 

 농학자료 0 39,321     12,870      161,594 

 의학자료 0 47,288     25,404      137,562 

 미술작품 0 14,208     14,510       39,459 

 곤충자료 0 4,311       5,015       26,238 

 학내간행물 3 3,906       4,777       12,848 

 기타간행물 2 1,629       1,597         7,061

디지털사진자료관 0 141,597     40,513      463,261 

 총계 1,695 529,670   283,108    3,381,334 

 [그림 6-10] Primo 디지털 콘텐츠 컬렉션 로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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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헌

가. 개요

도서관은 2014년도부터 국고출연금으로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 6만면 내외의 고문헌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은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 경성제국대학으로부터 인계받은 도서가 대부분으로, 

고서보다 근·현대 출판물의 비중이 높다. 

인쇄 자료의 특성상 종이의 품질 열화(劣化, deterioration)에 따른 대체본 제작을 목적으

로 디지털화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수요가 있는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 가운데 

열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자료를 우선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한다. 출판이나 영상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화질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자료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사진 촬

영을 사용한다. 2017년까지는 디지털 이미지를 자체 제작하였으나 상시 업무에 기간제 근로

자 채용이 불가능해지면서 2018년부터는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제

작한 디지털 이미지는 학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MARC의 

856 태그를 활용해 서지 정보와 연계,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면 바로 이미지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구축 현황

1) 고문헌 디지털 이미지 제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문헌 디지털 이미지 제작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7] 2017-2020년 고문헌 디지털 이미지 제작 현황

연도
타이틀

(책수)

파일

(면수)
사업기간

사업비

(천 원)
사업자

2017 523 77,870 2017.03.01.~2018.02.28. - 자체

2018 491 67,471 2018.05.17.~2019.01.31. 102,000 ㈜인터메타

2019 465 60,867 2019.06.03.~2020.01.31.  98,000 ㈜인터메타

2020 609 62,284 2020.06.09.~2021.01.31. 100,500 ㈜인터메타

계 2,088 26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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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고문헌자료실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편집실을 운영한 마지막 해이다. 해당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직원 3명을 자체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藝文類聚』등 고문헌 

523점 77,870면을 디지털화하였다.

[그림 6-11]  『藝文類聚』 (2017년 구축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문헌 디지털 콘텐츠 구축은 외주사업 입찰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비가 다소 증가한 반면 사업물량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漢城華僑學校

槪況』 등 491점 67,471면을, 2019년에는 『寶文閣夜對筵說』 등 465점 60,867면을, 2020년에

는 『李唐雪窓讀書圖』 등 609점 62,284면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그림 6-12] 『漢城華僑學校槪況』 (2018년 구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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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寶文閣夜對筵說』 (2019년 구축분)

[그림 6-14] 『李唐雪窓讀書圖』 (2020년 구축분)

2) 고문헌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관리

납품받은 디지털 이미지 파일은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NAS)에 1차 저장하고, 용량이 점

차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유실을 예방하고자 2020년부터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백업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이용 중이며, 2020년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11TB를 저장하였고, 2021년에는 2020

년 생산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3TB를 추가하여 총 14TB를 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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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아카이브 스토리지’ 서비스 화면

다. 향후 계획

1) 고문헌 디지털 컬렉션 확충

제작한 고문헌 디지털 이미지는 컬렉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9개의 컬렉션

(귀중도서, 잡지, 신문, 탁본, 경성제국대학, 일제강점기 사료, 딱지본, 문고본 고서 및 필사

본, 팸플릿)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할만한 충분한 타이틀 수를 확보하면 점차 공개 컬렉션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일제강점기 학교사자료, 일제강점기 지방사자료, 개화기

도서, 한국 근대문학 자료, 한국관련 서양고서, 지도 등의 컬렉션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컬렉션 추가와 함께 기존 컬렉션의 타이틀을 보완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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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고문헌 디지털 컬렉션 홈페이지

2) 강의용 고문헌 디지털 콘텐츠 제작

그간 고문헌 디지털 콘텐츠는 도서관의 자료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물론 이

용자 수요를 예측해 한국 관련 콘텐츠를 주로 선별하여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강의보다는 

연구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우선 순위로 제작해 왔다. 향후에는 실제 강의 등에 우리 도서관

의 디지털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강의용 디지털화 요청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

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2   학술행사 동영상

가. 개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2년부터 학술연구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

는 학술적·보존적 가치를 지닌 주요 학술행사를 촬영 및 편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현재는 외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는 자

체 구축도 병행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Zoom, YouTube 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비대면 강연 등이 

보다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동영상자료의 아카이빙이 화두가 되었다. 학술행사 동영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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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업은 일회성에 그쳐 이용에 한계가 있던 학술 강연을 촬영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이를 교육 및 강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큰 가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폭넓은 디지털 콘텐츠 구축이 가능해졌다.

나. 추진 경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7년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 2017. 1. 11.

◦ 2017년도 3,4월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약 체결 : 2017. 3. 24.

 - 계약기간 : 2017. 3. 22. ~ 2017. 4. 30.

 - 계약업체 : 손수아트 (수의계약)

 - 소요예산 : 5,000천 원

◦ 2017년도 5,6월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약 체결 : 2017. 5. 25.

 - 계약기간 : 2017. 5. 15. ~ 2017. 6. 30.

 - 계약업체 : 손수아트 (수의계약)

 - 소요예산 : 10,000천 원

◦ 2017년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기술평가 : 2017. 6. 7.

◦ 2017년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약 체결 : 2017. 6. 20.

 - 계약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계약업체 : 손수아트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 소요예산 : 80,000천 원

◦ 2018년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 2018. 2. 2.

◦ 2018년도 3,4월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약 체결 : 2018. 3. 8.

 - 계약기간 : 2018. 3. 6. ~ 2018. 4. 30.

 - 계약업체 : 손수아트 (수의계약)

 - 소요예산 : 10,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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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기술평가 : 2018. 4. 12.

◦ 2018년도 학술행사 VOD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사업 계약 체결 : 2018. 4. 23.

 - 계약기간 : 2018. 5. 1. ~ 2019. 2. 28.

 - 계약업체 : 손수아트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80,000천 원

◦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개선 및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 운영 지침」  

  개정 : 2018. 5. 1.

◦ 2019년도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2019. 1. 31.

◦ 2019년도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기술평가 : 2019. 2. 27.

◦ 2019년도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계약 체결 : 2019. 3. 6.

 - 계약기간 : 2019. 3. 4. ~ 2020. 2. 29.

 - 계약업체 : 투와이드컴퍼니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84,700천 원

◦ 2020년도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2020. 2. 5.

◦ 2020년도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기술평가 : 2020. 3. 3.0.

◦ 2020년도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계약 체결 : 2019. 3. 6.

 - 계약기간 : 2019. 3. 4. ~ 2020. 2. 29.

 - 계약업체 : 투와이드컴퍼니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0,000천 원

◦ 2020년도 11월~12월 학술행사 동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 계약 체결 : 2019. 3. 6.

 - 계약기간 : 2020. 11. 27. ~ 2020. 12. 31.

 - 계약업체 : 투와이드컴퍼니 (수의계약)

 - 소요예산 : 46,45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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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내용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촬영 업체와 촬영일자 및 장

소 등을 조정하여 접수한다. 동시 촬영은 최대 3건까지 가능하며, 촬영 일정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촬영 시 강연자의 촬영 동의서(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필수로 받고 있으며, 해당 행사의 발표 자료, 리플렛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동영상 편집 시 

활용하고 있다.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접수 완료
→ 촬영(외주)

(신청자) (담당자) (담당자) ↓

Publishing· Primo 
검색 반영

← 검수·Alma-D 업로드 ← 서비스 동의서 확인 ← 편집(외주)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그림 6-17]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 절차

강연자가 제출하는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에는 강연자가 공개범위를 직

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에게도 완전 공개하거나 또는 학내 이용자에게만 제한 공

개할 수 있으며, 제한 공개의 경우 IP 대역을 학내로 설정하여 접근을 제한하였다. 2019년까

지는 기존 디지털 자원 관리 시스템인 Rosetta에 업로드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Alma-D 도

입 이후 2020년부터는 Alma에 업로드하여  동영상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표 6-8] 학술행사 동영상 구축 및 이용통계

구  분
200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 계

구축(건수) 6,895 322 419 366 275 173 8,129

이용(횟수) 242,195 94,855 78,870 110,908 131,579 59,688 718,095

※ 구축 데이터 중 중복 및 오류데이터 321건 삭제

라. 서비스 개선 내용

 2018년 4월경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였다. 학술행사 동영상이 

특정 기관의 행사에 편중되어 있었고, 이용횟수가 높은 교육 영상은 제작된 지 오래되어 최

신성이 떨어졌으며, 도서관 홈페이지 내 학술행사 동영상 관련 메뉴 접근성이 낮아 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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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추진하였다.

 ◦ 구축 대상 자료 범위 및 선정 기준 강화를 통한 주제 분야 다양화

 ◦ EndNote, JSOR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영상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 이용되지 않고 최신성이 떨어지는 노후된 자료 정비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근 할 수 있는 바로가기 탭 마련

 ◦ 서비스 신청 공문 및 홍보 메일 발송

[그림 6-18] 홈페이지 내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 바로가기 생성

또한 기존에는 ‘학술행사 VOD’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보다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명칭

인 ‘학술행사 동영상’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촬영 기준을 마련하여 촬영 승인이 가

능한 행사의 종류, 촬영 가능한 분량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다양한 콘

텐츠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마. 향후 계획

제한된 학술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인하여 학술행사 동영상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점차 확충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 이미 지침 개정과 운영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약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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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촬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용률을 높

이기 위하여 학내 제한 공개 옵션을 삭제하고 전체 공개에 동의한 경우만 촬영하도록 기준

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촬영 시 제출받는 각종 서류 및 중복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불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술정보시스템 Alma와 디스커버리 시스템 Primo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 학술행사 동

영상 역시 이용자들에게도 보다 쉬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SNS

의 활발한 이용과 연계하여 우리 도서관 공식 Youtube 채널에도 학술행사 촬영 영상을 업

로드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수많은 동영상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학술 콘텐츠를 끊임없

이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3   학위논문

가. 개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전·후기를 합하여 매년 약 3,800건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생산되고 있

다. 20여개 단과대학(원), 200여 세부 전공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위논문은 2020

년 기준 연간 원문 다운로드 수 194만 건으로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학술 참고자료로 이용되

고 있다.

기존에 책자로만 보존하고 있던 1948년 이래 학위논문을 지난 1998년부터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에서 자체 개발한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학위수여 대상자들의 원문파일을 직접 접수받아 보다 신속한 디지털 자료 구

축 및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도하여 구축한 dCollection(Digital 

Collection)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dCollection 웹사이트(https://dcollection.snu.ac.kr/)를 

통해 학위논문의 접수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dCollection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직보급 기관으로서 자체 커스터마이징 기능 적용 및 개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원문데이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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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dCollection 웹사이트 메인화면

나. 학위논문 디지털본 제출 전면 시행

서울대학교에서는 2020년 12월,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절차 간소화 및 논문 제출 이후

에 정정하는 것을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위논문 제출 절차 간소화란 최종 인준 논문(보존용 논문)을 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

과 함께 책자로 3부 제출하였던 것을, 디지털 파일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동 지침 

제15조 제3항).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2021년 2월)의 학위논문부터 본 지침의 적용을 받

아, 책자 논문 제출 없이 dCollection에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된 인준지를 포함한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으로 제출 절차가 변경 시행되었다. 이로써 책자 논

문 제출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중앙도서관 로비 등에 집결하여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논

문 제출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며, 비대면 논문심사 활성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책자 학위논문 보존공간이 필요하지 않

아 도서관의 공간 활용 효과도 기대된다. 

지침 개정에 따라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에 인준지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므로, 

dCollection 관리자 기능 중 서울대의 특화 기능 중 하나였던 ‘책자 제출’ 확인 기능을 ‘인준

지 제출’ 확인 기능으로 변경하여 인준지 확인 및 검수 절차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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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위논문 제출 완료 후 정정에 관한 사항이 개정(동 지침 제15조 제7항)되었다. 종전

에는 책자와 논문파일을 새로 제작하여 정정기간 내 기존 제출본과 교체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정정 기간내 명백한 오탈자 혹은 편집상의 오류인 경우에 한해 기존 원문파일

의 목차와 본문 사이에 ‘정오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제출 완료 후 원문파일

의 변경 여지를 차단하였다. 이는 디지털 파일만 제출받음으로써, 유사시 대조할 수 있는 책

자 논문이 없으므로 원본 파일의 무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림 6-20]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예시

2020년 2월에는 논문 제출자들의 로그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SSO(Single Sign On)를 도

입하였다. 기존에는 로그인시 dCollection만의 고유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비밀번

호 찾기 기능의 부재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서울대 구성원에게 익숙한 SSO를 도입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아울러 동년 10월에는 dCollection 패치 작업을 통해 

https 전환 및 ISNI 신청 링크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dCollection 웹사이트에 TLS 인증서

를 적용하여 https 전환을 통해 웹 보안성이 강화되었으며,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신청 

링크 추가 및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들에게 안내 메일 발송을 통해 희망자가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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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축 및 이용 현황

194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졸업자가 제출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원문 

구축 건수는 총 13만 5천여 건이며, 발행연도별 상세 현황은 [표 6-9]와 같다.

[표 6-9] 발행연도별 학위논문 구축 건수

발행연대
연대별

합계
발행연도별 구축 건수

1940년대
1948 1949

2 1 1

1950년대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572 - 3 7 37 101 15 42 112 83 172

1960년대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4,376 152 319 332 429 292 441 554 841 477 539

1970년대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6,502 564 491 703 642 771 771 730 754 660 416

1980년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8,796 917 1,338 2,089 1,261 1,851 2,141 2,527 2,038 2,270 2,364

1990년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8,442 2,526 2,578 2,536 2,743 2,958 2,861 2,968 2,916 3,033 3,323

2000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3,868 3,495 3,367 3,078 3,165 3,356 3,382 3,560 3,514 3,478 3,473

2010년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6,631 3,516 3,546 3,787 3,750 3,687 3,448 3,587 3,688 3,766 3,856

2020년대
2020 2021.2

5,753 3,787 1,966

연도미상 99

총계 135,041

dCollection을 통한 학위논문 원문 이용(다운로드) 횟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도

별 세부 내역은 [표 6-10]과 같다.

[표 6-10] 연도별 학위논문 이용 건수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이용건수 128,602 366,789 550,376 765,418 1,522,223 1,340,983 1,501,325 1,678,836 1,944,619 9,79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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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연도별 학위논문 이용 건수

저작자로부터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한 학위논문(1998년 이전)은 「저작권

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따라 학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1999년 이후의 논

문은 모두 동의서를 받아 학내·외에서 이용 가능하다. 2012년 8월부터 논문 제출 시 추가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CCL을 적용한 논문과 비적

용한 논문의 서비스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11]과 같다.

[표 6-11] 학위논문 온라인 서비스 유형

발행연월 원문이용동의 서비스범위 CCL 적용 서비스형태 모바일이용

1948~1998 × 학내 × DRM PDF ×

1999~2012.2 ○ 학내외 × DRM PDF ×

2012.8~
○ 학내외 × DRM PDF ×

○ 학내외 ○ 일반 PDF ○

참고로 CCL 적용(동의)율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2월 졸업자까지 전체의 약 89%이며, 

학위논문 파일형태는 이용이 편리한 일반 PDF(non-DRM)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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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납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국회도

서관법」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에 따라 국내 각 대학에 석·박사 학위논문(디지털 파일 

포함)의 납본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파일은 손쉽게 무한 복제와 배포가 가능하므로 서울

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납본이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및 제20조(배포권),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른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위

논문 온라인 제출 과정 중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납본 동의’ 화면에서 저작자 본인

이 납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도서관법 

제20조 제3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5항의 ‘납본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사정)’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고, 납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논문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

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할 예정이다.

[그림 6-22] 학위논문 납본 동의여부 선택 화면

6.5. 향후 계획

 SOLARS에서 Rosetta로, 다시 또 Alma-D로 2차례 디지털 콘텐츠가 마이그레이션이 되

면서 많은 데이터가 정리되어 원활하게 서비스 되고 있다. 그러나 Alma-D는 비교적 최근

에 개발된 모듈로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

여 도서관에서는 Salse Force 또는 Idea Exchange를 통해 개선을 요청 중이며 주기적으로 

ExLibris사와 Conference Call을 통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개선 요청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는 2021년 로드맵에 포함되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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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Top Level에서 EAD 다운로드 오류

◦ 디지털 타이틀 검색 시 논리세트 저장 불가 오류

◦ 썸네일 자동생성 오류 및 썸네일 파일 최대 용량 오류

◦ 컬렉션 로비 로딩 속도 저하 및 정렬 순서 오류

◦ Analytics 디지털자원에 관한 기본 필드 부족 

정보화본부에서는 매년 ‘서울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평가

에는 학술정보시스템 디지털 콘텐츠 구축율과 이용률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부터 2019년까지는 구축율과 이용률 모두 목표치에 충족하였으나 2020년에는 목표한 구축

건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콘텐츠 생

산이 줄어들었으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하여 콘텐츠의 수집 및 구축을 위한 활동 자체가 위

축된 환경 탓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비대면 행사가 증가하면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영

상 및 학습자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디지털 콘

텐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최근 부상하는 VR 등 새로운 콘텐츠 포맷 제공이 

가능한 뷰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료의 형태에 제한되지 않는 콘텐츠 플랫폼을 마련하

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표 6-12] 서울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 평가 – 디지털 콘텐츠 구축·이용률

연도
디지털 콘텐츠 구축률 디지털 콘텐츠 이용률

목표 결과 목표 결과

2017 전년대비 100% 충족(206.89%) 전년대비 110% 이상  충족(133.49%)

2018 전년대비 80% 충족(102.25%) 전년대비 95% 이상  충족(103.81%)

2019 전년대비 85% 충족(102%) 전년대비 95% 이상 충족(119%)

2020 10,920,518건 부족(10,452,783건) ※지표에서 제외됨



제1절 개요 ● 155

   제7장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제 7 장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7.1. 개요

2010년대에 도서관이 수행한 정보화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된 사업은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다. 2013년 4월 우리 도서관은 최

초 도입 이후 20여 년간 사용해 오던 기존의 바코드·EM 기반의 장서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학술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RFID 방식의 고도화된 도서관리 운용계획을 학내 

정보화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위원회로부터 사업수행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 

대학 본부로부터 총 24.5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RFID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을 시

작으로 기존 EM 장비 업그레이드, 소장 장서의 태그 부착,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고도

화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진일보한 장서관리 및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7-1] RFID 시스템 연도별 예산

(단위 : 천 원)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도서관 RFID Tag 부착 사업 484,111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315,889

8개 분관 RFID Tag  부착 사업 314,240

8개 분관 RFID 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351,660

자동 Book-sorter 반납시스템 도입 134,100 92,350 

분관 무인 대출기 도입 96,000 

장서관리 RFID 및 도서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

211,650 

수원보존도서관 RFID Tag  부착 및 운영
장비 도입

116,394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RFID 스마트서비스 존 조성 사업

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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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도서관 단행본 8자료실
도서위치정보제공시스템 구축

9,030

RFID 시스템 운영·관리용
소요장비 및 태그 구입

298,415

계 800,000 800,000 400,000 442,000

7.2. RFID 기술

1   RFID 기술 개요

RFID는 ‘제품에 붙이는 태그에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체 안테나를 갖추고 있으며, 리더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읽고 통신 네트워크와 연

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되는 활동 또는 칩’을 말한다. RFID 시스템은 RFID 

Tag(Transponder), Antenna, RFID Reader(Interrogator)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리더에

서 비접촉식으로 안테나를 통해 전파로 Tag에 정보를 요청하면 Tag는 안테나를 통해 정보

를 리더기로 보내고 컴퓨터에서 인식되어 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RFID는 기본적으로 Barcode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Barcode 보

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근거리 비접촉 방식으로 정보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업무처리 또한 가능하다.

[그림 7-1] RFID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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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특징

RFID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적용분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며 

태그의 특성과 기능, 통신방식,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다. 비접

촉방식으로 원거리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며, 유도전류 사용으로 전력 충전이 불필요하다. 또

한 동시에 다중 태그 인식이 가능하며 태그 내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여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도서관 관련 산업에서도 RFID 도입이 확대되었고, 우리 도서관도 초창

기 RFID 도입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응용사례를 확인하여 우리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표 7-2] 도서관 RFID 시스템 적용 가능 분야

구 분 내용

도서관리
•자동 대출/반납으로 시간 절약
•반납도서 자동분류 용이
•RFID 기반 북트럭 : 위치 및 이용정보

분실방지
•RFID Tag의 높은 인식률로 EM대비 50 ~ 75% 오작동 감소
•EM과 Barcode를 일원화
•도서반출 여부 및 시간확인 가능

위치정보
•RFID Tag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시간대별 사용자 수 조사를 통한 인력배치 및 도서위치 확인 가능
•학생증 Tag와 연동을 통한 좌석배정

장서점검
•RFID 리더기를 이용한 장서점검 자동화
•오배열, 서가에 없는 도서 등 소재불명도서 색출 용이

RFID 시스템은 처리속도 및 처리범위가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나며, 도서 분실방지 및 오

배열 도서 색출과 같은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

으로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이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

서 나오고 있다. 

3   RFID 종류와 적용 주파수

RFID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적용분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

며, 태그의 특성과 기능, 통신방식,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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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장서관리에 RFID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1990년대 말부터 고주파 방식인 

13.56Mhz(HF)와 초고주파 방식인 900Mhz(UHF) 중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큰 

화두였다. 세계적으로 2008년 기준 약 3,500개의 대학과 공공도서관 등에서 RFID 시스템

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3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3.56Mhz 대역을 도서관 및 출판 

RFID 시스템 구축의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했다. 주파수 대역의 국제 표준 규격 확정으로 

많은 도서관이 RFID시스템 도입 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고, 표준화된 규

격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생산역량 집중으로 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림 7-2] 13.56Mhz RFID 시스템 구성도

[표 7-3] 고주파(13.56MHz)와 초고주파(900MHz) 비교

구 분 고주파(13.56MHz) 초고주파(900MHz)

TAG
50×50 ㎜

면적 2,500 ㎟
164×3 ㎜

면적 492 ㎟

장단점
•ISO 28560 도서관용 표준 채택
•주변기기 상호간 영향 적어 안정적임
•Tag Size가 커서 은닉성이 낮음

•Tag Size가 작아 은닉성이 높음
•ISO 표준 미 채택, Tag간 사용제한
•주변기기 영향

특징
UHF 방식에 비해 짧은 인식거리를 나타내지만 
예측 가능한 일정하고 균일한 인식범위를 나타
냄

어떤 곳에서는 아주 긴 인식 거리를 나타내지만 
특정 위치에서는 인식이 안되는 예측하기 어려
운 불규칙한 인식 범위를 나타내는 문제가 있음

태깅 EM과 관계없이 부착 가능
EM과 간섭으로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도구사용
으로 부착시간 증가

정확성 근거리 통신으로 영향 없음 긴 인식거리로 오작동 간헐적 발생

확장성 NFC 기반 모바일 솔루션으로 확장 가능 NFC 기능 없음

경제성
RFID 시스템 도입 초기 고가였으나, 수요증가
로 가격 하락 (350~390원대)

RFID 시스템 도입 초기 저가였으나,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 (390원대)

도입사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등
국립중앙, 국회, 500여개 공공도서관
전 세계 3,500개 이상 도서관

연세대, 포항공대, 전북대 및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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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13.56Mhz와 900Mhz가 상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우리 도서관은 

13.56Mhz 규격의 주파수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국내외 도서관에서 안정성

이 뛰어난 고주파(13.56MHz)를 사용하고 도서관용으로 국제표준인 ISO 28560이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주변기기 상호간 영향력이 적어 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 도입한 자동

대출기 및 자동반납기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한 장점 등에 있었다.

중앙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은 관내·외 열람, 대출이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보존 및 열람제한, 훼손이 우려되는 고문헌자료, 도서등록 전 자료인 신간 연속간행

물을 제외하고 모든 소장자료에 부착을 완료하였다.

7.3. 추진 경과

1991년 8월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우리 도서관은 23년 동안 자료 접근점의 대표 

도구로 바코드를 사용하여 왔다. 바코드 시스템은 자료식별과 스캐닝을 통한 빠른 입력 등에

서 이전 카드목록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일보하였지만, 점차 보유 장서량이 증

가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학술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동작할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바코드 방식에서는 자료 식별을 위해서 스캐너로 바코드를 하나씩 리딩해야 하므로 다권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며, 도서 분실방지를 위해 별도로 EM태그를 붙여야 했다. 그러나 시간

이 지나면서 EM태그의 자성이 해제되기도 하여 분실도서가 증가하는 등 장서관리에서 많

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7-4] EM과 RFID 시스템 비교

구 분 EM 시스템 RFID 시스템

정보저장·수정 한번 인쇄된 바코드는 수정 불가 Ta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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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배열·

소재불명 도서 
수작업으로 처리

•오배열 도서 찾기 기능
•소재불명 도서 찾기 기능

비용 200원 정도 / 장(EM Tape 포함) 400원 정도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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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은 2013년 4월 정보화전문위원회에 새로운 장서관리 시스템

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RFID를 통해 대출·반납, 장서점검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

성을 높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오배열·소재불명 도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4년 대학 본부로부터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연도별로 추진한 주요 사

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5] 연도별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사업 현황

2014년(1차) 

사업 기반 조성

2015년(2차)

서비스 가동 및 네트워

크 구축

2016년(3차)

인프라 확충

2017년(4차)

인프라 고도화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 Tag 부착 : 163만 책
 - RFID 운영 장비 도입

•분관 RFID 시스템 
   구축 (8개소)
 - Tag 부착 : 80만 책
 - RFID 운영 장비 도입
•중앙도서관 RFID
   시스템 가동
•자동 Book-sorter 
   시스템 도입(1차)

•자동 Book-sorter 
   시스템 확충(2차)
 - 13개 도서 분류, 오류 
    등 성능 개선
•도서 상태 및 위치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중앙도서관)

•수원보존도서관 RFID
   시스템 가동
•단행본자료실 RFID
   스마트존 조성
•도서 상태 및 위치
   정보 제공시스템 고도화 
•RFID 시스템 운영·
   관리용 장비 고도화

1   RFID 태그 부착

사업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사업은 근거리 주파수 통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사업으로서, 1차적으로는 소장하고 있

는 장서 모두에 바코드를 대신하여 새로운 접근점인 RFID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이 필요하

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중앙도서관 → 8개 분관 → 수원보존도서관 순

으로 보관 중인 장서에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전체 사업비 중 태

그 구입비와 부착 작업을 위한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7-6] 소장 장서 RFID태그 부착 및 데이터 구축 현황

(단위 : 책)

중앙

도서관

분 관

계사회

과학
경영학 농  학 법  학 수의학 의  학 치의학 국제학

1,931,431 94,104 64,868 159,045 159,937 16,870 204,496 32,339 64,671 2,72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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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시스템 구축

바코드 스캐너를 대신하여 RFID 태그를 읽기 위한 장비와 게이트 출구에 설치할 도서 분

실 방지기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무인 대출·반납기에도 RFID 

태그 인식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입되었다.

[표 7-7] RFID 기본 시스템 도입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성능개선

사서용

RFID 패드

장서

점검기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자동

대출기

자동

대출기

자동

반납기2Way 1Way

중앙도서관 15 5 5 6 - 6 2

분관(8개) 20 8 2 12 4 - 6

계 35 13 7 18 4 6 8

[표 7-8] RFID 도입 기기 목록

구분 기술

RFID 태그

•RFID 태그에 주파수를 통해 태깅(Tagging)된 식별자(등록번호) 전송
•ISO 15693 표준 채택으로 주변기기 간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고주파 방식  
   (13.56MHz)의 RFID태그(Folio 370) 선정
•RFID 태그 보호 및 손실 방지를 위해 은닉스니커와 함께 부착

장서점검기
장서점검(Shelf Management) 시 소재불명·오배열 도서의 빠른 확인이 가능한 장서
점검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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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3100MR)는 
   기존 EM 방식에서 RFID로 업그레이드
•무인 대출기(비블리오티카 GB/selfCheck 1000)는 분관 RFID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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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관 신축으로 분실방지기(3M M9101·M9102) 추가 구입

자동 도서 

분류 반납기
기기에 도서를 넣으면(Book Drop) 반납 처리 후 해당 반납함으로 분류하는 
자동 Book-sorter(비블리오티카 CH/smartreturn 30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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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RFID 도입 기기 사진

구분 도입수량

RFID태그 무인 대출·반납기

사서용 대출·반납기 분실방지기

자동 도서 분류 반납기 장서점검기

3   무인 자동 반납실 구축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 사업 중 도서관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자동 Book-Sorter기 도입을 들 수 있다. 자동 Book-Sorter기가 도입된 계기는 장서관리 

보조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바코드 기반의 도서반납장비 노후화로 인해 업그레이드 필요

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도서 반납 시 자료 분류 체계, 운영형태, 소장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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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도서 반납과 배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도서반납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도서는 반

납 시 시스템에 설정된 분류 항목에 따라 반납함이 결정되며, 해당 반납함으로 컨베이어 벨

트를 통해 도서가 이동된다. 현재 설정된 13개의 반납함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7-10] 도서 분류 반납함 구성

반납함 분류 비고

1 총류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소장도서 대상
•분류번호 기준

2 철학

3 종교

4 사회과학

5 어학

6 순수과학

7 기술과학

8 예술

9 문학

10 역사

11 예약도서 중앙도서관 예약서가 비치 예정 도서

12 타관반납 분관 소장도서 대상

13 기타

반납도서가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소장 자료일 경우 청구기호의 DDC 분류기호에 따

라 반납함이 결정된다. 예약 도서는 정보서비스센터에 곧바로 비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별

도로 예약도서 반납함으로 분류된다. 분관 소장 도서의 경우 타관 반납함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별치기호가 大로 구분되는 크기가 큰 도서 또는 오류 반납 도서의 경우 기타 반납함으로 

분류되어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분류 조건을 추가하면 반납함 확장도 

가능하다. 반납함의 도서는 하루에 2~3회 수거하여 서고에 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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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무인 자동반납실

4   도서 위치정보 맵 구축

보유 장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료실 공간이 도서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분류기호에 따라 자료가 구획별로 일정하게 배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가 비치된 장소를 서가 

단위로 이용자에게 상세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도서 위치정보 맵을 구

축하게 되었다. 

도서 위치 정보는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신문자료실, 참고자료실, 국제기구자료실, 시

진핑자료실, 연속간행물실의 소장자료에 대한 위치 정보이다. 위치정보는 기존에도 중앙도

서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이용자들이 자료실과 도서를 찾을 때 어려움이 있어 자료실 최

단 경로를 투시도로 제작하여 위치를 안내하였으나, 이후 관정관 개관으로 도서관 층위 체

계가 변경되고 늘어난 장서의 소장을 위해 자료실을 확장하게 되면서 자료실 내 도서의 위

치를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에 RFID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모든 서가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자료실과 서가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서가 DB 

맵을 구축하였다. 

이 기능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인 프리모 검색결과와 연동하여 이용자가 홈페

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한 후 ‘자료실 위치 보기’를 클릭하면 서가 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웹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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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도서 위치정보 안내 화면

이용자가 ‘자료실 위치 보기’ 클릭 시 Alma는 도서의 청구기호를 URL에 포함하여 서가 

DB에 보내고, 서가 DB는 청구기호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위치정보 화면을 보여준다. 서가 

DB는 서가 이동작업 등 도서 위치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

록 관리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모바일 

NFC 기능으로 RFID를 스캔하면 Alma API로 조회한 도서 정보가 서가 DB로 업데이트 된

다.

7.4. 향후 계획 

RFID 시스템은 기존 바코드·EM 방식이 가진 단권처리 방식의 단점을 상쇄하고, 모든 장

서가 시스템과 동적으로 통신 할 수 있는 접근점을 부여함으로써 IOT 기반의 도서관리시스

템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앞으로 수많

은 상용화가 예상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을 위한 기초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기초 시스템을 도입하여 IOT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향후에는 새로운 응

용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고도화된 장서관리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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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전산 기반 장비 운영

지난 『2011-2016 학술정보화 백서』 발간 이후 중앙도서관 전산 기반 장비를 구성하고 있

는 운영 장비들은 일부 노후 서버와 가상화 시스템 교체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보화사

업 특성상 장비 교체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전산 장비의 조달청 고시 내용연

수 6~7년), 당시 도입하여 안정화한 인프라 구성을 큰 변화 없이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실 운영 장소는 큰 변화가 있었다. 중앙도서관 내부에서 자체 시스템실을 

운영하는 온프라미즈(On-premise) 방식에서 우리 대학 정보화본부 시스템실의 일부 공간

을 할당받아 기반 장비를 운영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제8장에서는 전산장비 이전 사업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중앙도서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시스템실의 전산장비가 이전하게 된 배경과 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전

산장비 이전 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산장비 이전 사업은 중앙도서관의 독립적 결정이 아닌 정보화본부의 강력한 요청에 기

인하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시스템을 진화시켜 오고 있

었으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본부가 정보화 거

버넌스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서 중앙도서관의 전산장비를 정보화본부로 이전시킬 뿐만 아

니라 전산 인력도 이동시키기 위해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명분으로 총장 결재를 거

쳐 2020년에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실행의 의지를 결국 관철시켰다.

우리 도서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학술

정보화사업의 성공정인 수행을 위해 지속해서 시스템실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학내 정보화 정책의 예산과 인력의 키를 쥐고 있는 정보화본부의 이전 명분에 따라 장비이

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전 방식에 있어 코로케이션 방식을 택하여 시스템 공

간을 임차만 할 뿐 운영은 기존처럼 독자적으로 함으로써 향후에도 학술정보화 사업을 탄력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도서관은 2015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주요 학술정보시스템을 이전하여 계

속해서 시스템을 진화시켜 가고 있다. 도서관의 가장 핵심 정보시스템인 학술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Alma와 Alma-D로 성공적으로 이전해 본 경험과 함께 잔여 장비가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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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대장비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보화본부로 전산장비 이전을 결정

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8.1. 개요

2021년 3월 현재 중앙도서관 전산 기반 장비 H/W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8-1]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운영 현황 

(2021. 3. 1. 현재)

구분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기타

(랙, KVM)
계

스토리지 SAN스위치

수량 17 13 5 6 12 53

   ※ H/W 기준이며, 가상화 서버 내부 VM 제외

◦ 유닉스 서버 : 1대

◦ 리눅스 서버 :  9대

◦ 윈도우즈 서버 :  5대

◦ 가상화 시스템 :  1 Set (ESXi서버 2대, 스토리지 1대, 스위치 6대)

◦ 스토리지 :  4대

◦ 기타 장비 : KVM 등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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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중앙도서관 H/W 시스템 구성도

8.2. 전산장비 이전

1   이전 추진 배경

 가. 클라우드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전 세계적 시스템실 운영방식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성하는 기반 핵심 인프라로 전 세계에 상용화된 클라우드 컴퓨

팅(Cloud Computing) 기술을 들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

을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할당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빅데이터 처리, 인

공지능 개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센터 역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시스템실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버와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온프라미즈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클라우드 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이제 수요자가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의 

자원만 구독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클라우드 방식이 대세가 되었다.

온프라미즈 방식은 시스템을 수요기관 내부에서만 운영하므로 보안상의 이점이 있으나 

초기 구축비용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인력 투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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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조직의 비용과 인력을 계속해서 투입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

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상용화에 따라 민간에서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업은 시스템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

었고 대기업에서도 자사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실을 없애고 AWS(아마존웹서비스), Azure(마

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GCP(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변화 속에서 정부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기술로 클라우드 컴퓨

팅을 지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제정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클라

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

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퍼스트’전략으로 현재 각 행정기관·공공기관 시스템실에 

흩어져 있는 정보자원(IT시스템)들을 정부통합 클라우드 센터를 건립하여 2025년까지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통합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

든 행정·공공기관은 자체 시스템실(IDC, Internet Data Center)을 가질 수 없게 할 예정이

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시스템실 운영방식이 클라우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도

서관도 2015년부터 운영하던 핵심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

다. 먼저 우리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학술정보시스템인 LAS를 SOLARS에서 Alma로 바꾸

어 더 이상 LAS 구동에 필요한 장비와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SOLARS 운영 당시

에는 DB 서버(Unix, Oracle), 어플리케이션 서버(SOLARS), 홈페이지, 검색엔진을 모두 개

별서버에서 Stand Alone 방식으로 운영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하여 성능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지

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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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의 종류

[그림 8-2]를 기준으로 Alma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클라우드 LAS로서 

구독료를 지불하면 백엔드 레벨에서 서버 및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레

벨의 응용 프로그램까지 모두 일괄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

요되던 LAS운영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또한 2020년에는 주요 학술정보 콘텐츠 서버를 로컬에서 운영하던 로제타 시스템에서 클

라우드 방식의 Alma-D로 전환하였다. 로제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DB 서버, 어플리케

이션 서버, 스트리밍 서버, 대용량 NAS 등 많은 물리 장비뿐만 아니라 레드햇 등 운영체제 

라이선스 비용 등이 소요되었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었으나 클라우

드 이전으로 담당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콘텐츠 관리 레벨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전산장비 운영에 있어 많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전산장비 중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다수 장비를 

필요로 하던 LAS와 학술정보 콘텐츠 서버를 클라우드로 이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체 운

영하는 장비 중 중요한 서버는 이용자DB 서버와 홈페이지 서버, 관정관 통합관리 서버 등 

몇몇 개만 남게 되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시스템실 운

영이 대세가 된 흐름 변화 속에서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사실상 중요치 않게 되었다. ‘클라우

드 컴퓨팅’이란 용어의 기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스템이 구름처럼 어디에 있든 위치한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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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내 환경 변화

1990년대 학술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도서관은 학내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된 컴퓨

팅 기술을 도입하였다.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내 교수·학습·연구자들이 필요로 하

는 전문 지식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식을 학술정

보 콘텐츠로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영역이 점차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기존처럼 학술정보시

스템 운영을 위해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OS),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기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변화 속에서 우리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성원에게 필요로 하는 지식을 선별하여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주요 시스

템을 클라우드로 점차 이관하고 있었다.

도서관 시스템실 이전의 배경에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보화 수요에 기인한 학내 조직 변화를 들 수 있다. 학내 정보화 수요가 확대됨

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할 전담 기관으로 정보화본부가 조직되었고 본부 직속으로 편입되어 

학내 정보화 예산을 심의하고 학내 각 기관에 정보화 예산을 배정하고 조율하는 커맨드 센

터 역할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우리 도서관의 정보화 예산도 정보화본부로부터 배정받아 사

용하는 구도가 되었다.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에 있어서도 본 백서 1장에서 서술했듯 우리 도서관에 최초 임용되

어 ‘도서관’ 소속으로 근무하던 도서관 전산직원들이 ‘전산직렬’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둘씩 

정보화본부로 전보되고 있었다. 한편 대학 차원에서는 한정된 정보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실과 내부에

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 기반 장비들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의 중복 지출에 대한 비효율 문

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학내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화본부는 도서관의 전산장비 이전의 필

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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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추진 경과

가. 추진 경과

우리 도서관은 1990년대 정보화 시대 초입부터 학술정보화 사업을 주도하면서 학술정보

시스템 SOLARS를 민간과 함께 직접 개발하여 전국 대학 도서관에 보급하였고 도서관 내부

에서 시스템실을 직접 운영하여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화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신속하게 대

응하여 왔다.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학술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왔

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관의 모범 사례가 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스템실을 도서관 

내부에 직접 보유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확대될 정보화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중요한 열쇠였다.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스템실을 내부에 유지하기 위해 정

보화본부에서 주장하는 이전 논리에 대응하여 시스템실 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위한 자구책 

모색과 함께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운영사례 조사를 병행해 나갔다. 

정보화본부에서 주장하는 시스템실 통합을 통한 정보화 거버넌스 강화의 논리는 “서버 관

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전문성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이 주체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환경과 예산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

리 도서관은 학술정보 인프라가 서버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서버 

이전은 혼란만 초래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학술정보서비스의 운영 환경에 대한 결

정은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기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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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국내 대학도서관 시스템 운영 현황 

서버 관리 주체 대학명 비고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자체적으로 시스템 관리
•사서직 서버 관리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물리적 서버는 정보전산원에 위치
   (인프라, 보안 제공)
•관리운영과 유지보수는 100% 도서관 
   사서직이 관리

전산원

연세대학교
•학내서버 통합 관리 ⇒학술정보원으로 조직 통합
•도서관(학술정보서비스)과 전산원(정보통신서비스)이    
   학술정보원으로 통합되어 한 건물에 위치 

KAIST
학내서버 통합 관리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물리적 
공간 협소로 서버이전 결정

[표 8-3] 국외 대학도서관 시스템 운영 현황

서버 관리 주체 대학명 비고

도서관

Harvard University
Library technology Service 부서의 경우 시스템 
담당사서와 엔지니어가 같이 있음

University of Chicago

•도서관 자체적으로 시스템 관리
•IT 팀 구성
  - Engineer
  - DLDC(Digital Library Development Center)

Princeton University
•Firestone Library 내 IT관련 부서
  - Library Information Technology
  - Imaging and Matadata Services

Yale University
도서관 IT부서 직원은 엔지니어, 
테크니션 위주로 구성

또한 우리 도서관에서 매해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제142호』16)의 논단을 통해 자

율적인 도서관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도서관에서 시스템실을 지속해서 보유

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해당 논단의 주요한 내용을 발췌

해 보면, ‘도서관 서비스는 IT 기술과 융합된 개체로 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스템 각 요소들

은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공통 목표를 향해 기능한다는 점에서 연결

되어 있고 도서관 시스템을 외부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일부 관점에 따라 장점이 있

16)  송지현, 임영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과 과제,”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142 (2020):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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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여 정보화

본부의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으로 학술정보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 구축과 서버 구성이 지연될 수 있고, 도서관의 

자율적 정보화 예산의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는 점 등을 들어 앞으로도 도서관 내부에서 시스템실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확고

히 하였다. 

이렇듯 시스템실을 계속해서 내부에서 운영하겠다는 우리 도서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

구하고 대학 전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화 예산을 배정하는 정보화본부의 강력한 이전 

정책에 결국 도서관 시스템실을 정보화본부 시스템실로 이전하게 되었다. 다만 이전 방식으

로 정보화본부에서 제시한 아래 [표 8-4]의 여러 방안 중 3안인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을 택하여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 구축된 전용 시스템 공간을 임차만할 뿐 운영은 기존

처럼 독자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함으로써 향후에도 학술정보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

본환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8-4]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방안(정보화본부 제시)  

구분 1안 2안 3안

내용

정보화본부 장비로 통합 및 운영
관리 이관
(예산 이관 제외)

정보화본부 장비로 이전,
호스팅 이용
(예산 및 운영관리 업무 이관 제외)

정보화본부로 장비 이전, 코
로케이션 이용
(예산 및 운영관리 업무 이관 
제외)

장점

•기반 시설 및 장비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
  (연 1.2억 원) 절감
•효과적으로 예산, 장비 및 SW
   등 IT자원통합관리 가능
•기관의 특화된 역할 수행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운영안정
   성 강화

•기반 시설 및 장비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
   (연 1.2억 원) 절감
•중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운영
   안정성 강화

기계실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예산(연 3천만 원), 
공간 절약
  

단점

•(중앙도서관) 이관 초 업무 
   체계 혼란 예상 
•(정보화본부) 운영비 및 
   관리업무 증가

•인력의 분산으로 이관 효과 
   비교적(1안 대비) 미흡
•중앙도서관의 장비, S/W 추가
   구매 및 운영 관리 역할 지속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중단
•예산 중복 투자 및 
   자원낭비 지속

전산장비 이전에 대한 구체적 실행은 2020년 6월 이전 사업 실무를 담당할 TF가 결성되

고부터 본격화 되었다. 정보화본부로 장비를 이전한 이후에도 중앙도서관이 학술정보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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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기획하고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서비스를 지속해서 담당하며 ‘전산장비’만을 코로케

이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정보화본부 5인, 도서관 4인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였다.

전산장비 이전의 세부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 중앙도서관의 정보화 업무를 정보화본부로 이관할 것을 총장 지시 : 2018. 5.

◦ (정보화본부 보고) 학내 정보시스템 통합운영(안) 총장 보고 : 2020. 2. 4.

     ※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시스템실 및 전산장비 통합운영으로 비용 및 

         업무효율 제고를 골자로 함 

◦ 정보화본부 - 중앙도서관 간 시스템실 통합 합의 : 2020. 5. 15.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일체를 정보화본부 시스템실로 연내( ‘20년) 이전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계획(안) 총장 결재 : 2020. 6. 3.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용역 사업(안) 총장 결재 : 2020. 8. 20.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사업 조달 공고 : 2020. 9. 22.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사업 조달 재공고: 2020. 10. 13.

     ※ 유찰되어 재공고함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사업자 선정 : 2020. 10. 13.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사업 실행 : 2020. 10. 28. ~ 2020. 12. 31.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사업 완료 보고 : 2020. 12. 31.

나. 추진 내용

 2020년 6월 총장 결재 문서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계획(안)」(정보화기획

과-4006)에는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일체를 정보화본부 시스템실로 이전하여 코로케이션 

운영하되 이전 후에도 학술정보화 업무 기획 및 서비스, 예산 편성·집행 및 시스템 관리 업

무는 현행과 같이 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시스템실 위치만 정보화본

부로 옮길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학술 정보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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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산장비 이전 사업은 사업 주관과 사업비를 정보화본부에

서 부담하여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일체 정보화본부 시스템실로 이전, 코로케이션* 운영

     *시스템실을 공동활용하여 공간, 전기, 시설, 네트워크 등 인프라 중복투자 비용 절약 가능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화 업무 기획 및 서비스, 예산 편성·집행 및 시스템 관리 업무는  

 현행과 같이 중앙도서관에서 담당

    - 원활한 이전지원을 위해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전산직(1명) 전보일자 조정 :  

 (기존) ‘20. 9. → (변경) 이전완료 후

    - 이전·설치 비용 및 향후 코로케이션 사용료 정보화본부 부담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실무 TF를 구성하여 추진

    - 두 기관의 실무부서*로 구성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실사를 통한 폐기·이전대상 장비 선정, 소요예산 산정, 일정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이전 추진 준비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실행을 위한 TF가 2020년 6월 구성되어 아래와 같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작업 실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TF 결성 : 2020. 6. 5.

- 중앙도서관이 학술정보화 업무 기획 및 서비스, 예산편성·집행 및 시스템 관리를 담

당하며 전산장비만을 이전하는 코로케이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본부 5인, 도서관 4인으로 TF 구성

◦ TF 1차 회의 : 2020. 6. 23.

    - 이전 장비에 대한 부서 간 역할 정의 등 운영 방안 마련

    - 실사를 통한 폐기·이전 장비 선정 및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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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2차 회의 : 2020. 7. 15.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일자(2020. 12. 19.(토)) 확정

    - 전산장비 현황조사 및 장비 분류 

      ※ 재활용 장비는 정보화본부로 관리 전환하고 타 용도로 활용

    - 과업 내용 정의

◦ TF 3차 회의 : 2020. 7. 29.

    - 중앙도서관 이전 대상 장비 확정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비대상 장비 처리 방안 검토

    -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용역 사업(안) 검토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대상 장비 리스트 작성, 작업 소요 확인을 위한 실사,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의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였고 2020년 8월 정보화본부를 사업 발주

자로 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용역 사업」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

해 공고되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중견기업인 ㈜시스게이트가 용역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추진 용역 사업

 •소요예산 : 95,000천 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 2020. 10. 28. ~ 2020. 12. 31.

 •사 업 자 : ㈜시스게이트

 •계약방식 : 제한 경쟁 입찰

사업 수행과 함께 정보화본부에서는 코로케이션 운영과 관련한 지침 개정도 함께 진행하

여 중앙도서관의 시스템실 사용료 면제에 대한 절차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존 「서울

대학교 호스팅 서비스 통합 운영지침」에서는 정보화본부 코로케이션존 사용을 위해서 1랙

당 1년에 1,020,000원의 사용료와 전기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했으나 지침 개정으로 중앙도

서관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금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본 사업이 우리 대학 정보화 예산

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보화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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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사용료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4   이전 실행

가. 이전 개요

전산장비 이전 실행에 앞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었다. 우리 도서관은 90년대 정보화사업 초창기부터 시스템실을 구축하여, 정

보화사업 수요와 할당된 예산에 맞추어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실 내부 

장비들의 구성이 다소 얽혀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시스템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 장비 이전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할 수 없게 되므로 먼저 운영 중인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스펙과 각 서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를 토

대로 장비 이전 계획(안) 작성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이전 대상 장비와 수량을 확정하게 

되었다.

[표 8-5]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사업> 장비 수량

장비구분 합계 잔류 이전

서버 50 19 31

네트워크 44 32 12

스토리지 17 10 7

SAN 5 2 3

기타 49 37 12

보안 3 3 -

합계 168 103 65

   ※ 잔류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미운영 장비로 불용처분함

장비 현항 파악 후에는 이전 당일 장비 이동 중 물리장비 훼손에 대비한 백업이 진행되어 

모든 서버를 대상으로 OS 단위의 백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전 실행일 2주 앞선 2020년 12

월 4일에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장비 전원 종료 후 백업 시간 계측과 재기동 후에도 장비

가 이상 없이 작동되는 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전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소

화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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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은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물리적인 장비 이전

으로 IP 변경 시 도메인, 포트, 보안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설정 관련으로 인한 문제

가 야기될 수 있어 기존에 이용자 IP대역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던 도서관 서버팜 대역을 

그대로 옮겨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본부에서 L3 스위치를 제공하였고, 장비 

이전 당일 서버팜 대역도 중앙도서관에서 정보화본부로 함께 이전하여 갔다. 

[그림 8-3]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사업> 개요

나. 이전 실행

2020년 12월 18일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이 시작되었다. 시스템 이용이 적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주말 3일 동안을 작업 기간으로 잡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 하였고 작업을 다음 5개 단계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시스템 정지 – 장비 해체 – 장비 이전 – 장비 설치 – 시스템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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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정보화본부 시스템실 내부의 중앙도서관 코로케이션 영역에 이상 없이 7개의 랙과 65대

의 장비를 모두 이전 설치하였고 검증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12월 19일 저녁 23시 30분에 계획

보다 1일을 앞당겨 모든 이전작업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정상 가동하였다. 

다. 이전 이후

[그림 8-5] 중앙도서관 코로케이션 운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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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전산장비 이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후 불용 장비들의 불용처분도 함께 진행하

여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전산장비 이전 사업 전 도서관 시스템

실에 위치한 장비들 중 2000년대 초반에 구입하여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 내용연수가 경과

한 장비들이 서버 17대, 스토리지 3대, 스위치 3대로 총 23대의 장비가 있었다. 이전 사업 시 

이러한 미사용 노후장비 등은 불용처분하였고 필요한 장비만을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노후 

스토리지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들을 전부 운영 스토리지로 이동하여 유지보수비 절감과 함

께 데이터 유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였다.

정보화본부에서는 내부의 기존 코로케이션 존을 확장하여 통합행정시스템 영역 뒤편에 

별도로 중앙도서관 영역을 할당하여 전용의 공간을 배정하였고 우리 도서관에서는 불필요

한 장비 처분과 함께 내부 자원을 정돈하여 옮김으로써 최적의 운영상태를 구성하고자 하였

다. 

전산장비 이전 이후 중앙도서관 시스템은 총 6개(이전 랙 7개중 1개는 eTL 랙)의 랙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용도별로 랙을 분리·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향후 확

장성을 고려하여 예비랙을 배치하고, 장비 구성과 선번장 내역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

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문서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와 시스템 확장 시 용이하게 작업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 8-6]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이전 사업> 이후 중앙도서관 랙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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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랙은 네트워크 장비 전용 랙이다. 두 번째, 네 번째 랙에는 운영 서버들이 위치해 

있으며, 세 번째 랙은 가상화 시스템 클러스터와 메인 DB 서버가 위치하며, 다섯 번째 랙은 

스토리지 랙,  6번째 랙은 예비 장비와 향후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여분 랙으로 남겨 

놓았다.

각 랙에 위치한 장비의 세부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8-7] 네트워크 랙 구성

첫 번째 네트워크 랙의 최상단에 위치한 L3스위치는 정보화본부 업링크로부터 광케이블 

통신선을 받고, 다시 하부 5개의 스위치에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트래픽을 분배한다. 하부 5

개의 L2스위치는 2~6번째 랙에 위치한 서버와 스위치에 다시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로 연

결되어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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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운영서버 랙1 구성

두 번째 랙에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S-Space 등 주요 콘텐츠 운영 서버들이 위치해 

있다. 홈페이지 웹 1·2 서버, 홈페이지 DB 서버, 홈페이지 DB 슬레이브 서버, 홈페이지 개발

서버, S-Space, dCollection, S-Curation DB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 

서버 외에 홈페이지 웹 이중화를 위해 L4 스위치가 위치해 있으며, 네트워크 트래픽 분배

와 홈페이지 웹서버의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8-9] 가상화 클러스터 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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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랙에는 가상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스토리지·스위치로 구성된 가상화 시스

템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하부에는 가상화 시스템과 별도로 중앙도서관 메인 DB 서버가 

위치해 있다.

가상화 시스템은 2개의 서버·6개의 스위치·1개의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가상화 서버가 작동하고 있다. 하부 DB 서버는 도서관의 유일한 유닉스 서버로 내부에는 오

라클이 작동하고 있다. 

[그림 8-10] 운영서버 랙2 구성

네 번째 랙에는 운영 서버들이 위치해 있으며 관정관 통합관리를 위한 웹·DB 서버, 학외

접속용 프록시 서버, 사고전서 서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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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스토리지 랙 구성

다섯 번째 랙은 스토리지 랙이다. 중앙도서관 메인DB 볼륨을 저장하는 VNX5300 메인 

스토리지, 각종 서버들의 콘텐츠 저장용 NetApp NAS와 백업용 스토리지 DD670 장비가 위

치해 있다.

여섯 번째 랙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예비 장비들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정보화 사업을 위

한 인프라 확장을 고려하여 여분 랙으로 남겨 놓았다. 

8.3. 시스템 관리 현황

1   서버 

도서관의 서버는 운영체제에 따라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ESXi(가상화) 서버로 분류할 

수 있다. 학술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대용량의 트랜잭션을 안정적으

로 동시처리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유닉스 장비를 다수 운영하였다. 유닉스는 금융권이나 국

가 기관 단위 등 중요 시스템을 구동하는 곳에 쓰이는 상용 운영체제로, 안정성과 성능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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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뛰어나 도서관의 학술정보화 사업 초창기부터 계속 사용해 왔다. 

2015년 8월 학술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Alma로 이전하면서 유닉스 서버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용자DB 연계 부분을 제외하고 학술정보 기반 모든 업무가 Alma 

클라우드 서버에서 대부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고사양·고가의 유닉스 서버 운영 

소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는 이용자DB 서버 역할로 1대만 운영하고 있다.

[표 8-6] 유닉스 서버 운영 현황 

(2021. 3. 1. 현재)

모델명 메모리 CPU 수 Disk 용량 도입 년도 용도

SUN T4-4 64GB 3GHz×1(32Core) 1.2TB 2013. 2. 이용자 DB 서버

오픈소스인 리눅스 서버의 성능이 점차 개선되고 안정성과 보안이 지속해서 향상됨에 따

라, 도서관은 이전에 운영하던 유닉스 서버를 리눅스로 교체해 왔으며 현재는 1대의 유닉스 

서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버를 리눅스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이후 사진원문수집시스템 구축, S-Curation 서비스 구축, S-Rims 사업 등에 리눅스 서버를 

활용하고 있다. 

[표 8-7] 리눅스 서버 운영 현황 

(2021. 3. 1. 현재)

모델명 도입년도 메모리 CPU 코어 수 Disk 용량 운영체제 용도

HP DL380p 2015. 2. 128GB
2.6GHz×2

(28C)
600GB RedHat 홈페이지 웹 서비스(1)

HP DL380p 2015. 2. 128GB
2.6GHz×2

(28C)
600GB 〃 홈페이지 웹 서비스(2)

HP DL380p 2015. 2. 128GB
3.1GHz×2

(20C)
600GB 〃 홈페이지 DB Main

HP DL380 2014. 12. 32GB
3.2GHz×2

(16C)
600GB 〃 홈페이지 DB Slave

HP DL380p 2015. 2. 32GB
2.6GHz×2

(16C)
601GB 〃 홈페이지 개발

HP DL380 2017. 1. 64GB
2.6GHz×2

(28C)
1200GB CentOS S-Space 서버

Dell R740 2020. 6. 64GB
 3.2GHZ×2

(32C)
3160GB CentOS Proxy(학외접속)

DL380 G10 2018. 12. 32GB
 2.2GHZ×2

(40C)
600GB CentOS S-Curation DB

x3650 M5 2017. 11. 32GB
 2.4GHZ×2

(10C)
300GB RedHat S-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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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리눅스 서버와 함께 윈도우즈 서버를 5대 운영하고 있다. 윈도우즈는 통상적으

로 일반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이용자용 운영체제로 많이 사용되나, 제조사인 마이크로소

프트에서는 서버용도 함께 출시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관정관 스마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어와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용도로 2대, 학위논문시스템 운영용 

1대, 학술 DB인 사고전서 서비스용 1대, 가상화 서버 VM 백업 용도 1대로 총 5대의 윈도우

즈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표 8-8] 윈도우즈 서버 운영 현황 

(2021. 3. 1. 현재)

모델명 도입년도 메모리 CPU 코어 수 Disk 용량 운영체제 용도

IBM 
x3650

2015. 1. 32GB
2.6GHz 
(8core)

900GB Win 2012 관정관 통합관리 웹

IBM 
x3650

2015. 1. 32GB
2.6GHz 
(8core)

900GB Win 2012 관정관 통합관리 DB

HP 
DL380

2014. 12. 32GB
3.2GHz×2
(16core)

600GB Win 2018 dCollection(학위논문제출)

Dell 
PE6850

2007. 7. 4GB
Dual  

(2.6GHZ×4)
292GB Win 2003 사고전서

Dell 
Pivot3 

2017. 4. 512GB
Dual  2.6GHZ

×2
(28core)

5TB Win 2019 가상화 서버 VM 백업

사회 전반에 정보서비스 기술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하나의 물리 서버에 하나의 운영체제

를 운영하는 방식은 점차 비용과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전과 달리 최초 

서비스 구축 이후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획 - 개발 – 빌드 – 배포의 서비스 

생명주기가 짧아지게 되면서, 하나의 하드웨어에 가상화 솔루션을 올리고 다수의 서버를 필

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생성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상화 기술이 서버 운영의 트렌드가 되

어 가고 있다.

도서관은 2005년 11월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서비

스를 가상화 서버로 운영하게 되었고 시스템실 공간을 절약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서버별로 자원을 재분배(CPU, 메모리, 용량 등을 할당 및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2013년 1월에는 노후화된 블레이드 서버를 교체하여 4대의 서버와 1대의 스토리지로 구

성된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서버 1대를 추가하여 총 5대의 물리 서버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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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솔루션을 통해 23대의 서버를 운영해 왔다.

 가상화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들이 자동으로 다른 정상 서버로 분

산됨으로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물리적으로 별도

의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가상화 서버를 추가 생성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2020년 10월에는 노후 가상화 서버 재구축 사업이 추진되어, 기존에 운영 중이던 5대의 

물리 서버를 대체할 고성능 서버 2대와 10G 대역폭의 네트워크 스위치 2대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상화 기반으로 운영중인 개별 VM을 OS단위에서 백업할 수 있는 백업 솔루션과, 서

버 이상 시 관리자에게 SMS로 즉각 알릴 수 있는 관제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이로써 고가용

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중앙도서관 서버 운영 환경이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림 8-12] 가상화 서버 장점

우리 도서관은 가상화 시스템에서 총 21대의 가상화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구축 사

업 시 고사양 서버를 도입하여 현재 자원 사용률은 30%로, 향후 홈페이지 서버 등 자원이 

많이 필요한 서버 이전을 위한 성능 여유분을 확보해 두었다. 

향후 홈페이지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주요 물리서버 내용연수 경과 시 새로운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 가상화 서버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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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가상화 클러스터 구성도

[표 8-9] 가상화 서버(ESXi) 운영 현황 

(2021. 3. 1. 현재)

모델명 도입년도 메모리 CPU수
Disk 

용량
운영체제 용도

Dell R730
(VMSVR01) 2021. 2. 512GB

2.1GHz
(26Core

*
2CPU)

512GB
(SSD)

Win2003 AS e-Book(에피루스)

Win2003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Win2003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

RedHat ES PDF DRM

RedHat ES 저자기호/소장위치 SMS

CentOS 의학도서관(홈페이지)

CentOS 의학도서관(메들라스)

RedHat ES 디지털사진자료관

Win2003 AS 열람실 좌석현황

RedHat ES 권장도서 100선 홈페이지

RedHat ES PDF DRM

Dell R730
(VMSVR02)

〃 〃 〃 〃

CentOS 통합로그 관리

CentOS 사진원문수집 시스템

CentOS 사진원문수집 시스템(검색엔진)

CentOS 가상화 서버 관제 시스템

Win 윈도우 서버 백업 에이전트

CentOS 리눅스 서버 백업 에이전트

CentOS 중앙도서관 이용자 정보

CentOS 소스 형상관리

Ubuntu WILL – ALMA 상호대차 연동

CentOS 가상화 서버 관리



190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2   스토리지 

스토리지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서버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을 주로 담당한다면 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에 특화된 장비라 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은 그동안 구축해온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고, 홈페이지 등 전

자도서관 운영을 위한 중요 데이터를 각 서버의 로컬 저장장치가 아닌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전용 장비로 제조된 스토리지에 저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스토리지는 서버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서버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기존 스토

리지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여러 대 서버에 동시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지 내부에서 동작하는 물리적 디스크 조합을 논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구성하

여 성능 향상과 데이터 유실에 대한 대비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원장치 등 주요 부품 이중화

를 통한 높은 안정성과 함께 1~2개의 디스크가 장애가 나더라도 백업 디스크가 자동으로 동

작하여 중단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도서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나누어 도입한 스토리지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8-10] 스토리지 운영 현황 

(2021. 3. 1. 현재)

모델명 도입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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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6110X 2013. 2. iSCSI  방식 8TB 가상화 시스템용

EMC DD670 2013. 2. SAN  방식 70TB 백업용

2013년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후 스토리지를 교체하였으며, 도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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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일자 : 2013. 2. 20.

◦ 소요예산 : 313,413천 원

[표 8-11] 노후 스토리지 교체 내역

구 분 규 격 수량 용량

DB 저장용 스토리지  EMC VNX5300 1대 10TB

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  Dell EQL PS6110X 1대 7TB

백업용 스토리지  EMC DD670 1대 70TB

DB 저장용 스토리지는 3중화된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 메인 DB의 볼륨이 저

장되어 있고,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각종 데이터 및 첨부파일 저장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 

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는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들(VM)의 저장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백업용 스토리지는 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모든 서버를 OS째 날마다 백업하는데 사용하

고 있다.

2014년에는 디지털 콘텐츠 자료의 안정적인 저장 및 서비스 제공과 노후 스토리지에서 

운영되던 디지털 콘텐츠의 유실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 스토리지 교체 및 원격지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 도입일자 : 2014. 12. 23.

◦ 소요예산 : 145,970천 원

[표 8-12] 운영 스토리지 및 복제 시스템 도입 내역

구 분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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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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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스토리지는 dCollection 서비스를 위한 학위논문 원문파일 저장과 S-Space 및 

S-Rims에 사용되는 학술연구데이터 저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격지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에 운영 스토리지 1대, 정보화본부에 복제용 스토리지 1대를 배치

하여 이중화를 구성하였고 전산장비 이전 사업 이후에는 스토리지 간 위치를 바꾸어 현재는 

정보화본부에 운영용 스토리지가, 중앙도서관에 복제용 스토리지가 배치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스토리지를 통해 우리 도서관에서 구축한 학술정보 콘텐츠와 디지털 자료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장애 복구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기타 장비

전산장비 이전 사업 이후 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이던 장비는 원격지 복제 스토리지를 제

외하고 모두 정보화본부 시스템실로 이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본부에서 관리하는 코

어 스위치와, 권역 스위치, 중앙도서관 내부 네트워크 스위치는 잔류하여 지속해서 도서관 

시스템실에서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장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실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항온항습기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전 상태에 대비한 UPS(무정전 

전원 장치) 1대도 운영하고 있다.

[표 8-13] 기타 장비 보유 현황

장비 모델명 도입년도 용도

항온항습기
20R/T(상향식) 2001. 8.

 시스템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
20R/T(하향식) 2002. 8.

UPS PTX-System 80 2005. 7.
 시스템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정전 발생시 

전원을 일정시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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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 및 프린터 관리

가. PC 및 프린터 현황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PC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14] 도서관 PC 현황 

(단위 : 대) 

구분 업무용 PC 이용자 검색용 PC 총 계

학술정보개발과 37

337
506

학술정보운영과 71

학술정보서비스과 42

행정지원팀 19

소 계 169 337

도서관에서는 업무용 PC 169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용은 학술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검색용, 멀티미디어 편집용, 문서편집용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PC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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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5] 이용자 PC 용도별 현황

(단위 : 대) 

구분 층 자료실명 종류 용도 보유대수 총대수

본관

B2F 1열람실 PC 검색용 2 2

2F

로비 PC 검색용 7 7

정보검색실

PC 검색용 67

85iMAC 검색용 12

PC 국회도서관 전용 6

프린터 출력용 10 10

북카페 PC 검색용 3 3

신착 연속간행물실 PC 검색용 1 1

연속간행물실 PC 검색용 2 2

참고자료실

PC
검색용 2

4
마이크로필름용 2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리더기 2 2

장애학생지원실
PC 검색용 2 2

프린터 출력용 1 1

3F

1자료실 PC

검색용

3 3

2자료실 PC 3 3

3자료실 PC 2 2

4자료실 PC 5 5

5자료실 PC 2 2

6자료실 PC 1 1

4F

고문헌자료실
PC

검색용 1
2

출력용 1

프린터 출력용 1 1

가상회의실 PC 검색용 4 4

7자료실 PC 검색용 3 3

관정관

1F

운초 세미나실 PC

교육용

21 21

메가스터디 
세미나실

PC 21 21

4F 패컬티라운지
PC

검색용

18 18

iMac 1 1

6F

멀티미디어플라자
PC 6 6

iMac 6 6

정보검색실
PC 검색용 77 77

프린터 출력용 2 2

합  계

PC 264

iMac 19

프린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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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 본관 2층 정보검색실 [그림 8-15] 본관 2층 로비 검색용 PC

나. PC 및 프린터 현황

우리 도서관은 고가의 PC 장비 및 주변기기 관리를 위하여 모든 PC 및 주변기기의 사양

을 통합대장에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어 장비 교체 주기와 업그레이드 소요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500대 규모의 PC 및 주변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유지보

수 사업에 전담 지원 인력 1명이 도서관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다. 

2015년 관정관 개관 당시에는 정보검색실의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용 PC

를 설치하지 않고, 메인서버에서 개별 단말기로 자원을 할당하는 VDI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하였다. 관정관 정보검색실에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RAM), 저장장치(디스크) 없

이 입출력 장치, 네트워크 카드만 있는 소형 단말기가 설치되어 공간 활용과 관리적인 측면

에서 효율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점차 출시되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PC의 최소

사양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용자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VDI 방식에서는 서버에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 해야 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개별 PC를 운

영하는 비용 대비 큰 효용성이 없어 현재는 VDI 장비를 철거하고 소형 PC와 모니터 일체형 

PC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검색실 이용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통합되었다. 관정관 개관 초기에는 본관

과 관정관 열람실 예약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운영되었으나, 본관 좌석 어

플리케이션의 노후화에 따라 2018년 관정관 어플리케이션에 본관 좌석 예약을 위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현재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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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장비로는 크게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산 기반 장비와 정보화본부에서 통

합 관리하는 스위치 장비로 나눌 수 있다. 전산 기반 장비는 이용자 네트워크와 분리하여 서

버팜 대역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안 강화를 하고 있다. 정보

화본부 관리 스위치는 건물 주요 기점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IP, 포트 등을 제어하여 

등록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 관리 내용

도서관은 업무 및 이용자용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아웃렛(outlet)과 LAN선 관

리를 하고 있다. 도서관에 할당된 IP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업무용, 그리고 운영 장비에 대

한 I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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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서

버팜은 이용자 대역과 분리된 대역으로 일반 유저가 사용할 수 없으며, 대역 앞단에 방화벽

을 설치하여 포트 단위로 서비스를 제어하고 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정보화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원격 또는 방문하여 조치하고 있다. 

나.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

중앙도서관 운영 장비(서버 및 스토리지)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화본부 

보안센터에 도서관 서버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정보화본부 보안시스템 업

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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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방화벽(Wapples 5200)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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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네트워크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8-16] 중앙도서관 네트워크 구성도

6   도메인 관리

우리 도서관은 홈페이지에 대한 영문, 한글 도메인을 관리하여 웹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문 도메인은 정보화본부를 통해 등록, 수정, 반납 요청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한글 도

메인은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아이네임즈에 등록 및 연장(비용 발생)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 ‘.한국’도메인 등록일 : 2011. 9. 29.

◦ 등록비용 : 6,160원(1년 등록비) × 4개 = 24,640원

◦ ‘.한국’도메인 연장

  •2018. 9. 29. ~ 2021. 9.28.(3년) 

◦ 등록기간 연장비용 : 77,220원(3년) × 4개 = 308,88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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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

[표 8-16] 도메인 현황

(2021. 3. 1. 현재)

구 분 영문 도메인명 한글 도메인명

중앙도서관
library.snu.ac.kr

lib.snu.ac.kr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한국
서울대학교도서관.한국
서울대중앙도서관.한국

서울대도서관.한국

학외접속 libproxy.snu.ac.kr

본관·관정관 좌석 예약 k-rsv.snu.ac.kr

e-book ebook.snu.ac.kr

S-Space s-space.snu.ac.kr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dcollection.snu.ac.kr

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donate.snu.ac.kr

류무종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you.snu.ac.kr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friends.snu.ac.kr

사고전서 skqs.snu.ac.kr

디지털사진자료관 photo.snu.ac.kr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abki.snu.ac.kr

사회과학도서관 sslib.snu.ac.kr

경영학도서관 manlib.snu.ac.kr

농학도서관 ablib.snu.ac.kr

법학도서관 lawlib.snu.ac.kr

수의학도서관 vetlib.snu.ac.kr

의학도서관 medlib.snu.ac.kr

한국메들라스센터 medlars.snu.ac.kr

치의학도서관 dentlib.snu.ac.kr

국제학도서관 islib.snu.ac.kr

음악도서관 musicli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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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향후 계획

전산장비 이전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모든 전산 장비가 정보화본부 코로케이션 

존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의 의지로 실행된 사업은 아니었지만 인프라 환경이 점

차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향후 10년 안에는 모든 

학술정보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업은 

그 과도기로서 지금껏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정비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간 우리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학술정보시스템인 LAS를 Alma

로, 콘텐츠 시스템을 Alma-D로 이미 이관하여 전산장비에 종속됨 없이 향후 전개될 학술정

보화 사업의 주도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일부 시스템을 정보화본부 

코로케이션 존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중요 시스템을 이미 클라우드로 이전했

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전산장비를 정보화본부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장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학술정보화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산장비 이전 사업은 결국 실행되었지만 한편으로 정보화본부 코로케이션 존은 정보시

스템 운영을 위해 설계된 전용 공간으로서 이중화된 전력시설·대용량 항온항습기·시스템형 

소화장비 등이 갖추어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중앙도서관 

장비이전 사업으로 우리 도서관 시스템도 안정성이 한층 강화된 환경에서 전산 장비를 운영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사업에서 운영의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

었다.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학술정보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산장비 이전 방식에서 장소만을 할당받고 시스템은 직접 관리하

고 운영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Alma시스템과 연동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 관리와, 시설 예약, 출입제어 등 

전산장비 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방정비·성능개선·신규 사업을 

위한 정보화 사업과 유지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전산장비 이전 사업 이후 백업시스템과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가상화 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향후 있을 주요 서버의 마이그레이션 선행 작업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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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학술정보시스템 계정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서관 네트워크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적·실무적으로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여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벌어

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 대책도 마련하였다.

한편 도서관 소속 전산직원이 모두 정보화본부로 전보됨으로써 우리 도서관은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전산사서 양성의 과제도 함께 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래왔듯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전산직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능력과 함께 사서 업무와 긴밀하게 접목시켜 시스템을 더욱 진일보

시킴으로써 시스템 고도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아 계속해서 우리 대학의 학술정보화가 성공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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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9.1. 개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4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기술문명이며, 우리 사회는 

이 지능정보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지능정보사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하여 도입하였고 급변하는 정보 기술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 역할이 학습, 문화, 협업의 소통 공간의 역할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지식 생

산 및 활용 기반이 되는 역할까지 확장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서

는 관정관 6층 관정미디어플렉스에 최첨단 ICT 및 미디어 기기를 확충하고 지능정보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미디어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공간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체험형 

창의미디어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영상 촬영 스튜디오인 ‘창의미디어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였다. 2019년부터 정보화 부문 국고출연금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 사업 예산

을 지원받아 관정미디어플렉스 내 다양한 서비스 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관정미디어플렉스 내부에는 다목적 영상 촬영 및 편집 스튜디오로 활용 가능한 ‘창의미

디어스페이스’ 3실과 학내 구성원에게 첨단 기술 체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VR 

Studio’,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위한 미디어 감상 공간과 소그룹 규모로 미디어를 활

용한 강의 및 영화 등의 시청이 가능한 정인식 소극장이 있다. 

9.2. 운영 현황

◦ 공간 현황

  - 장소 : 관정관(6층) 관정미디어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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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 : 영상 촬영 스튜디오 3실, VR 체험존 2실, 편집존, 멀티미디어 감상석, 

              정인식 소극장

[표 9-1] 관정미디어플렉스 좌석 현황

(2021. 3. 1. 현재)

구분 좌석 이용가능인원 비고

멀티미디어

 감상석

1인용(리클라이너) 26 26

1인용 16 16

1인용(음악감상석) 5 5

2인용 4 8

4인용 4 16

편집존 6 6

VR 스튜디오
스튜디오 1 2

스튜디오 2 2

정보검색 18 18

자유석 21 14

영상촬영 스튜디오

 스튜디오 A 3

 스튜디오 B 2

 스튜디오 C 1

정인식 소극장 38 38

합계 138 157

◦ 자료 현황 

[표 9-2] 관정미디어플렉스 자료 현황

(2021. 3. 1. 현재)

구분
비도서

DVD AVC AD AVV 합계

수량 25,385 4,510 950 2,724 33,569

 

◦ 이용 현황  

[표 9-3] 관정미디어플렉스 이용 현황

연도
이용자 수(명)

촬영 스튜디오 VR 체험존 미디어 감상 합계

2018 47 99 3,330 3,476

2019 453 870 43,469 44,792

2020 587 302 11,854 12,743

합계 1,087 1,271 58,653 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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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현황

- 도서관 SNS 및 홈페이지, 천정형 홍보 시스템 활용, 포털 교수/학생/지원게시판

- 도서관 YouTube, 도서관 VR Tour 홈페이지

[그림 9-1] 관정미디어플렉스 YouTube 홍보 영상

9.3. 창의미디어스페이스

1   개요

 창의미디어스페이스는 영상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개발을 위한 공간으

로 일반 영상촬영, 강의촬영, 실시간 온라인 방송,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세 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미디어에 대한 급변하는 미디어 제작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세 차례의 

공간 구성 및 내부 시설의 변경 작업이 있었다.

2017년에는 1인 미디어 촬영 위주의 Self-Media Studio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여 체험형 

창의미디어센터를 구축하였다. 당시에는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개인 방송을 송출하고 전체 녹화 영상의 일부만을 편집하여 플랫폼에 업

로드 하는 것이 보다 대중적이었다. 따라서 개인 영상 촬영에 초점을 두어 1인용 스튜디오 2

식과 2~3인용 스튜디오 1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였고 각 스튜디오마다 캠코더와 오디오 믹서, 

마이크, 헤드셋, 방송용 책상, 크로마키, 조명을 비치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미디어 분야에서 YouTube가 점차 부각됨에 따라 10분 내외의 편

집 동영상이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1인보다 다수가 참여하는 촬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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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실시간 방송 송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진 않았으나 장시간의 동영상에 대한 수

요는 감소하였기에 실시간 방송 녹화 영상 역시 압축 편집하여 업로드 하는 방향으로 추세

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9년도 9월에 창의미디어스페이스를 스튜디오 규모

로 확대하고 동영상 편집 공간으로 개편하였다. 기존 스튜디오 3식 중 2식을 하나로 합쳐서 

공간을 확장했으며, 별도의 스튜디오 1식을 추가 신설하였다. 공간을 넓힌 스튜디오 두 곳에

는 2~3인을 카메라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내부 기기 및 가구를 재배치하였으며, 1인 촬영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스튜디오 1식은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급증하였다. 우리 대학도 비대면 수업 및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소규모 워크숍, 비대면 (취업)인터뷰, 과제 수행 등을 촬영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창의미디어스페이스 이용도 급증하였다. 스튜디오 이용이 증가하

면서 흡음 및 조명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도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도 하반기에는 고

도화된 촬영 환경 제공을 위한 핀 마이크, 영상 스위처(Switcher), 링라이트 등을 도입하였으

며, 노후화된 촬영 및 편집용 PC를 교체하였고 흡음 패널과 조명을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설

비를 보강하였다. 

2   시설 및 서비스 현황

가. 시설 현황

1) 스튜디오 A

 스튜디오 A는 2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창의미디어스페이스의 스튜디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일반 영상 및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화상회의 등 다양한 영

상 활동이 가능한 스튜디오이다. 

 SONY사의 전문가용 캠코더(PXW-Z150)가 2대 설치되어 있으며, 촬영용 스위처를 이용

하여 동시 송출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촬영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링 라이트 거치대

를 비치해 두었으며, 화상회의 시에는 PC에 설치된 웹용 캠코더를 이용할 수 있다. 카메라 

및 스마트폰 촬영 시에는 배경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도록 3색(흰색, 녹색, 노란색색) 전동 

크로마키를 설치하였으며, 카메라 바로 앞에 프롬프터 용도의 TV를 두어 실시간으로 촬영

되는 모습을 이용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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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이용자는 중앙도서관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Live Stream 또는 프리웨어인 

OBS와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 송출 및 녹화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

라 SD카드를 이용하여 카메라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바로 저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영상 촬

영 및 편집용 PC와 연결된 오디오 믹서(Alto Live 802)를 통해 카메라 마이크, 유선 마이크, 

핀 마이크를 자유롭게 컨트롤 하여 녹음할 수 있다. 

전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고화질로 약 1분당 1GB에 해당하는 고용량의 영상 파일

로 저장되기 때문에 영상의 용량을 압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도록 스튜디오 PC

에서 인코딩이 가능하다. Adobe Creative Cloud 계정을 통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PremierPro를 이용하여 녹화 후 바로 영상을 인코딩 및 편집할 수 있고, 다양한 영상 효과 

편집이 가능한 After Effects, Photoshop 등 영상 효과와 관련된 Adobe프로그램을 자유롭

게 스튜디오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림 9-2] 창의미디어스페이스 스튜디오 A 내부

 스튜디오 A의 상세한 장비 리스트는 [표 9-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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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스튜디오 A 장비 리스트 

품목 규격(제품명) 수량(대)

카메라 SONY PXW-Z150 2

스위처 ATEM mini PRO 1

오디오 믹서 Alto Live 802 1

마이크
NT-1 KIT 1

EW 112P G4-K+ 1

웹 캠코더 C922 PRO 1

크로마키 3색 전동 크로마키(녹색, 흰색, 노란색) 1

조명
LED 링라이트 1

LED BL2280 5

TV LG 32LJ580B 1

스피커 BZ-SP600X 1

헤드셋 앱코 해커 B900U PLUS 음성변조 버추얼 7.1 1

PC
인텔코어 i7-10세대 10700K, ASRock Z490 EXTREME4 에즈
원, ZOTAC GAMING AMP CORE 지포스 RTC 2080 SUPER 

D6 8GB, Elgato 4K60 PRO HDR 
1

방송용 S/W
Live Stream 1

OBS(프리웨어) 1

편집용 S/W Adobe Creative Cloud 1

2) 스튜디오 B

스튜디오 B는 2 ~ 4인 촬영에 적합한 공간으로 일반 영상 촬영, 강의 촬영, 실시간 방송, 

화상회의 등 다양한 영상 활동이 가능한 스튜디오이다.

창의미디어스페이스의 세 스튜디오 중 유일하게 Canon사의 전문가용 카메라(XA50) 2

대가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로 같은 조건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카메라 제조사별, 제품군별 

색감이 다르기에 넓은 공간에서 촬영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스튜디오 A와 스튜디오 B에 설

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색감을 녹화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직접 비교해보고 선호하는 색감에 

따라 스튜디오를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 장비 외에 스튜디오 B의 장비는 스튜디오 A와 거의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다. 촬영

용 스위처를 이용하여 동시 송출 및 화면 전환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촬영

용 링라이트 거치대와 웹용 캠코더, 3색(녹색, 미색, 검정색) 전동 크로마키, 모니터링 TV,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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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믹서, 일반 및 핀 마이크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튜디오 A에 없는 추가 장

비로 강연대와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어 스튜디오 A, B, C 중 강의용 영상 촬영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 B에도 영상 인코딩 및 편집 용도의 Adobe Creative Cloud 정식 제

품이 설치되어 있어 영상 촬영을 마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PremierPro, After Effects, 

Photoshop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그림 9-3] 창의미디어스페이스 스튜디오 B 내부

 스튜디오 B의 상세한 장비리스트는 [표 9-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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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스튜디오 B 장비 리스트

품목 규격(제품명) 수량(대)

카메라 CANON XA50 2

스위처 ATEM mini PRO 1

오디오 믹서 Alto Live 802 1

마이크
NT-1 KIT 1

EW 112P G4-K+ 1

웹 캠코더 C922 PRO 1

크로마키 3색 전동 크로마키(녹색, 검정색, 미색) 1

조명
LED 링라이트 1

LED BL2280 3

TV
LG 32LJ580B 1

LG 86UH5C-B 1

강연대 강연대 1

스피커 BZ-SP600X 1

헤드셋 앱코 해커 B900U PLUS 음성변조 버추얼 7.1 1

PC
인텔코어 i7-10세대 10700K, ASRock Z490 EXTREME4 
에즈원, ZOTAC GAMING AMP CORE 지포스 RTC 2080 

SUPER D6 8GB, Elgato 4K60 PRO HDR 
1

방송용 S/W
Live Stream 1

OBS(프리웨어) 1

편집용 S/W Adobe Creative Cloud 1

3) 스튜디오 C

 스튜디오 C는 1인 촬영에 적합한 공간으로 창의미디어스페이스의 스튜디오 중 가장 규

모가 작은 스튜디오이다. 일반 영상 촬영, 강의 촬영, 다인 촬영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웹

캠 영상 촬영, 녹음, 화상회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스튜디오와 달리 SONY 카메라 1대를 설치해 놓았으며, 1

인용 촬영 시에는 두 대의 모니터 중 하나의 화면에서 촬영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기에 모

니터링용 TV는 제외하였다. PC에는 웹용 캠코더가 연결되어 있으며 3색(녹색, 청색, 흰색) 

수동 크로마키와 오디오 믹서, 마이크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스튜디오와 마찬가

지로 영상편집용 Adobe S/W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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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창의미디어스페이스 스튜디오 C 내부

 스튜디오 C의 상세한 장비리스트는 [표 9-6]과 같다.

[표 9-6] 스튜디오 C 장비 리스트 

품목 규격(제품명) 수량(대)

카메라 CANON XA50 1

오디오 믹서 Alto Live 802 1

마이크 NT-1 KIT 1

웹 캠코더 C922 PRO 1

크로마키 3색 수동 크로마키(녹색, 청색, 흰색) 1

조명 LUXPAD43 6

스피커 BZ-SP600X 1

헤드셋 앱코 해커 B900U PLUS 음성변조 버추얼 7.1 1

PC
인텔코어 i7-10세대 10700K, ASRock Z490 EXTREME4 에즈
원, ZOTAC GAMING AMP CORE 지포스 RTC 2080 SUPER 

D6 8GB, Elgato 4K60 PRO HDR 
1

방송용 S/W
Live Stream 1

OBS(프리웨어) 1

편집용 S/W Adobe Creative Clou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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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존

 iMAC 6대로 이루어진 편집존에는 Adobe Creative Cloud가 설치되어 있으며 패키지 프

로그램인 Adobe Premier Pro, After Effects 등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설치해 놓아 창

의미디어스페이스에서 촬영된 영상 또는 개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튜디오 

예약 없이 현장배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9-5] 창의미디어스페이스 편집존

 편집존의 상세한 장비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9-7] 편집존 장비 리스트 

품목 규격(제품명) 수량(대)

IMAC
27인치 iMAC Retina (2015년형) 3

27인치 iMAC Retina (2020년형) 3

마우스
LG XM-1900 3

Apple Magic Keyboard with Numeric Keypad 3

키보드
LG ST-1100 3

Apple Magic Mouse 2 3

트랙패드 Apple Magic Trackpad 2 3

편집용 S/W Adobe Creative Clou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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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 현황

창의미디어스페이스는 학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좌석예약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이

며, 17시 이후에는 스튜디오별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주 이용 구성원은 주로 학부생으로 교육봉사 영상 촬영, 개인 및 동아리 YouTube 영상 촬

영, 과제 제출용 영상 촬영, 화상 인터뷰 면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

다. 이외에 강의 촬영을 위한 교원 이용, 실시간 방송 송출을 위한 학내 타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일정 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스튜디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공문을 통해 

사전 예약을 접수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스튜디오 대관 협조 요청

을 받아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관악구청이 매년 함께 진행하는 ‘수요교양강좌’를 2021년 3

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창의미디어스페이스 스튜디오 A에서 

YouTube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강좌를 통해 창의미디어스페이스에서 일반 영상 촬

영이나 온라인 생중계 방송도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8] 창의미디어스튜디오 이용통계

품목 이용건수 이용인원

2018년 252 330

2019년 308 453

2020년 298 587

합 계 858 1,370

3   향후 계획 

현재 창의미디어스페이스는 일반적인 영상 촬영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ASMR17)영상 촬

영, 운동 방법 소개 영상이나 프로필 촬영 등에 쓰이는 전신 촬영, CG 기술을 접목한 영상, 

VR 영상 및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로 공

17)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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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되 조명 및 가구 등의 내부 

기자재 배치에 변화를 주어 내부 촬영 공간을 확장하고 현재 스튜디오 환경에서 장시간 촬

영 시 온도 상승 및 환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냉난방 및 환기가 원활한 시설로 개

선하고자 하며, 음향 시설과 ASMR 촬영 등을 위해 미세 음향 조절까지 가능하도록 음향 장

비 및 차음, 방음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제작 관련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창의미디어스페이스에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미디어 관련 전문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학내 구성원의 

미디어 분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전문 인력의 도움을 지원 

받고, 유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창의미디어스페이스 관리 부서에서 미디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

집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설 및 서비스 관리뿐만 아니라 미디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

육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미디어 전문사서가 필요하다.

9.4. VR 스튜디오

1   개요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최신 기술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2018년 6월에 VR 스튜디오

를 개설하였다. 

스튜디오 설립 초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가 VR 장비 조작 및 가상현실 환경에 익숙

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용이한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2019년에는 사회과학대학 연합전공 정

보문화학 강좌에 개설된 가상현실 관련 수업인 ‘가상현실입문’으로 인해 많은 수강생의 호

응을 받았다. 우리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제 13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

문 및 우수 현장사례」공모전에 ‘서울대학교 VR 스튜디오 운영 사례’ 를 제안하여 우수작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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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평균 약 335건 717명 이상이 이용하는 VR 스튜디오는 보다 선진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신규 VR 장비 및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

앙도서관 자체적으로 VR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등 도서관의 새로운 특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시설 및 서비스 현황

가. 장비 및 콘텐츠 현황 

 VR 스튜디오 조성 초창기에는 VR 콘텐츠 체험 시 유선 VR 장비인 HTC사의 VIVE를 주

로 사용하였으나 다양한 장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Oculus사의 Rift S를 추가로 도입하

였다. 두 제품에서 구동되는 콘텐츠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호도 또는 강좌의 실

습 주제에 따라 장비를 달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정 기간 두 기기로 서비스를 제

공하다 기존 VIVE 제품의 선 꼬임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션 인식을 개선한 무선 VR 장비인 

VIVE PRO 제품이 출시되어 VIVE 계열의 장비를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그림 9-6] VR Studio 초창기 장비 모델(2018-2019)

 그러나 VIVE PRO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이용자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움직임에 제약

이 줄어들었으나 완전한 무선 헤드셋 제품이 아닌 보조배터리를 VR 헤드셋과 연결한 상태

로 이용해야 하기에 헤드셋의 무게감이 늘고 보조배터리 착용이 가능한 주머니나 벨트가 필

요하여 이용자의 의상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 완전 무선 형태로 모션 인식, 저장 공간 등 기존 제품의 사

양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출시된 Oculus사의 Quest 2와 기존의 VIVE PRO의 시야각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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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모션 캡처18)기능과 착용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출시한 VIVE Cosmos Elite를 새로 

도입하였다. 현재는 각 기기별 구동 콘텐츠의 종류가 다르기에 장비 숙련도와 콘텐츠 선호

도에 따라 기기를 달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9-7] VR Studio 신규 장비 모델(2020)

 VR 콘텐츠의 경우에는 종합콘텐츠 플랫폼인 Steam과 Oculus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콘텐츠별로 구동이 원활한 기종이 다르기에 Oculus 제품과 VIVE 제품을 번갈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신규 콘텐츠 확보 시 Oculus 자체 플랫폼에서는 Oculus 기기 독점 콘텐츠

를 위주로, Steam에서는 모든 기기가 호환되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적합하거나 관련 강좌에

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 또는 이용률이 높은 콘텐츠를 위주로 확보하고 있다. VR 스튜디오에

서는 두 플랫폼을 합쳐 약 120여 종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대표적으로 활

용되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표 9-9] VR Studio 주요 콘텐츠 

카테고리 콘텐츠 명 콘텐츠 내용 체험장비

자체 콘텐츠 SNU Library VR Tour 서울대 중앙도서관 VR 투어 VIVE, Oculus 기종

과학/기술 Home : A VR Spacewalk 국제 우주정거장 체험 VIVE, Oculus 기종

의학 VR-CPR Personal Edition CPR 교육 및 체험 VIVE, Oculus 기종

자연 탐사 National Geographic Explore VR 마추픽추, 남극 체험 Oculus Quest 2

문화/예술 Cique du Soleil 태양의 서커스 관람 VIVE, Oculus 기종

스포츠 Fancy Skiing 스키 체험 VIVE, Oculus 기종

체험 일반 YouTube VR YouTube VR 동영상 감상 VIVE, Oculus 기종

18)  사람, 동물 또는 기계 등의 사물에 센서를 달아 그 대상의 움직임 정보를 인식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영상 속에 재현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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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도서관 자체 VR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VR 동영상 제작용 카메

라인 ‘Insta 360 One R’을 도입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나. 서비스 현황

VR 스튜디오는 학내 구성원이면 모두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좌석예약 앱

을 통해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안전상의 문제로 1인 이용은 제한하고 있

으며, 2인 이상 이용하되 한명씩 돌아가며 기기를 착용하여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부속품 충전 및 기기 점검을 시

행하고 있다. 

주 이용 구성원은 재학생으로, 첫 방문 시에는 기본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이용법 숙지

를 위한 입문용 VR 콘텐츠를 안내하고 있다. 방문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단계별 숙

련자용 콘텐츠를 안내하고 있으며, VR 콘텐츠 상세 가이드를 스튜디오 내부에 비치하여 이

용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기 시작 전에는 VR과 관련된 강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여 강좌에서 필요로 하는 

VR 콘텐츠를 사전에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VR 체험 실습이 필요

한 경우에 사전 협의를 통해 체험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3   SNU Library VR Tour

가. 추진배경

 2020년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19) 시대로 사회 흐름이 변화하면서 의식

주와 관련된 생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생활을 대체할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공연·예술 분야의 기관에서 VR을 활용한 공연 및 투어 콘텐츠를 자체

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온라인 환경에서도 도서관을 견학해 볼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 제작 필요성이 대두

되어 국내외 대학 및 도서관의 비대면 투어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학교의 경우, 하버드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등 캠

19)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인 ‘언(un)’ 합성한 단어로 대인간 접촉하지 않는 사회 경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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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차원의 VR 투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있었으나 특정 건물 

내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보여주기보다는 캠퍼스 내 각 건물의 위치에 중점을 둔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9-8] 하버드대학교 VR Tour 화면

[그림 9-9] 성균관대학교 VR Tour 화면

국내 도서관과 관련된 VR 콘텐츠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이 도서관 내에서 이루

어지는 상설 및 특별 전시 위주의 특정 공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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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국립중앙도서관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전시’ VR 화면

이례적으로 아산시립도서관이 ‘제1회 충남독서대전’에서 선보인 VR Tour의 경우, 외관 촬

영을 통해 도서관의 접근 경로를 보여주면서 도서관 내부도 모두 촬영하여 각각의 시설 및 

서비스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콘텐츠였다.

이러한 대학 및 도서관의 VR Tour 제작 사례를 참고하여 대학 캠퍼스 Tour 콘텐츠에서 

건물 외관을 부각시키면서도 자연환경 및 주변 시설과 어우러지는 항공 VR 촬영과 시설 

내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지상 VR 촬영의 장점을 모두 살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VR 

Tou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림 9-11] <SNU Library VR Tour> 도서관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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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2] SNU Library VR Tour 도서관 내부 열람실

나. 제작과정

1) 기획 단계

중앙도서관 VR Tour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세운 목표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도서관에 방

문한 것과 동일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 내·외부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러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VR 콘텐츠 제작 업체 중 대학 및 공공기관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의 내

부 촬영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찾고자 하였으며, 실제 이용 동선과 동일하게 콘텐츠를 구성

하기 위하여 사서들이 도서관 내·외부를 지속적으로 돌면서 각 층별 촬영 위치와 개수를 체

크하였다. 

[표 9-10] <SNU Library VR Tour> 지상 촬영 위치 및 수량

위치 세부 위치 촬영 수량(노드)

본관 1층

 및 지하1,2층

도라지, 계단, 도서반납실 등 외부 6

열람실(1~3) 15

본관 2층

입구 및 로비 3

정보서비스센터, 장애학생지원실 2

북카페 1

정보검색실 2

신착연속간행물자료실(FRIC) 2

연속간행물자료실 3

참고자료실 1

시진핑 자료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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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세부 위치 촬영 수량(노드)

본관2층
복도(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등) 3

계단 (2-2, 2-3) 2

본관 3층 단행본자료실(1~6) 16

본관 4층

단행본자료실(7~8) 5

고문헌자료실 4

복도 2

관정관 1층

관정마루 2

세미나실 1

기부자라운지 1

로비 2

관정갤러리 1

관정관 2층

스터디가든 2

그룹스터디룸 2

출입구 및 복도 5

관정관 3층

스터디가든 1

복도 및 계단 1

양두석홀 2

관정관 4층

그룹스터디룸 1

복도 및 계단 2

패컬티라운지 1

관정관 5층
옥상정원 및 계단 3

행정지원팀 1

관정관 6층

관정미디어플렉스 8

정인식 소극장 1

로비 및 복도 2

정보검색실 1

관정관 7층

열람실(7) 5

복도 2

실내정원 1

노트북존 2

관정관 8층

열람실(8) 7

열람실(대학원생 전용) 1

복도 1

노트북존 2

합 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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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 및 지상 VR 촬영

VR 촬영 시 초상권 침해 및 소음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용자들이 없는 시간대

에 촬영하기 위해 일요일 아침 6시부터 촬영을 진행하였다. 도서관 외부의 경우 드론으로 항

공에서 VR 촬영을 진행하기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풍 등의 기상 악화 예보

를 피해 촬영 일자를 조정하였다. 촬영 당일에는 세 팀으로 나누어 사전에 지정해 놓은 노드

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체크해 놓은 지점과 최선의 촬영 지점이 다른 경우 노드 위치를 변경

하여 촬영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내부 VR 촬영은 관정관 개방 시간이 본관보다 빠른 것

을 고려하여 본관 및 관정관의 열람실을 우선 촬영한 후에 관정관의 전체 층을 촬영하고 본

관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항공 VR의 경우에는 가장 화창한 낮 시간대에 촬영

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촬영 시간이 지연되어 촬영하지 못하거나 재촬영 및 

추가 촬영이 필요한 노드들이 수시로 발생하여 첫 번째 촬영일자로부터 2주 후에야 최종 VR 

촬영을 마무리 지었다. 

3) VR 콘텐츠 구현

촬영한 VR 사진을 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노드를 이어주는 코딩 작업이 필

요하였으며, 코딩 작업 이전에 노드의 위치를 잡아 줄 수 있는 로드맵을 먼저 제작하여야 했

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층별 안내도를 참고하여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로

드맵을 제작하였고, 층별 로드맵과 실제 촬영하였던 노드 번호를 교차 점검한 후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된 콘텐츠에 각 위치별 주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

고자 한국어 음성 나레이션을 삽입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국·영문으로 된 상

세 설명과 사진을 팝업창으로 소개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였다. 음성 코딩의 한계로 인하

여 영문판에서는 음성 나레이션을 제외하는 대신에 저작권이 없는 배경음을 삽입하였다. 또

한 웹 및 각종 VR 장비와 호환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현하여 VR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체

험해 보거나 개인이 갖고 있는 VR장비를 통해 도서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제작하였다. 

VR Tour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도 도서관 서비스 및 시설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수정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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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R 콘텐츠 운영 및 홍보

Library VR Tour 콘텐츠가 완료되어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도서관 홈페이지, SNU 포털 

게시판, 서울대학교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페이스북, 학내 E-mail 등

을 통해 홍보와 함께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도서관의 외관과 전경이 매우 아름답다는 평가와 함께 

본관의 복잡한 내부 공간이 깔끔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 자료를 찾을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이용자들이 평소에 출입하기 어려운 공간도 VR을 통해 볼 수 있어 좋다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20년도 신입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 방

문이 어려워 아직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였으나 VR Tour를 통해 도서관의 내부 시설과 서

비스를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2020년 12월 「SNU NOW」기사에 실린 ‘내 손안의 서울대 도서관 : 서울대 중앙도서

관 VR Tour 서비스’와 2021년 2월 『서울대사람들』 vol.63에 실린 ‘손안에서 거니는 서울대 

도서관’ 기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대학소식지에 SNU Library VR Tour가 소개되어 학내에 많

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로 인해 학내 행사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2021학년도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행사, 신규임용교원 워크숍 행사, 2021년 중앙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등

에 VR Tour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으며, 신입생이 VR 스튜디오 예약 시 VR 입문용 콘텐츠로 

중앙도서관 VR 콘텐츠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VR 기기에 대한 체험과 함께 신기술 습득의 장

으로 활용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VR·AR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라이프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5G 

등 신기술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VR·AR 신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서비스 및 신사업 분야에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프로젝트’, 지역 특화 산업과 

VR·AR 기술을 연계한 ‘지역 VR·AR 제작 거점센터’ 등 디지털 실감 콘텐츠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 인력 양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VR 

Studio도 기존에는 학내 구성원이 VR 기술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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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학내 구성원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VR·AR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콘텐츠 제작 시에 실존 인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모션 인식 트래킹을 도

입할 계획이며, VR·AR 콘텐츠뿐만 아니라 CG작업 등이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전신 

크로마키가 가능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모션 트래커와 크

로마키 등의 장비 등을 통해 얻은 소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전

문 PC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기존에 VR 스튜디오에서 활용하던 VR 체험 장비를 통해 현장

에서 바로 콘텐츠를 시현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정보통

신산업진흥원(NIPA)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인력 역량 강화’20) 사업 등과 같이 디지털 콘텐

츠 개발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여 학내 구성원

의 디지털 개발 역량 강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동시에 VR 스튜디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목록에서 중앙도서관 자체 VR 콘텐츠 비

중을 늘리기를 위하여 2020년도에 도입한 VR 동영상 제작 장비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중

앙도서관의 내부 시설과 각종 서비스, 행사 등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VR 동영상을 제작

할 계획이다. 기존 자체 콘텐츠인 SNU Library VR Tour는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맞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며, 계절마다 도서관 외부 항공 VR 촬영을 하여 해당 

계절에 맞는 도서관 외부를 VR로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자 한다. 

창의미디어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VR 스튜디오도 위와 같은 장기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

현하기 위해서는 실감형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신규 기술 

및 장비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습득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실감미디어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달 동안 학내 구성원에게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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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멀티미디어 감상 및 정보 검색

1   개요

관정관 관정미디어플렉스에는 영화, 오페라, 뮤지컬, 다큐멘터리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고, 정보검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OTT21)기반

의 영상 미디어 감상이 대중화되면서 중앙도서관도 이에 발맞추어 영상 감상 환경을 조성하

였다. 

관정미디어플렉스는 DVD와 CD-ROM 자료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약 32,000점을 보

유하고 있으며, 넷플릭스·YouTube 등 OTT 서비스가 탑재된 DVD플레이어와 음악 청음을 

위한 CD플레이어가 구비되어 있다. 감상석의 경우 1인 리클라이너석 26개, 1인 테이블형 감

상석 16석, 2인 감상석 4석, 4인 감상석 4석, 청음석 5석이 마련되어 있고, 정보 검색을 위한 

PC 18대, 자유석 21석이 마련되어 있다.  

<1인석(리클라이너)> <1인석(청음석)>

<1인석(테이블형)> <다인석>

[그림 9-13] 관정미디어플렉스 감상석 

21)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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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4] 정보검색석 및 자유석

 미디어 콘텐츠는 관내 열람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강의·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은 강

의자료 대출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도서관 소장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50여 건 이

상 지원하고 있다. 

2   이용 현황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중 주로 강의 및 수업자료로 이용이 많은 DVD 자료 대출현황을 

통해 이용 행태를 알아 볼 수 있다.

가. 단과대별 강의자료 DVD 대출 현황

[표 9-11] 강의자료 DVD 대출 현황

대학 및 기관 2019년 2020년

인문대학 120 32

사회과학대학 36 8

자연과학대학 2 0

미술대학 5 1

법과대학 5 1

사범대학 12 2

생활과학대학 17 0

음악대학 9 6

의과대학 6 0

자유전공학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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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기관 2019년 2020년

보건대학원 1 0

환경대학원 1 0

기초교육원 1 0

합계 217 50

 강의자료 이용이 활발했던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그 이용 숫자

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DVD 자료를 온라인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저작권 침해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9 ~ 2020 강의자료 DVD 다 대출 순위

[표 9-12] 강의자료 DVD 다 대출 순위

번호 자료명 대출 횟수

1 (DVD로  다시보는 EBS) 잊혀져 가는 것들 7

2 학교의 눈물 신년특집 SBS 스페셜 3부작 6

3 나는 꿈꾸고 싶다 6

4 가타카 6

5 전통문화 4

6 사랑과 경멸 4

7 (The) Shakespeare collection 4

8 마이너리티 리포트 4

9 바더 마인호프 혁명을 꿈꾸었던 테러리스트 4

합계 45

 강의자료로 활용된 영상콘텐츠(DVD) 자료들은 EBS, SBS 등 국내 방송사 다큐멘터리 작

품과 문학 소설을 영화화한 자료,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작품 등이 주를 이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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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 활용 수업 목록

영상콘텐츠를 이용한 미디어 활용 수업은 각 단과대, 학부, 대학원 등 수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인문대 비중이 가장 높고 사회대, 사범대 등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

행하였다.

[표 9-13] 강의자료 DVD 지원 수업 목록

대학 학과 수업명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러시아 연극, 러시아 희곡연습

영어영문학과 영어대중소설읽기, 영미소설강독 등

서어서문학과 라티노 문화와 사회

독어독문학과 문학과 사회

불어불문학과 상상력과 문화, 독문강독, 중급독일어 등

언어학과 신입생 세미나 

서양사학과 20세기 전반의 역사, 유토피아의 역사

국사학과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 한국 현대사의 이해

미학과 영상예술의 이해, 공연예술의 이해 등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개론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현대 공연 예술 특수 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주세심화 프로젝트(과학기술과 문화)

언론정보학과 영화론, 디지털 영상실습

인류학과 과학기술과 문화, 전통과 일상의 한국문화론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과학사

협동과정
응용수학특강, 융합주제강좌 : 생명

미술대학 서양화과 예술과 사회, 대중 예술의 이해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임상법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생활지도 및 상담

독어교육학과 독일문화와 영상대체, 독일드라마와 공연예술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청소년 발달

음악대학 작곡과 음악사회학

의과대학 의학과 예술작품속 인간 : 질병과 치유에 대하여

자유전공학부 주제심화 프로젝트1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Critical Health policy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지역 경제 연구

부속시설 기초교육원 글쓰기의 기초, 대학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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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최근 넷플릭스, 왓차, 티빙,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로 영화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장소

에 상관없이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시대에서 도서관 소장 DVD 자료는 온라인 서

비스가 불가하여 이용자의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 

2017년에 디지털 온라인 시대의 요구에 맞는 VOD 영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TT 서

비스를 잠시 도입했으나 6개월 시범서비스 후 소장 콘텐츠가 빈약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시범운영 서비스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강의, 회의 등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 

중 도서관 소장 영상자료의 스트리밍 요청이 증가하였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 소장 DVD 자료가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기관 계정 발

급이 어렵고, 고가의 서비스 요금 등으로 선뜻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도 정체된 상황에서 상영작은 물론 DVD 신작 출

시도 저조하다. 장기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DVD 형태로 얼마나 구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

을지도 불확실하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OTT 플랫폼 서비스를 대학도서관에서 어

떻게 수서 단계부터 정리, 보존, 이용까지 진행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

9.6. 정인식 소극장

1   개요

2016년 7월 서울대 미주 동문인 정인식(상과대학 경제학과 58년 입학)·박숙자 부부가 ‘정

인식·박숙자 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억 원을 쾌척하였다. “모교 후배들이 문화예술

적 감수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는 정인식 부부의 뜻을 반영하여 중앙도

서관에서는 신축 관정관 6층에 소극장을 지어 ‘정인식 소극장’으로 명명하여 그 뜻을 반영하

게 하였다.

정인식 소극장에는 2017년에 3D 영화 상영에 필요한 장비인 3D 지원 프로젝터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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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플레이어와 3D 관람용 안경을 구비하였으며, 영화 감상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형 

화면 스크린으로 교체하였다.

[그림9-15] 정인식 소극장 내부

당초 총 좌석 32석에서 6석을 증설하여 38석으로 확장하였고, 좌석 설치를 위한 단 높이 

조정과 바닥 보강을 하였다. 전면부 스피커 거치함을 제작하여 더욱 완벽한 사운드 구현을 

추구했으며, 후면 출입구 계단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

록 조치하였다. 정인식 소극장은 영상물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나 소그룹 모임 시 홈페

이지 사전 신청 후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네마

스토리’ 등 영화프로그램을 월 4회 정도 개최하여 다양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인식 소극장이 수업 지원 목적으로 공간을 대여하거나 활용된 사례는 2019년에는 56건

(1,073명 시청)이며, 시네마스토리를 통한 정기적인 영상콘텐츠 상영은 77회(652명 시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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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4] 정인식 소극장 수업 지원 목록 

대학 학과 수업명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러시아 영화와 현대사회

영어영문학과 고급영어 : 문학, 영화

서어서문학과 라티노 문화와 사회

독어독문학과 독일작가연습

언어학과 신입생 세미나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글로벌 이슈와 윤리적 사고

교육학과 교육의 이해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법

공익법무실습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연구실 동아리 활동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동아리 세미나

미술대학 공예과 동아리 세미나

부속시설 기초교육원 글쓰기의 기초, 대학 글쓰기

2   주요 행사

가. 시네마 스토리 상영

관정관이 개관한 2015년 그해 가을부터 영상 콘텐츠 감상을 통한 휴식과 힐링, 감성계발

의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기 영화 상영 서비스 ‘시네마 스토리’를 시범 운영하였다

Woody Allen 감독의 영화 「카이로의 붉은 장미」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

해 중단되기까지 약 4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정인식 소극장에서는 200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며 서울대 구성원들이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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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6] 제1회 시네마스토리 포스터

상영된 영화들은 최신 인기 트렌드 영화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자료 및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3D 영화들도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네마스토리가 종료되기 직

전인 2020년 1~2월에는 「영화로 본 아시아 현대사」란 주제로 관련 영화들을 상영하였고, 사

회적 이슈에 따른 특별 상영작으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부재의 기억」을 상영하기도 하였다.

[그림 9-17] 특별 상영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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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도서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란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되어 시각, 청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 방식으로서, 영화제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서울대 구성원의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

애인권 관심을 촉진하였다.

 ‘제1회 중앙도서관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중앙도서관에서 행사 기획 및 홍보, 상영 지원 

등을 총괄하였고, 장애인권 동아리(TurnToAble)에서 영화 선정, 행사 홍보 등을 진행하였

다. 상영 영화는 「빌리엘리어트(2000년)」였고, 영화 상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

감을 높이는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기회제

공으로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도서관 위상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9-18] 제1회 베리어프리 영화제

다. 중앙도서관 인권 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의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었고 도서

관 인권컬렉션의 홍보를 통해 인권 영화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주최로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4, 5일 양일간 인권영화제가 정인식 소극장에서 열렸으며, 「원더」, 「미라클벨

리에」, 「허스토리」 등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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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 제1회 베리어프리 영화제 상영 목록  

날짜 및 시간 영화 제목 주제 포스터

 2018년

10월 4일(목) 

 13:30
원더

(Wonder, 2017)
장애 인권

16:30
미라클 벨리에

(The Belier Family,2014) 
배리어프리 버전, 

청각장애

2018년

10월 5일(금) 

 10:00
허스토리

(Herstory, 2017)
위안부, 인권

13:00

원더우먼 슈퍼히로인
(Wonder Women! The 

Untold Story of American 
Superheroines, 2012)

여성, 장애 인권

16:00
피의 연대기

(For Vagina's Sake, 2017)
여성 인권

 ‘인권’이라는 주제 하에 영화 상영, 영화 OST 연주, 인권 강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더

욱 풍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장기적으로 도서관 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졌고, 인권 의식도 향상되었으며, 인권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구성원들의 관심

이 더욱 촉진되었다. 

3   향후 계획

정인식 소극장은 주로 정기적인 영화 상영 및 강의/수업을 지원하거나, 특별한 영상 관람 

행사 시에 상영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소그룹 영상관람 등의 이용이 갈수록 현저히 감

소하는 반면, 영상촬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현장에서 직접 영상을 감상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이 공간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을 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

록 공간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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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      연구업적관리시스템 
             S-RIMS 운영

10.1. 개요

최근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연구업적 분석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도서관에는 각 대학이나 기관으로부터 지속적

으로 연구업적 분석을 의뢰받고 있으며 정책연구를 통해 개별 보고서22) 발간과 업적분석 결

과23)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발성 분석의 경우 지속적인 추이를 확인하고 상시

적으로 성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업적을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은 2017년도에 연구처와 협력하여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인 S-RIMS(SNU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였다. 연구처는 이미 연구행정통합

관리 시스템인 SRnD(SNU Research and Development)24)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시스

템을 통해서는 연구 경쟁력을 진단·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연구 영향력 분석을 위해 

SciVal25)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학과(부), 사업단(팀) 단위의 연구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업적 관리와 연구업적 분석을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

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

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 도서관에서 본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2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연구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6).

23)  대학·연구자별 연구성과 분석 및 협의자료 제공.

24)  서울대학교 연구행정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연구비·연구과제·지식재산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25)  Elsevier의 Scopus 기반 연구업적 분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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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S-RIMS 도입

1   추진 경과

연구업적관리시스템 S-RIMS는 2017년 사업을 시작하여 약 2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반입·정비를 위한 ExRIMS 모듈

과 분석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AS-RIMS 모듈이 도입되었다. 초기 시스템 셋

팅 후 데이터 반입·정제 작업도 진행되었다. Web of Science, Scopus,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이하 KCI)에 등재된 서울대학교 소속 저자의 논문들을 반입하였고, 학내 SRnD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누적된 연구업적 데이터도 반입하였다. 총 반입된 52만여 건(SCI 11.9만 건, 

Scopus 11.3만 건, KCI 4.9만 건, SRnD 24만 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복 데이터를 병합 

후, 교차 검증을 거쳐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SRnD 데이터

와 연구자별 CV(Curriculum Vitae)26)를 활용하여 동명이인, 다양한 이형표현 등에 의한 저

자명 식별 오류를 방지하였다. 또한 정확한 협력연구 분석을 위해 저자들의 소속기관 정보

를 별도의 시소러스 형태로 관리하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형표현뿐 아니라 상위기관, 

관련기관, 소속국가 정보 등이 함께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2차 연도 사업에서는 논문비교분석 시스템과 개인화페이지 모듈이 

도입되었다. 논문비교분석 시스템은 학내 연구업적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대학이나 기관과

의 연구업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모듈로써 S-RIM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및 Web of 

Science, Scopus 데이터를 반입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인화페이지는 연구자

들의 연구업적 정보와 더불어 연구자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투고 학술지 및 최신 연

구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연구자 단위의 맞춤형 연구업적 분석 및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와 

학과(부)·대학(원)·사업단(팀) 단위의 연구업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개인별 연구업적 정보를 수집·통합하는 연구자별 프로파일 구축작업과 함께 서울대학교 연

구업적 데이터의 수집 및 오류 데이터 정비, 누락된 성과 보완 등을 통한 연구업적 데이터 구

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4단계 BK21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교

육연구단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6)  연구자의 학력, 연구업적, 자격 등을 포괄하는 이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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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연구업적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 2017. 4. ~ 2019. 2.

  - [1차 년도] 2017. 7. ~ 2018. 2.

   •한국연구재단 성과조사분석팀 의견 청취 및 업무협의

   •개발업체로 ㈜아르고넷 선정

   •데이터 반입·정비 모듈(ExRIMS), 분석 모듈(AS-RIMS) 도입

   •학내 SRnD 시스템 연계 및 서울대학교 포털과의 통합인증(SSO, Single Sign On)을 통한 연동

   •초기 데이터 구축 : 학내 연구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업적 수집·정비

   - [2차 년도] 2018. 5. ~ 2019. 2.

   •논문비교분석 시스템, 개인화페이지 구축

   •학내 연구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업적 수집·정비 

◦ 2019. 3. 이후  

 - S2Journal27)과 연계한 최신 영향력 지표 및 연구동향 서비스 제공 : 2019. 3. ~

 -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 2019. 9. ~ 

   •신청을 통한 학과(부), 대학(원) 단위 연구업적 분석 서비스 제공

   •연구자 맞춤형 연구업적 분석 및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 제공

 - 4단계 BK21사업 선정평가 대비 예비사업단 연구업적 분석지원 : 2020. 2. ~ 6.

   •19개 예비사업단 대상 연구업적 분석(참여 교원 355명, 등재지 논문 5,743편)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지원 : 2021. 1. ~

2   주요 특징 및 도입 효과

S-RIMS의 주요 특징 및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핵심 지표를 통해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

27)  Argonet의 상용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저널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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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RIMS를 통해 대학 전체나 대학(원)·학과(부)·연구자 단위로 연구업적을 상시적으

로 확인하고 핵심 연구 영향력 지표(피인용 수, H-index28), Impact Factor29) 등)에 의한 분

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다양한 연구 영향력 지표들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항상 최

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연구업적 관리를 통해 학내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누락된 연구업적 데이터를 수집·보완하고, 주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와 SRnD 데이터의 

교차 검증을 통해 중복과 오류를 검증한 상태로 데이터를 관리·보존하고 있다. 또한 기관 전

거데이터의 구축·활용과 입력 지침에 의거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학내 연구업적 분석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대학과의 기관별·학문분야(전공)별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업적 

분석을 위한 도구인 SciVal과 InCite30)를 이용하지 않고도 SCI와 Scopu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며, KCI 데이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 구축된 S-RIMS 데이터를 활용

하여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0-1] S-RIMS 특징

구분 Web of Science (WOS) Scopus KCI S-RIMS

정보원 상동 상동 상동
WOS, Scopus, KCI, 

SRnD

연구

업적

프로

파일

기관 없음 Pure 없음
연구업적분석시스템 

(AS-RIMS)

연구자
Publons

(舊 ResearcherID)

Scopus 
Author Profile, 

Pure
없음 개인화페이지

데이터 분석 InCite SciVal 분석정보서비스
논문비교분석시스템 
(타 기관 비교분석)

넷째,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연구자 개인별 연구 이력, 주요 연구분야 등의 연구활동 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 

28)  발표논문 수 및 인용 횟수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

29)  Clarivate Analytics의 Journal Citation Report(JCR)에서 제공하는 저널 영향력 지표.

30)  Clarivate Analytics의 Web of Science 기반 연구업적 분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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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투고 학술지 및 최신 연구정보 추천, 공동연구 네트

워크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0.3.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데이터의 반입·병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RIMS를 중심으로 이용자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부)·학과(사업단)별 연구업적 데이터를 

다양한 지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AS-RIMS, 국내외 주요 대학이나 기관과의 연구업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논문비교분석시스템, 연구자별 맞춤형 업적정보 및 연구정보 추천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페이지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1] S-RIMS 시스템 구성도

1   S-RIMS

S-RIMS는 외부 정보원으로부터의 데이터 반입·병합·관리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반입 및 중복제거, 저자매핑, 저널 영향력 지표 및 피인용 

횟수 연계 등의 작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S-RIMS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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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그림 10-2] S-RIMS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S-RIMS는 Web of Science, Scopus, KCI 등 국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시

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대학교 소속 저자들의 연구업적을 반입하고 서지정보 및 피인용 정보

를 수집하고 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API를 통해 서지데이터를 반입 받거나 별도의 반

입 모듈을 통해 파일 형태로도 데이터를 반입할 수 있다. 시스템에 반입된 Web of Science, 

Scopus, KCI 및 SRnD 데이터의 교차 점검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논문 단위의 단일 데이터

로 병합하고, 서울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고유 식별자와 연계하는 저자매핑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필요한 경우 CV 교차대조 과정을 통해 누락된 연구업적 데이터 보완과 추가반입 과정

을 거치게 된다. 논문 단위로 병합된 데이터는 S2Journal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저널 영향력 

지표들과 연계가 되고, Web of Science, Scopus, KCI ID를 통한 API 연계를 통해 피인용 횟

수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내부 데이터 입력지침에 의거하여 정밀한 데이

터 정비 과정을 거쳐 S-RIMS 시스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S-RIMS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0-2] S-RIMS 주요 관리 항목

구분 세부 항목

학술지 등재정보, 학술지명, 출판사 ISSN, 언어, 발행국가, 게재 연월, 게재 권집, 게재 호, 페이지 

논문
논문명, 학문분야, 기관 실적여부, DOI, URL, 초록, DOCTYPE, WOS Categories, WOS 
Subject Categories, 저자 키워드, 주제 키워드, 협력연구 구분

저자 저자명(Abbr, Full), 참여구분, 직번, 임용 전 실적여부, 소속기관명

정보원별 식별자 WOS, Scopus, KCI, SRnD, RISS ID

영향력 지표 WOS, Scopus, KCI 피인용 횟수, Impact Factor, SJR

위 항목들 중 저자의 소속기관 정보 필드의 경우 별도의 기관명 전거 데이터 등록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속기관 정보들은 시소러스의 형태로 이형표현뿐 아니라 상위기

관, 관련기관, 소속국가 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초기 데이터 구축 시 반입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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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서 소속기관(Affiliation) 정보를 추출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형표현 데이터를 구축

하였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의 기관명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협력연구 분석에서 

국가별, 기관 유형별(교육, 의료, 정보, 기업, 기타) 분석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0-3] 기관명 관리 화면

2   연구업적분석시스템(AS-RIMS)

연구업적분석시스템은 S-RIMS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내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 데이터

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자·학과·단과대학·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XML과 JSON형식과 호환 

가능한 Fusion Chart Component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 성과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든 항목에 Export버튼을 마련하여 엑셀 반출이 가능하게 해 

데이터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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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연구업적분석시스템 서비스 화면

연구업적분석시스템은 기관, 단과대학, 학과, 연구자를 기준으로 일반 현황, 저널 영향력 

지표, 저자 영향력 지표, 연구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현황

  - Top Researchers : 분야별 Top3 연구자의 H-index, 피인용 횟수, 논문 수

  - Highly Cited : 인용 횟수가 높은 논문

  - Recently Published : 최근 출판된 논문

  - 발표 논문 수 : 연도별 발표 논문 수

◦ 저널 영향력 지표

  - 피인용 횟수 : 연도별 피인용 횟수와 논문 당 평균 값

  - Impact Factor : 연도별 IF값과 논문 당 평균 값

◦ 저자 영향력 지표

  - H-index : 발표논문 수 및 인용 횟수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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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동향

  - 공동연구 네트워크 : 기관 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현황

  - Keyword Trend : 대상 기간 사이의 키워드 트렌드 비교

  - Keyword Co-occurrence : 선의 굵기와 종류에 따른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

3   논문비교분석시스템

논문비교분석시스템은 S-RIMS 및 Web of Science, Scopus 등의 외부정보원을 활용하여 

연구자 및 기관 간 종합적인 연구 영향력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다양한 연구 영향력 지표와 

더불어 기관 간 협력 분석, 키워드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연구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주요 지표 및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신청자가 분석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에 따라 2차, 3차 가공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논문비교분석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개별분석과 비교분석으로 나뉜다. 개

별분석은 특정 기관 혹은 사업단(팀)에 속한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만들어 분석한다. 분석 대상을 특정하여 분석하는 만큼 대상 기관의 연구 영

향력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세트는 S-RIMS에 구축되어 있

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Web of Science나 Scopus에서 반출한 데이터나 엑셀 파

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반입된 데이터들은 저널 매핑 단계를 통해서 최신 Impact Factor, 

SJR(SCImago Journal Rank)31) 등 다양한 저널 영향력 지표들과 연동이 되는데, 해당 값들

을 출판연도, 최신연도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비교분석은 분석 대상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되는 기능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개별분석

을 기반으로 타 대학이나 기관과의 연구 경쟁력 비교를 가능케 한다.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

의 경우 S-RIMS에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도의 데이터 세트 생성 없이 이용이 가능하

나, 비교분석 대상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업적 확보가 필요하다. 비교분석 대상 기관의 데이터 

범위를 설정한 후 리포지터리나 Scopus Author ID, ORCID ID32), 연구자별 CV 등을 참고

하여 연구업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31)  SCImago에서 제공하는 Scopus기반 저널 영향력 지표.

32)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의 약자로 저자구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고유 식별자.



242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개별분석이나 비교분석 메뉴에서 분석이 완료된 결과물은 암호화된 URL을 통해 학내 공

유가 가능하다. 공유되는 URL은 학내에서만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

고 있는데 작업 중인 분석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함께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10-5] 논문비교분석시스템 서비스 화면

논문비교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현황, 저널 영향력 지표, 저자 영향력 지표, 

종합 분석으로 나눌 수 있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현황 

  - 논문 현황 : 연도별 발표 논문 수

  - 피인용 수 현황 : 피인용 수 평균(Citations per Paper, Citations per Faculty)

  - 저널 정보 : 발표논문 수 기준 저널 목록

  - 논문 정보 : 피인용 수 및 IF기준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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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영향력 지표

  - Impact Factor : Web of Science 등재 저널 영향력 지표

  -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주제 분야 기반 IF 보정 지표

  - Eigenfactor Score : Web of Science 등재 저널 영향력 보정 지표

  - SCImago Journal Rank : Scopus 등재 저널 영향력 지표

◦ 저자 영향력 지표

  - H-index : 발표논문 수 및 인용 횟수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

◦ 종합 분석

  - 협력연구 분석 : 국가, 기관 간 협력 분석

  - 키워드 분석 : 키워드 트렌드(빈도, 증감, 동시 발생) 분석

  - 연구자 분석 : 연구자별 연구 영향력 분석

4   개인화페이지

개인화페이지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S-RIMS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우리 대학 소속 연구

자가 입력한 SRnD 데이터를 기초정보원으로 하고, 데이터 보강이 필요한 경우 Researcher 

ID, ORCID ID, CV,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저자 프로파일 등 추가적인 정보원의 데이터를 반

영하여 포괄적인 데이터 커버리지를 지향하고 있다. 

UI(User Interface)는 업적 정보와 관련된 지표를 항목별 관련성에 따라 구분하고 표, 차

트 등의 시각화 정보를 지원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시각화 정보는 Web of Science, Scopus, 

KCI 등 주요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망라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동일 논문에 대해 정보원마

다 상이한 인용 건수를 반영하며, 피인용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인 H-index 산출 또한 정

보원별로 제공한다. 분석 결과는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각종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업적을 

재정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연구 영향력 항목과 더불어 연구자 혹은 기관 단위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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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관계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연구 분석을 제공하여 국내 혹은 국제 타 기관과의 

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정보 추천 서비스는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최신 학술정보

와 연구자 프로파일을 매칭하여 연구자, 논문, 연구과제 등을 추천한다. 추천 내용은 기존의 

연구업적과 공동연구 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신규 과제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6] 개인화페이지 서비스 화면

개인화페이지의 제공 정보는 Overview, 업적 분석, 업적 목록, 연구정보 추천으로 구분하

며 메뉴별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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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 논문 현황 :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수

  - 피인용 수 현황 : 연구자의 논문 피인용수 현황

  - 협력연구 분석

  - 저널 정보 :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이 게재된 저널 정보

◦ 업적 분석

  - 발표논문 수 : 연도·등재지 별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수

  - 피인용 횟수 : 연도·등재지 별 연구자 논문의 피인용 수

  - Impact Factor : 연도별 연구자의 Impact Factor 값

  - H-index : 발표논문 수 및 인용 횟수 기반 연구자 영향력 지표

  - 공동연구 네트워크 : 기관 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현황

  - 협력연구 분석 : 연도별 협력연구 현황

◦ 업적 목록

  - 학술논문 : 연구자가 발표한 학술논문 목록

  - 저널정보 :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저널 목록

◦ 연구정보 추천

  - 연구자추천 : 논문 공저자가 작성한 논문의 공저자 추천 

  - 논문추천 : 논문 공저자의 다른 논문 추천

5   데이터 구축 현황

S-RIMS의 학술논문 데이터 구축은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개발사의 데이터 일괄 

반입과 도서관의 자체 데이터 반입·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SRnD 연동, 중복 데이터 병

합, 데이터베이스 간 교차 검증, 연구자별 CV 참고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완하며, 궁극

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제고하도록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널 혹

은 논문마다 상이한 소속기관명을 통제하고자 별도의 전거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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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치환하기 위해 대표 표현을 기준으로 NT(Narrower Term), 

BT(Broader Term), RT(Related Term) 등의 이형표현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학술논문 및 소속기관명 데이터는 신규 데이터 반입과 기존 데이터 정정 및 삭제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축 현황의 증가 혹은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표 10-3] S-RIMS 학술논문 데이터 구축 현황

(단위 : 건, 2021.03.12 기준)

구분

국내 국제

기타 합계저명학술지

(SCI/Scopus)
일반학술지

저명학술지

(KCI)
일반학술지

2021년 631 2 3 0 0 636

2020년 8,973 16 1,670 5 8 10,672

2019년 9,704 38 2,228 40 7 12,017

2018년 9,538 31 3,042 59 5 12,675

2017년 9,360 93 2,426 129 7 12,015

2016년 이전 50,295 282 11,885 3,828 84 66,374

합계 88,501 462 21,254 4,061 111 114,389

[표 10-4] S-RIMS 소속기관명 데이터 구축 현황

(단위 : 건, 2021.03.12 기준)

구분33) 교육 의료 정부 기업 기타

대표표현 3,061 2,165 1,233 1,673 931

이형표현 15,312

10.4. 서비스 현황

1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분석하여 개인

의 연구력 강화를 지원한다. S-RIMS의 학술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페이지를 제공

하며 서울대학교 포털과의 통합인증(SSO, Single Sign On)을 설정하여 연구자가 별도 권한 

33)  「S-RIMS 연구업적 데이터 입력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명 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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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절차 없이 접근 가능하다. 발표논문 수, 피인용 횟수 등의 기본적인 업적 분석뿐만 아

니라 연구자 및 논문 등을 추천하는 연구 정보 추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연구자의 요청

에 따라 개인화페이지 제공 사항 이외에 타 플랫폼의 연구 영향력 지표를 함께 제공하며 이

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SRnD에 입력하지 않은 학술논문은 연구자가 개인 CV를 첨부하여 누락 사항을 보완하고 있

다.

[그림 10-7]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신청 화면

2019년 4분기부터 연구자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초기에는 특정 단

과대학 소속 연구자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는 기관 단위 서비스에 집중하여 제

공 건수 추이가 줄고 있으나 학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홍보

하여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분기 현재 운영 현황은 [표 10-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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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연구자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건/명, 2021.03.12.기준)

제공년도 제공 교원 수 데이터 건수
*등재 구분

SCI(E) Scopus KCI 일반학술지

2019년 34 5,508 4,545 4,686 1,094 263

2020년 12 2,056 2,003 2,047 119 1

2021년 3 829 481 485 417 0

합계 49 8,393 7,029 7,218 1,630 264

 *개별 데이터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별 등재 현황 

2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는 우리 대학 소속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BK21교

육단(팀) 등에 속한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분석하여 기관의 연구 경쟁력 제고

를 지원한다. S-RIMS의 학술논문 데이터, 상용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논문비

교분석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기관 단독으로 분석하는 개별분석과 신청 기

관과 타 기관의 연구 영향력을 비교하는 비교분석이 있다. 비교분석의 경우 Scopus author 

ID와 개별 대학의 리포지터리를 참고하여 비교군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있다. 분석 결과

는 인가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도서관에서 별도의 계정을 부여한다. 서비스 신청은 지정 양

식을 첨부한 공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9년 4분기부터 기관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단과대학·학과·

사업단(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최초 1회 서비스를 이용한 후 동일 신청 기관이 학

술논문 출판연도, 유형 등을 달리하여 추가 신청하는 등 초기 서비스 운영 결과에 대한 이

용자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2020년 2분기에는 의견 수렴 및 플랫폼 개선을 목적으로 서비

스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19개 BK21 예비사업단(팀)을 대상으로 9개 문

항으로 구성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약 9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의견 조사 결과 각 사업단

(팀)은 내용의 유용성, 제공의 신속성, 활용도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고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조사를 통해 서비스 장단점

과 개선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 환경 및 관련 제도 또한 연구업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단위 지원 사업에서 정량적 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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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BK21 등 각종 사업 평가에서 개별 기관의 연구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향후 학내 연구 기관이 본 서비스를 활용하는 빈도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분기 현재 총 23개 기관 대상 28건의 개별분석 서비스와 3개 기관 대상 4건의 국

내/외 타 기관과의 연구업적 비교분석을 지원하였다. 서비스별 상세 운영 현황은 [표 10-6]

과 같다.

[표 10-6] 기관 개별 분석 제공 현황

(단위 : 건/명, 2021.03.12.기준)

제공년도 제공 건수 데이터 건수 제공 교원 수

2019년 3 4,834 256

*2020년 22 12,439 587

2021년 3 1,052 77

합계 28 18,325 920

 *BK21 예비 사업단 19개 기관 지원

[표 10-7] 기관 비교 분석 제공 현황

(단위 : 건/명, 2021.03.12.기준)

제공년도 제공 건수
비교 대상

대학 수 데이터 건수 제공 교원 수

A단과대학 2 5 12,867 892

B단과대학 1 3 166 37 

C단과대학 1 3 5,771 322 

합계 4 11 18,804 1,251

10.5. 향후 계획

학내 연구업적 데이터 분석 통합 플랫폼 S-RIMS 구축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

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업적 데이터를 구축·정비하여 2019년 9월부터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연구업적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

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BK사업 교육연구단(팀)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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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비·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와 장기

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 도서관은 2020년 시작한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34)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2027년까지 연구업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BK21 사업의 연

차 평가 대비를 위해 연구 경쟁력 진단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기능 고

도화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핵심 성과지표 반영

 - 국제화 지표, 공동연구 현황, 연구 영향력 지표 추가 구현을 위한 기관 분석 페이지 기능 강화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개선

 - 철회 논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윤리 관련 기능 추가

 - 소스원별 Document type 관리, OA 관리 등 필드 다각화

 - Web of Science 자동반입, Early Access 처리 등 데이터 반입과정 개선

◦연구업적 확산 및 이용 활성화 촉진

 - S-RIMS와 기관 리포지터리(S-Space)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또한 본부 연구처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업적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

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지적 자산을 망

라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빠른 추격자(Fast Follow)에서 선도자(First 

Mover)를 지향하는 학내 연구 모델 비전을 위한 연구업적 분석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업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학내의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연구력 진단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4)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총 2조 9,000억원 규모를 투입하여 신진 연구인력을 지원하

여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단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 9. 〜 2027. 8.까지 7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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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개요

중앙도서관은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핵

심 학술 정보와 학내 구성원들의 학술정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수

집하고 있다. 근래에는 특히 학내 구성원들의 온라인 기반 콘텐츠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자

자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서는 전체 장서확충 예산의 

70~80%를 전자자료 구독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자자료의 구독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구성

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전자자료 인상률 및 환율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신규 자료의 구독은 물론 기존 자료의 구독갱신마저 어렵게 하

고 있다. 특히 엘스비어(Elsevier)의 ScienceDirect 전자자료 품목의 누적 적자 문제는 근 10

년 동안 우리 도서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계속 남아 있었고, 이는 핵심 학술지 및 전자

자료의 구독 유지와 신규 전자자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도

서관은 학내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문분야별 핵심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누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학이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35)을 지원해 주었고, 도서관은 누

적 적자 해결과 함께 고액의 ScienceDirect를 중단 없이 계속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

만 아니라 2021년부터 7.32% 인상률이 반영된 국고출연금 예산을 받게 됨에 따라 최소한 전

년도 구독 자료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4년(2017년~2020년) 간 우리 도서관에서 추진한 전자자료 구독 관련 주요 

업무 활동, 특히 연도별 전자자료 구독 및 전자자료 이용 현황, 전자자료 평가, 주요 추진 성

과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35)  법인회계 1,472백만 원, 산학협력단(간접비)회계 5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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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자자료 구독 현황 

1   구독 절차 및 지침 

도서관은 전자자료 구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장서개발, 구독비용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업무 절차에 필요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전자자료 

구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연속간행물(인쇄·전자) 구독 지침」(제정 2013.03.29., 개정 

2019.03.27.)) 이 지침은 전자자료의 구독 절차 및 선정 기준, 구독기관 분담, 선정 제외 등의 

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필요한 전자자료 구독은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자저널(패키지 및 개별 

구독 저널) 및 학술 DB로서, 매년 구독갱신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정제외’에 속하는 경우 구

독을 중단한다. 신규 구독 신청은 단과대학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받아 선정 목록

에 포함하며, 당해 연도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독이 결정되면 차기년도부터 

구독을 시작하게 된다.

전자자료 이용을 위한 당해년 진행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각 대학(원)에서 신청한 전자

자료에 대해 10~15인으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선정하며, 11월~12월에 전자자

료 계약 및 구독료의 선지급이 이루어져야 익년 1월부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개발과)

대교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신청서
(8월)

자료선정
위원회 개최

(9월)

컨소시엄 등록, 
인상률 등 결정

(5월~10월)

계약 및 지출
(11월~12월)

전자자료 
이용

(익년1월
~12월)

[그림 11-1] 전자자료 이용을 위한 당해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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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자료 구독 예산

중앙도서관 전체 사업 예산의 70~80% 이상을 전자자료, 단행본, 인쇄학술지 구입(구독)

을 위한 장서확충 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전자자료 구독 예산의 경우 위 예산의 70% 이상

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전자자료 누적 적자 해소 및 

ScienceDirect 구독 갱신을 위해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의 예산이 지원되어 장서확충 예

산의 80%를 전자자료 구독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전자자료 구독을 위한 주 예산은 국

고출연금의 학술정보기반조성 사업비36)와 2013년부터 산학협력단의 간접비에서 지원되다 

2019년부터 산학협력단에서 본부 예산 지원을 통해 법인회계에 재편성되고 있는 도서관사

업비가 법인회계-장서확충(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2020년 회계 기준)

[표 11-1] 2017~2020년 중앙도서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인

회계

운영비 399 399 399 379

장서확충(출연금) 8,500 8,600
8,700 8,700

914* 1,472*

장서확충(자체) - - 1,070 1,070

경성제대컬렉션 600 500 400 400

학술정보화 - - 742 742

기타사업 146 364 395 495

소 계 9,645 9,863 12,620 13,258

수입

대체

도서대출관리 263 248 237 193

공개강좌 264 291 235 139

기관운영경비 80 97 78 46

소 계 607 636 550 378

산단

간접비**

장서확충비 1,070 1,070 - 510*

학술정보화 742 742 - -

연구성과관리 130 130 - -

소  계 1,942 1,942 0 510

발전

기금

장서확충비 616 575 521 368

시설비 등 371 397 353 189

소 계 987 972 874 557

36)  회계구분 : 법인회계 장서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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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산단
연구비***

서울대학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376 355 356 365

BK21 
대학원

혁신사업

BK 연구 혁신사업 
성과관리

- - - 400

총 예산 13,557 13,768 14,400 15,468

※ [참고]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세출 결산), 발전기금은 집행액 기준

*장서확충비 증액 사유

 - 2019년 : 본부 예산 추가 지원(914백만 원)

 - 2020년 : 본부 예산 추가 지원(1,472백만 원), 산학협력단(간접비) 지원(510백만 원)

**2019년부터 산단 간접비 예산(1,812백만 원)이 법인회계(장서확충(자체), 학술정보화사업)로 편입됨.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외국학술지지원센터 FRIC 운영 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표 11-2] 중앙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집행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단행본(전자책포함) 인쇄학술지 전자자료 합계

2017 1,309,008 905,287 8,101,663 10,315,958

2018 1,762,842 957,909 7,860,477 10,581,228

2019 1,875,593 924,434 8,687,979 11,488,006

2020 1,756,701 795,831 10,222,026 12,774,558

[그림 11-2] 연도별 자료구입비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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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확충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대학본부에 요구해 왔다. 특히 당해 

연도에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및 전자자료의 계속적인 구독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률을 반

영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전

자자료의 구독가격 인상률은 5년간 평균 4.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 전자자료 구

독 유지를 위해서는 4.7% 인상률이 반영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미 반영시 학문 분야별 

핵심자료의 구독중단이 불가피하게 이어져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표 11-3] 주요 전자자료 구독금액 인상율

No. 전자자료명
구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연 평균 

인상률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ScienceDirect (4.8%) (3.6%) (3.4%) (3.5%) (△ 5.2%*) 2.0%

2 Wiley (1.1%) (4.3%) (2.7%) (3.3%) (△ 1.1%) 2.1%

3 Springer (△ 9.9%) (5.0%) (5.0%) (5.0%) (0%) 1.0%

4 Taylor & Francis (3.5%) (6.8%) (7.0%) (6.0%) (△ 0.02%) 4.7%

5 Nature (2.3%) (10.3%) (3.5%) (18.6%) (3.7%) 7.7%

6
American 

Chemical Society
(1.4%) (4.5%) (4.5%) (4.6%) (2.1%) 3.4%

7 Sage (22.2%) (7.8%) (10.1%) (4.7%) (0.8%) 9.1%

8 SciFinder (0%) (3.0%) (3.0%) (5.0%) (3.5%) 2.9%

9 World Scientific (2.2%) (2.2%) (2.0%) (1.6%) (1.0%) 1.8%

10 DBPIA (18.6%) (20.6%) (19.6%) (△ 5.0%) (5.2%) 11.8%

(2017∼2021년) 5년간 평균 인상률 4.7%

 ※ ‘21년 ScienceDirect 구독금액 감소 사유 : 구독 모델(ReBase) 변경

 ※ 연도별 전자자료 구독금액은 계약을 통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여 비공개 처리함

3   전자자료 구독 현황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등 수준의 학술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술

정보 보유량은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 1인당 자료구입비는 

하버드대학교의 14%, 동경대학교의 54%, 홍콩대학교의 56% 수준([표 11-4] 참고)에 불과하

며, 더욱이 학내 구성원의 전자자원에 대한 높은 연구 의존도와 융·복합 학문분야 등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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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및 학술DB 등의 수요 급증으로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였다. 학

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 인상률은 매년 3~5% 이상이나 2015년부터 장서확충 예산은 동결 수

준(103~105억 원)이었다.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구독을 유지하

다 보니 매년 누적 적자가 발생하여 2019년 누적 적자액은 총 19.13억 원이었고, 2021년 구

독 계약 시에는 21억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전자저널 패키지는 연속간행물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 예산의 80%에 달하나, 해외 주요 출판사의 홀딩 저널 구독유지 

조건 및 제한된 옵션 등으로 인해 구독 조정(중단, 대체) 작업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

다.

[표 11-4] 세계 주요 대학도서관 자료구입 예산 비교표

(단위 : 천 원, 환율 $=1,200원 ￥=10.7389원 HK$=150.17원)

연번 대학명 QS순위 학생수(명) 자료구입비 
1인당 

자료구입비

1 하버드대학교 3 21,009 61,394,213 2,922

2 미시간대학교 21 44,340 35,076,425 791

3 듀크대학교 42 15,700 29,331,366 1,868

4 버클리대학교 30 39,393 25,906,799 658

5 동경대학교 24 28,675 21,141,930 737

6 홍콩대학교 22 30,629   21,546,692 703

7 서울대학교 37 28,102 11,092,970 395

 ※ 학생수 : 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

 ※ 미국 대학 학생수(Full-time 학부생+대학원생) 및 자료구입비 : <ARL Statistics(2018-2019)> 기준 

 ※ QS Rankings(2021) : 영국의 대학평가기관(Quacquarelli Symonds) 시행 세계 대학 평가표

 ※ 홍콩대학교 : 2020 Review of the University of Hong Kong(2019-20), HKU Financial Report 2020(2019-20)

 ※ 동경대학교 : 平成31·令和元(2019)年度附属図書館統計表(2019-20), UTokyo by the Numbers

 ※ 서울대학교 : KERIS 학술정보통계시스템(2019년)

급기야 2020년 대학본부는 누적 적자를 해결해주는 대신 2020년 중앙도서관 자료구입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2021년 전자자료 구독을 모색하도록 결정(2020.5.26. 확대간부회의)

함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구독중인 자료의 일부 중단이 불가피하여 전체 전자자료의 약 35%

를 차지하는 ScienceDirect의 종량제37) 구독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다. 

ScienceDirect 종량제 전환을 검토하던 중 다행히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예산 5.1억 원

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종량제 대신 이전과 같이 저널 패키지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37)  출판사와 1년 동안 이용할 논문 건수를 미리 계약하여 학내 연구자가 논문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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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se모델로 계속 구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자료 13종은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최종 구독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38)

 

[표 11-5] 2021년도 구독 중단 전자자료

No. 전자자료명 주제분야

1 CAB Abstracts with Full Text on CAB Direct 농생명과학

2 Canadian Science Publishing (CSP) 과학

3 Chinese Legal Knowledge Integrated DB (CLKD) 법학

4 Dalloz.fr 법학

5 e-HRAF (World Cultures) 인류학

6 EIU City Data Global 경제

7 Global Books in Print 전 주제

8 Lexi-Comp for Dentistry 치의학

9 Pivot 전 주제

10 Portland Press Journals 의약학

11 TKC Law Library 법학

12 VetMed Resource with Full Text 수의학

13 조선일보 아카이브 신문

아래의 [표 11-6]에서처럼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크게 3개의 품목으로 나

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구독하는 ‘도서관 유료 구독 품목’은 매년 구독 

갱신 또는 중단의 대상이 되며, 이용 평가 등을 통해 자료선정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된다. ‘대학라이선스 100% 지원 품목’은 교육부와 KERIS가 대학라이선스39) 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 국고에서 100% 지원해 주는 품목으로 매년 국고 지원 예산에 따라 서비스 종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다행히 2020년부터 지원 품목이 늘면서 우리 도서관을 포함한 구독 대

학들의 자료구입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행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품목은 우리 도서관의 구독 실적에 따라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는 자료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등을 관리해주고 있다.

38)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2021년도 구독 중단 전자자료 안내), https://library.snu.ac.kr/notice/view/3460373 ; 13종의 중단 전자자

료 중 법학도서관에서 3종(CLKD, Dalloz.fr, TKC Law Library)을 구독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0종의 전자자료를 중단함.

39)  국가차원의 전자정보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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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의 2017~2021년 전자자료 구독 대상 종수를 보면 2020년까지 도서관 유료 구

독 품목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자자료 구독 적자의 장기화와 2020년 예

산 범위 내에서 2021년 구독자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본부의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독 

품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중앙도서관은 ‘2020년 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평가’ 및 

‘2020년 제2차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구독 및 중단 자료를 심의·결정하였다.40)

[표 11-6] 2017~2021년 전자자료 구독 종수

구독

연도
도서관 유료 구독

대학라이선스

100% 지원
대행사 무상 제공 합계

2017 147종 5종 4종 156종

2018 142종 6종 5종 153종

2019 140종 5종 4종 149종

2020 143종 10종 6종 159종

2021 125종 13종 2종 140종

 ※ [참고] 연도별 전자자료 구독(관리) 대상은 ‘연도별 전자자료 구독(안)’ 결재 문서의 [붙임 목록] 참고

2021년 최종 구독하는 전자자료 140종의 주제 분야는 아래의 [그림 11-3]에서 보듯이 전 

주제 분야 34종, 인문사회분야 51종, 자연공학분야 46종, 기타분야(참고자료 및 연구지원도

구) 9종으로 분포되어 있다.

40)  ‘2020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평가’ 및 ‘2020년 제2차 자료선정위원회’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서 별도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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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2021년 구독 전자자료 주제 분포

4   전자자료 이용 현황

전자자료 구독료는 매년 3~5%씩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이용 통계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출판사, 벤더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기구 Project COUNTER는 전자자료 이용 통

계를 일관된 기준으로 보고하기 위해 Code of Practice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3년 

Release 1을 발표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9년 Release 5를 개발하였고, 2021년 현

재 출판사 및 벤더들은 Release 4와 5를 동시 제공하거나 Release 5 형식으로만 통계를 제

공하고 있다. 모든 출판사와 벤더가 COUNTER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출판

사 및 벤더들은 해당 표준을 따라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도서관 역시 COUNTER 형

식을 참고하여 전자자료의 이용 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가. 전자자료 이용 현황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의 연도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전

자자료의 구독 기간은 매년 1.1. ~ 12.31.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용 현황 역시 동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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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출하고 있으며, <도서관 통계조사서> 형식에 맞춰 자료유형(국내·국외)과 통계유형(원

문·검색)으로 구분하였다.

[표 11-7] 2017~2020년 전자자료 이용 현황

(검색/다운로드 단위 : 천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검색 105,534 1,050 106,584 125,900 858 126,758 93,981 1,325 95,306 165,879 905 166,784

종수 9 22 31 9 22 31 7 23 30 7 24 31

다운
로드

2,703 8,765 11,468 2,712 9,712 12,424 2,778 9,705 12,483 2,918 11,397 14,315

종수 11 99(*) 110 11 100 111 11 101 112 11 101 112

합계 108,237 9,815 118,052 128,612 10,570 139,182 96,759 11,030 107,789 168,797 12,302 181,099

종수 20 122 141 20 122 142 18 124 142 18 125 143

 ※ 개별 구독 품목이었던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Journals를 전자자료 이용 통계에 포함

2017~2020년의 기간 중 원문 다운로드 통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검색 통계

는 연도별로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검색 건수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24.8%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75.0%가 증가함으로

써 4년 간 검색 통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11-4] 2017~2020년 전자자료 이용 현황

검색 통계 관련 특이사항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TS2000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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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통계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해당 전자자료의 집계 기간 중 이용 통계는 매년 약 1

억 건 안팎으로 이는 전체 국내 검색 건수의 98~99%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국외 자료

를 포함한 전체 검색 통계 대비 비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TS2000의 이용 증감이 전체 검

색 이용 통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TS2000을 제외한 이용 통계를 재산출

해 보았으며, 그 현황은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5] 2017~2020년 전자자료 이용 현황(TS2000 제외)

이용 통계 현황의 기술과 더불어 통계 전반의 이해를 위해 대상 품목 변동 사항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여 해당 내용을 부연하고자 한다.

전자자료의 경우 내·외부적인 이유로 구독 종수와 이용 통계 대상에 포함되는 종수가 상

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전자책의 경우 2018년 연속간행물 수서실에서 학술정보

개발실(이상 당시 부서명)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용 통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

다. 다음으로 대학라이선스 참여 품목인 Academic Search Complete와 Business Source 

Complete의 경우 EBSCOhost Complete Package 1종으로 신청하는데 매년 이 품목의 구

독 종수를 집계한 기준이 다소 상이(1종 혹은 2종)하였으나, 이용 통계의 경우 2종으로 구분

하여 별도 집계하였다. 영구 구입 품목 중 일부도 구독 목록에는 여러 개 품목을 1종으로 묶

어 집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용 통계에서는 개별 자료로 분리하여 종수를 집계하였다. 그 

외 자료 구성의 변경, 출판사의 정책에 따른 이용 통계 미 제공, 자료 특성에 따라 통계를 구

분하여 제공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이용 통계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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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이용 통계 산출 대상 제외 품목

<2017년>

•이용 통계 제공 불가 (6종)

 (1)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APS) ( ‘17년 플랫폼 변경) (2) ECC 개별온라인 저널 

 (3) EIU City Data (4) EndNote (5) Mathematical Sciences Publishers 

 (6)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동일 출판사 품목 통계에 포함 (6종)

 (1) AIAA Meeting Papers Online (2) Elsevier Society 개별저널 (3)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4) PAO KERIS Collection (5) PAO 4-8 (6) WOS : SSCI+A&HCI

•구독 중단 혹은 변경 (5종)

 (1) CINAHL with Fulltext ( ‘18년부터 의학도서관 구독) (2) Scholar's AID 

 (3) The Times Digital Archive (4)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상 ‘18년부터 구독 중단)  

 (5) 학지사 NewNonmun ( ‘18년부터 교보문고 Scholar로 통합)

<2018년>

•이용 통계 제공 불가 (6종)

 (1) EIU City Data (2) EndNote (3) Mathematical Sciences Publishers 

 (4) Online Journal Effective Solution(개별온라인저널) (5) SCOAP3 

 (6)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동일 출판사 품목 통계에 포함 (5종)

 (1) AIAA Meeting Papers Online (2)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3) PAO KERIS Collection 

 (4) PAO 4-8 (5) WOS : SSCI+A&HCI

•구독 변경 (1종)

 (1) 학지사 NewNonmun ( ‘18년부터 교보문고 Scholar로 통합)

<2019년>

•이용 통계 제공 불가 (7종)

 (1) EIU City Data (2) EndNote (3) Grosskommentar zum Zivilrecht 

 (4) Mathematical Sciences Publishers (5) Online Journal Effective Solution(개별온라인저널) 

 (6) SCOAP3 (7)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동일 출판사 품목 통계에 포함 (6종)

 (1) Emerald Business Management & Stratege (BMS) (2) Emerald Enginerering, Computing

     Technology Collections(EECT) (3)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4) PAO KERIS Collection 

 (5) PAO 4-8 (6) WOS : SSCI+A&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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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용 통계 제공 불가 (6종)

 (1) EIU City Data (2) EndNote (3) Grosskommentar zum Zivilrecht 

 (4) Mathematical Sciences Publishers (5) Online Journal Effective Solution(개별온라인저널) 

 (6) SCOAP3

•동일 출판사 품목 통계에 포함 (7종)

 (1) De Gruyter HSS Collection (2)Emerald Business, Management & Stratege (BMS) 

 (3) Emerald Enginerering Computing Technology Collections(EECT) 

 (4)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5) PAO KERIS Collection (6)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Collection Near Archive (7) WOS : SSCI+A&HCI

•OA (2종)

 IMF e-library,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업무용툴 (1종)

 OCLC Connexion

나. 전자자료 이용 현황 분석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중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와 낮은 자료를 연도별로 각 10종씩 

파악해 보았다. 2017~2020년 구독 목록 중 검색 통계로 산출되는 전자자료가 약 30종이기 

때문에 통계 유형별로는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료별 순위 및 통계 합계를 기재하였다.

먼저 연도별 상위 10종을 살펴보면, 매년 상위 10종에 포함되는 자료의 구성에는 큰 변동

이 없으며 순위만 다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측면에서는 전 주제 분야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고, 자연·공학 분야 및 경제·경영 분야 자료가 높은 이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상위 10종의 이용은 전체 이용 대비 약 95% 정도 수준이었으며, 앞서 언급한 기업정보 

TS2000을 제외했을 경우 전체 이용 대비 5.40~7.89% 비중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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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2017~2020년 전자자료 이용 상위 10 현황 

(이용 단위 : 천 건)

자료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CS Online 9 9 8 7

Nature Journals 5 5 3 3

ScienceDirect 2 2 2 2

Springer Online Journals 6 7 7 6

Taylor & Francis Journals - - - 10

Wiley Online Library 4 6 4 4

Web of Science 8 - - -

교보문고 Scholars 10 10 9 9

기업정보 TS2000 1 1 1 1

누리미디어 DBPIA 3 4 5 5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 - 10 -

키스 벨류 KIS Value - 3 - -

한국학술정보 KISS 7 8 6 8

상위 10종 이용 합계 113,111 133,900 102,007 175,124

전체 이용 대비 비중 95.8% 96.2% 94.6% 96.7%

TS2000 

제외

상위 10종 이용 합계 7,984 9,477 8,503 9,777

전체 이용 대비 비중 6.7% 6.8% 7.9% 5.4%

하위 10종은 가장 이용이 낮은 자료를 1위로 표기하였다. 상위 10종에 비해 매년 포함되는 

자료 구성의 변동이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영구 구입 자료(CSF)의 이용이 매년 지속적

으로 하위 이용군에 포함되고 있었다. 주제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으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도 세부 전공과 관련한 자료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위 10종의 

총 이용 건수는 약 2천 건 안팎이었으며 전체 이용 건수 대비 비중은 0.001~0.002%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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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2017~2020년 전자자료 이용 하위 10 현황 

(이용 단위 : 건)

자료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SF : British Periodicals 1&2 4 - - -

CSF : Congressional 2 2 4 1

CSF :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1 3 3 4

CSF : Early English Books Online - - 9

CSF : House of Commons Parliamentary Papers 3 4 1 3

CSF : Shakespeare Collection 10 8 6 8

CSF : US.DDO 8 1 8 6

Dalloz - 7 - 9

Global Books in Print - 10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5 5 10 5

IMF e-library 6 6 - -

Lexi-Comp for Dentistry - - 5

Lexi-Comp Online - - - 10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9 9 7 -

Pivot - - - 7

VetMed Resource with Full Text 7 - - -

Zoological Records - - 2 2

하위 10종 이용 합계 2,257 2,970 1,851 1,661

전체 이용 대비 비중 0.002% 0.002% 0.002% 0.001%

5   전자자료 평가

학문의 발전에 따라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자자료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자료들은 물론 신규 학문 분야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존 자료에 대한 수요와 신규 수요를 최

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학내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평가 추진 현황과 그 결과를 기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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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7년 전자자료 평가 및 결과

2017년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전자자료를 평가하였다. 자료 유형별로 적용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술 DB : 2년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하위 5종 또는 전년 대비 이용률이 50% 이상 하락

 한 품목을 중단 대상으로 함

◦ 전자저널 : 3년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전자저널 패키지를 개별 구독하

 거나 구독 모델 전환 방안 검토

평가 결과 선정된 전자자료 6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구독 중단

  - The Times Digital Archive

  - Britanica Encyclopedia

  - Scholar’s AID

◦ 구독 모델 변경

  - Rockfeller Univ. Press Journals (개별 → 패키지 구독)

  - VetMed Resource (동시이용자 수 3명 → 1명)

  - Bentham Science Journals (종수 변경)

나. 2018년 전자자료 평가 및 결과

2018~2020년에는 통계 평가와 더불어 학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

였다. 조사 시 전자자료와 인쇄학술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요청한 경우도 있었으나 인쇄학

술지의 분석 결과는 백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평가 대상 자료의 종수는 결재 문서를 기준

으로 한다. 평가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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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8. 4. ~ 5. (추천 재요청 공문 1회 추가 발송)

◦ 대상 자료 : 전자자료 149종

◦ 대상 기관 : 학내 단과대학 및 대학원(25개 기관)

◦ 회신 방법

  - 단과대학(대학원)에서 계속 구독을 원하는 전자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 신규 구독을 원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최대 10종)

◦ 응답 기관 : 인문대학 등 19개 기관(미술대학 등 6개 기관 미 응답)

2) 구독 평가 및 결과41)

◦ 구독 평가

  - 대학(대학원)의 회신을 바탕으로 특정 학술DB 선택 대학(대학원) 수·순위를 반영한 평 

 가와 CPU(Cost per Use) 평가를 종합

◦ 평가 결과

  - 구독 평가 종합 순위 하위 20% 자료(30종)를 구독 중단 심의대상으로 선정

신규 구독 요청 자료는 점수화하여 평가한 기 구독 자료와 달리 자료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단과대학(대학원)이 신청한 자료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하였다.

3) 후속 진행사항 및 최종 결정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목록을 구성하기에 앞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구독 중단 예정 자료로 

선정된 30종의 전자자료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단과대학에 발송하였다. 일부 단과대학의 

회신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구독 중단 예정 자료는 10종이었으며, 해당 목록에 대해 2018. 

7. 16.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 의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선정위원회에는 10종의 전

자자료가 구독 중단 목록으로 제출되었고, 이메일로 구독 유지를 요청한 자료는 별도 표기

41)  수서정리과-2048(2018. 06. 27.)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및 인쇄학술지 전수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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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료선정위원회 이후 중단 결정 6종에 대해 공문 및 이메일 

의견 조회를 재차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6종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구독 중단하였다.

다. 2019년 전자자료 평가 및 결과

2019년에는 이용 통계와 함께 학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자료(전자저널 패키지, 학술

DB)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내 단과대학 및 연구소 자체 

구독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 구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전자저널의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

자 출판 논문 및 저널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여 구독 전자자료의 학내 연구 수요 충족 현황을 

파악하여  2020년 전자자료 구독 계획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9. 7. 11. ~ 2019. 7. 24.(2주간)

◦ 설문 대상 : 교수, 학생(학부·대학원), 연구원 등 약 48,000여 명

◦ 대상 자료 : 2019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 패키지) 148종

◦ 설문 구성

 - 설문 대상자 파악

•신분

•소속(단과대, 기관)

•학과 및 전공 

•메일 주소(중복응답 방지)  

•전자자료 이용 빈도

•전자자료 이용(접근) 방식

 - 핵심 전자자료 관련 의견 데이터 수집

•2019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중 주로 이용하는 자료명

   (주제별 최대 3~7개 복수응답 가능)

•유용성 평가(5점 척도) 및 구독유지 필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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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료선정위원회 이후 중단 결정 6종에 대해 공문 및 이메일 

의견 조회를 재차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6종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구독 중단하였다.

다. 2019년 전자자료 평가 및 결과

2019년에는 이용 통계와 함께 학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자료(전자저널 패키지, 학술

DB)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내 단과대학 및 연구소 자체 

구독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 구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전자저널의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

자 출판 논문 및 저널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여 구독 전자자료의 학내 연구 수요 충족 현황을 

파악하여  2020년 전자자료 구독 계획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9. 7. 11. ~ 2019. 7. 24.(2주간)

◦ 설문 대상 : 교수, 학생(학부·대학원), 연구원 등 약 48,000여 명

◦ 대상 자료 : 2019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 패키지) 148종

◦ 설문 구성

 - 설문 대상자 파악

•신분

•소속(단과대, 기관)

•학과 및 전공 

•메일 주소(중복응답 방지)  

•전자자료 이용 빈도

•전자자료 이용(접근) 방식

 - 핵심 전자자료 관련 의견 데이터 수집

•2019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중 주로 이용하는 자료명

   (주제별 최대 3~7개 복수응답 가능)

•유용성 평가(5점 척도) 및 구독유지 필요 이유

 - 전자자료 구독 관련 이용자 의견 수렴

◦ 유효 응답수 : 808명 (중복·미완료 응답 제외)

2) 구독 평가 및 결과42)

◦ 구독 평가

  - 2018.1. ~ 2019.6.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 CPU(Cost per Use)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 평가 결과

  - 구독 평가 종합 순위 하위 10% 자료(15종)를 구독 중단 심의대상으로 선정

    (※ 2019년도 총장단 지시사항 관련 사안)

3) 후속 진행사항 및 최종 결정

구독 중단 대상으로 선정된 15종의 전자자료 중 다년계약 1종, 영구 구입하여 플랫폼 사용

을 지불하는 방식의 3종은 중단이 어려워 이를 제외한 총 11종을 자료선정위원회 구독 중단 

심의 목록에 포함하였다. 자료선정위원회에서는 중단 결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2019년 구독 목록 그대로 구독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전 연도와 달리 중

단 대상 자료 11종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조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라. 2020년 전자자료 평가 및 결과

2018년에는 단과대학(대학원) 단위로 의견을 조회하였지만, 같은 단과대학 소속이라도 학

과마다 판단하는 자료의 중요도 및 활용도가 자료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에는 

개별 학과를 단위로 하여 의견을 조회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누적 적자 금액과 예상되는 

예산 부족분을 공문에 기입하여 2021년에는 자료 중단이 불가피함을 안내하였다.

42)  수서정리과-2345 (2019. 09. 04.) 2019년 중앙도서관 구독 인쇄학술지 및 전자자료 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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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0. 6. ~ 7. (* 재요청 공문 1회 추가 발송)

◦ 대상 자료

  - 2020년 중앙도서관에서 유료 구독 중인 전자자료 140종

  - 2020년 개별 구독 중인 전자저널 86종

◦ 대상 기관 : 학과 및 대학주관·본부주관 연구소

◦ 회신 방법

  - 전자자료 : 중요도에 따라 구독 우선 순위 1위 ~ 20위 표기

  - 전자저널 : 중요도에 따라 구독 우선 순위 1위 ~ 10위 표기

◦ 응답 기관 : 79개 학과 및 연구소 (15개 학과 미응답)

2) 구독 평가 및 결과43)

◦ 구독 평가 및 결과

  - 학과 단위로 취합된 우선순위를 소속 단과대학 단위로 재산출하고 이를 CPU(Cost per Use)

 평가와 종합하여 최종 전자자료 순위 산출

3) 후속 진행사항 및 최종 결정

2020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이슈는 개별 전자자료의 구독 여부 판단이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자자료를 최대한으로 구독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었다. 자료선정위원회 회

의에 앞서 예산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ScienceDirect 구독 모델 전환을 검토하였고 

확대간부회의 보고를 통해 ReBase 모델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ScienceDirect 구독료를 제외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 평가된 최종 순위에 따른 구독이 결정

되었고, 전자자료 114종(OJES, 신규 1종 포함)에 대한 구독 계약을 진행하였다. 구독 중단 대

상 28종에 대하여 단과대학에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듬해 

1월 추가 전자자료 15종의 구독 갱신을 진행하였다. 이후 법학도서관에서 법학 관련 전자자

43)  수서정리과-28855(2020. 10. 08.) 2020년 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 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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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3종을 구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0종의 전자자료를 구독 중단하게 되었다.

6   자료선정위원회

가.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중앙도서관은 자료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료선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제20조).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제2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3월/9월경) 연 2회 개최된다. 상반기에 개최되는 자료선정위원회는 당해년 

단행본 자료 구입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며, 하반기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해의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안)을 심의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한 최종 자료 선정 및 중

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반기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26조]

중앙도서관 규정 제20조(자료선정위원회)

① 자료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26조(자료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관장, 분관장, 각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개최하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서 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2. 단행본 및 학술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구독 중단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료 선정과 관련하여 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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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현황

중앙도서관은 전자자료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료선정위원회를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당해 연도 전자자료 구독 현황 및 예산 현안 보

고, 차기년도 전자자료 구독계획 및 구독 대상 자료 검토(계속 구독, 중단 및 신규) 등의 내용

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2017~2020년 개최한 자료선정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심의안건을 표로 정리해 보

았다.

[표 11-10] 2017~2020년 자료선정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명
개최일자

(장소)
심의 안건

2017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선정위원회
2017.11.3.

(락구정)

•신규 신청 DB 평가 : 국가통계마이크로데이터 외 7종
•중단·중단 모델 변경 전자자료 평가 : The Times Digital Archive    
   1785-2011 외 5종
•신규 전자저널 평가 : Design Issues 외 3종

2018년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학술지 및 전자자료 분

과)

2018.8.21.
(교수회관)

•구독 중단 자료(안) : 학술 DB 9종, 전자저널 1종, 
   인쇄학술지 69종,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1종
•신규 구독 자료(안) : 단과대학별 최우선순위별 구독 요청 자료 
  11종, 차순위 구독 요청 자료 6종,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3종
•서울대·연세대 학술정보협의체 학술 DB 분담(안)

2019년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2019.9.9.
(중앙도서관 

관정관)

•2020년 구독(안)
   - 1안 : 2019년 구독 자료 그대로 구독
   - 2안 : 2019년 구독 자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독 중단
•신규 구독 자료(안) : 단과대학 신규 구독 신청 6종, 
   외국학술지 신규 구독 신청 14종(FRIC 11종 포함)
•구독 주체 변경(안)

2020년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2020.11.5.
(중앙도서관 

본관)

•2021년 전자자료 구독(안) : 구독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전자자료 구독 및 구독 중단 검토(1종)
•2021년 학술지 구독(안)
   - 2020년 학술지 계속 구독  
   : 외국학술지(1,005종), 국내학술지(163종)
   - 외국학술지 구독 중단 173종 심의
   - 국내학술지 구독 중단 6종 심의
•2021년 신규 요청 자료 구독(안)
  - 신규 구독 자료 평가를 위한 세부 지침 수립
  - 전자자료 신규 구독(안) 15종 (개별)심의
  - 인쇄학술지 신규 구독(안) 15종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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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1) 2017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2017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선정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 DB 평가, 중단·구독 모델 변경 

전자자료 평가, 신규 전자저널 평가 심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신청 DB 평가 결과

신규 신청 DB 8종과 전자저널 4종을 평가하였으며, 심의 결과 신규 신청 DB 8종 중 1종 

구독, 나머지 7종은 비 구독하기로 결정, 신규 신청 전자저널 4종은 모두 구독하기로 하였다. 

신규 신청 DB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11-11] 2017년 자료선정위원회 신규 신청 DB 평가 결과 

자료명 평가 의견 심의결과

CNKI-CAJ
3년째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현재 중국과 정치·경제면에서 많은 이슈가 
있으므로 선정

구독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울대에 국가통계 리서치 데이터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므로 보류 비 구독

코리아 스칼라
국내 학술지 패키지로 이름조차 생소하고, 약학 분야만 50종이 있는 것
으로 다양성 면에서도 의문스러움, 또한 국내 학술지는 학회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선정하지 않음

〃

Duxiu
중국 단행본 전분야 제공이지만 20%만 원문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도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구독을 보류

〃

Global

KIS-VAULE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KIS-VALUE의 글로벌 버전으로 경영대 분관장 의
견으로는 현재 경영대 구독 DB와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하여 선정하지 않
음

〃

New York Times

아카이브는 이용자층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Current는 도서관에
서 프린트로 대부분 구독 중이므로 선정하지 않음

〃
Christian Science 

Monitor

Washington Post

◦ 중단·구독 모델 변경 전자자료 평가 결과

중단·구독 모델 변경 대상 전자자료 6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구독 

중단 3종, 구독 모델 변경 3종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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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 2017년 자료선정위원회 중단·구독 모델 변경 전자자료 평가 결과

자료명 평가 의견 심의결과

The Times

Digital Archive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용통계가 1/4로 하락하였음, 업체에서 앞으로 
5년 구독 후 영구 소유권을 도서관에 넘기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용률로 
보았을 때 중단하기로 함

구독 중단

Britanica

Encyclopedia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용통계가 1/3로 하락하였음, 타대학에서도 중
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색 1건당 소요 비용이 5,372원으로 중단하
기로 함

〃

Scholar’s AID
학술연구지원팀의 피드백을 참조로, 이용 저조하며 내용 업데이트가 부실
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중단키로 함

〃

Rockefeller Univ. 

Press Journals
중앙과 분관에서 개별로 구독 중인 전자저널을 패키지로 변경하여 구독하
는 것이 구독료 절감이 되어 변경

구독 모델 
변경

VetMed Resource
월별로 이용률의 편차가 심해서 현재 동시이용자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구독료 절감이 되어 변경

〃

Bentham Science 

Journals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용통계가 1/2 이하로 하락하였고, SCI 등재 
저널 수도 적어 3년간 이용 통계가 연간 120건 이상인 저널로 선택하여 
구독 모델을 변경하는 것이 구독료 절감이 됨

〃

2) 2018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2018년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학술지 및 전자자료 분과)에서는 구독 중단 자료 및 

신규 구독 자료를 심의하였으며,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독 중단 자료 심의

- 학술 DB, 전자저널

심의 결과 학술 DB 3종 및 전자저널 1종은 구독 유지, 학술 DB 6종은 구독 중단으로 결정

되었으며, 심의 대상 자료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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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3] 2018년 자료선정위원회 학술DB, 전자저널 구독 중단 심의 결과

자료 유형 자료명 평가 의견 심의결과

학술 DB Index Islamicus 유일한 이슬람학 DB라면 유지를 고려해야 함 구독 유지

학술 DB 북한법률 DB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현재 시점에 필요한 자료임 구독 유지

학술 DB WIPS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에는 유용하나, 일반적인 연구자
   들은 키프리스로 대체 활용 가능함
•변리사들에게 유용한 정보원이며, 특허 관련은 외부 변리사
   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구독 중단

학술 DB UN ComTrade
교수마다 개별적인 니즈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
전수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되었을 것으로 예상

구독 중단

- 인쇄학술지,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심의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독 유지 4종, 구독 중단 66종이 결정되었으며, 아래는 구독 

유지분에 대한 평가 의견이다. 

[표 11-14] 2018년 자료선정위원회 인쇄학술지, FRIC 심의 결과

자료 유형 자료명 평가 의견 심의결과

인쇄

학술지

社會科學戰線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구독 가치 있음

구독 유지

中共黨史硏究 인문대학에서 관련 연구 진행 중임

Journal of Micro/
Nanolithography, 

MEMS, and MOEMS
해당 학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자료 열람이 어려움

應用聲學 음성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저널임

◦ 신규 구독 자료 심의

신규 구독 자료 심의 결과, 학술 DB 7종, 전자저널 5종, 인쇄학술지 3종(FRIC)을 신규 구

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학술 DB 2종, 전자저널 3종은 비 구독으로 결정되었다. 최우선순위 

구독 요청 자료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요구를 파악한 순위이므로 전부 구독하

되, 차 순위 요청 자료는 보류하고 1년 뒤에도 요청이 있을 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주요 평

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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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5] 2018년 자료선정위원회 신규 구독자료 심의 결과

자료 유형 자료명 평가 의견 심의결과

학술 DB

Qualtrics

경영학도서관 역시 예산 한계로 신규 구독이 불가한 상황에서 다른 
학과에서도 이용이 많은 자료의 경우 중앙도서관이 구독하는 것이 합
리적임. 해당 DB에 대해 사용빈도 및 IP 접속 로그를 분석한 결과, 경
영대에서 21% 가량 사용 중이며 자연대, 사회대 등에서도 접속하는 
것으로 파악함

신규 구독

인 물 정 보 
DB

인물정보 DB를 활용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학생 개인이 1개
월 무제한 검색에 크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과 기관의 구독 차이가 있다면 굳이 기관으로 구독할 필요 없어 
보임

비 구독

3) 2019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2019년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구독(안)과 신규 구독 자료(안), 통계 

관련 학술 DB의 구독 주체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구독(안)

 2020년 구독(안)에 대하여 1안(2019년 구독 자료를 그대로 구독)과 2안(2019년 구독 자

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독 중단) 중 심의 결과 1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구독 

종수는 전자자료 150종, 인쇄 학술지 1,381종이다.

◦ 신규 구독 자료(안)

 단과대학 신규 구독 신청 6종(전자저널 4종, 학술DB 2종), 외국학술지 신규 구독 신청 14

종(FRIC 11종 포함)에 대해 학술DB 1종(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을 제외한 신청

분을 모두 구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과대학 신규 구독 신청 자료에 대한 주요 평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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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6] 2019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자료 유형 자료명 평가 의견 심의결과

학술 DB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가격이 높은 편이니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다수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해당 학과나 교수에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함
*추가 확인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최종 비구독 결정

비 구독

UN Comtrade

국제대학원에서 매 학기마다 강의 중 이용하는 자료로 CPU
가 낮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계속 구독해온 자료라 갱신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2018년에 구독 중단 된듯함

신규 구독

◦ 구독 주체 변경(안)

   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관리 예산이 사회과학도서

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던 통계 관련 학술 DB 3종의 구독 주체를 사

회과학도서관으로의 변경을 확정하였다.

4) 2020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2020년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한 2021년 전자자료 구독(안), 2021년 학술

지 구독(안), 2021년 신규 요청 자료 구독(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전자자료 구독(안)

   2021년 전자자료 구독(안) 심의 결과, 기 구독 자료는 본부 예산 확보 및 환율을 고려하

여 예산 범위 내 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구독 중단 검토 대상인 조선일보 아카이브

는 대체 자원을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구독 중단이 결정되었다. 전자자료 개

별 품목의 주요 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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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7] 2020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 기구독자료

자료 유형 자료명 평가 의견

학술 DB
Oxford Grove 

Music Online

음악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로, 신규 신청 자료인 Berliner 
Philpharmoniker’s Digital Concert Hall을 제외하고 GMO가 구독 목록에 포
함되길 요청함

학술 DB BioCyc BioCyc, BioOne은 전공 분야 자료임에도 구독 이력이 없으며 TAIR는 식물학 
분야에서만 이용하는 자료로, 특정 분야 연구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중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관련 단과대학에 확인 요청 후 구독 중단 및 다른 자료 
구독 고려 필요. 학과에 도서 책임자가 없는 경우 전공 교수님 퇴임 후에도 관
련 자료를 그대로 회신하는 경우가 있어 점검 필요
BioCyc, BioOne은 전공 분야 자료임에도 구독 이력이 없으며 TAIR는 식물학 
분야에서만 이용하는 자료로, 특정 분야 연구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중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관련 단과대학에 확인 요청 후 구독 중단 및 다른 자료 
구독 고려 필요. 학과에 도서 책임자가 없는 경우 전공 교수님 퇴임 후에도 관
련 자료를 그대로 회신하는 경우가 있어 점검 필요
BioCyc, BioOne은 전공 분야 자료임에도 구독 이력이 없으며 TAIR는 식물학 
분야에서만 이용하는 자료로, 특정 분야 연구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중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관련 단과대학에 확인 요청 후 구독 중단 및 다른 자료 
구독 고려 필요. 학과에 도서 책임자가 없는 경우 전공 교수님 퇴임 후에도 관
련 자료를 그대로 회신하는 경우가 있어 점검 필요

전자저널 BioOne

학술 DB TAIR

학술 DB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굉장히 유명한 자료로 국가경쟁력, 국가 신용등급 등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데 중단 대상임. 반드시 구독 목록에 포함되길 요청

학술 DB

Dentistry 

& 

Oral Science 

Source

치의학대학원에서는 Dentistry & Oral Science Source를 가장 많이 이용하나 
자연대, 공대에 비해 규모가 작아 통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움. 자체 예
산으로 자료 구독 중이나 중앙에서 단과대별 최소 하나 이상의 주제별 자료에 
대해 구독 지원해줄 것을 요청

기타

자료의 성격상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데이터 연구자가 데이터를 다량으로 다운
받아 이용률이 높게 측정되는 자료들의 경우(예 : 유전체 데이터), 데이터사이
언스 대학원으로 구독 전환을 요청하는 등 중앙도서관 자료구입비와는 별도로 
구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법학 자료의 경우 관련 연구자 비중이 낮은 자료가 하위 순위에 있고 영미법, 
독일법 등은 상위 순위에 있어 결과에 대해 큰 이견 없음. 법대 전체 구성원이 
이용하는 자료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결과에 동의하는 바임. 관련 
소수 연구자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으나 자료 중단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주
제나 마찬가지일 것. 단 Beck Online은 반드시 구독되어야 하는 자료임

◦ 2021년 학술지 구독(안)

  외국학술지 1,005종, 국내학술지 163종을 계속 구독하는 내용과 외국학술지 173종, 국내

학술지 6종의 구독을 중단하는 구독(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 2021년 신규 요청 자료 구독(안)

- 신규 구독 자료 평가를 위한 세부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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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학내 수요를 반영한 전자자료 구독을 위하여 「전자자료 신규 

구독 및 구독 중단 자료 선정에 관한 세부 지침(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언급되었다. 지침에 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메일로 서면 심사를 요청하기

로 하였다. 

• 자료 중단과 신규 신청 자료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함. 다면적 평가와 같은 모

호한 표현 대신 이용통계와 CPU 비중 등의 기준과 피드백 채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

시할 필요가 있음

• 대학에서 반드시 구독해야 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

•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대해 미리 공표하고, 전년 대비 변경된 부분에 대한 합의 후 

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함

- 전자자료 신규 구독(안), 인쇄학술지 신규 구독(안)

  전자자료 신규 구독 신청 15종 심의 결과, 개별 품목에 대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이

와 더불어 인쇄학술지 신규 구독(안)에 대하여는 신규 신청 15종 모두 구독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표 11-18] 2020년 자료선정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 신규검토

자료유형 자료명 평가 의견

전자저널
Joule, Nature 

Review Physics
전공 관련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저널로 알고 있음

학술 DB

Classical Scores 
Library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악보를 이북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하여 철회 요청함

Statista 중복신청 자료인 Statista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IAReporter
국제통상전공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자료이며, 특히 FTA 중재 자료는 
케이스가 매우 중요. 다만 중앙에서 부담이 된다면 신청 철회 가능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Onlin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도 좋은 자료로 보이나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무료)가 더 권위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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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 활동

전자자료 구독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국내 여러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활동들을 진

행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한 학술연구기관들의 구독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KCUE, KERIS, KESLI, KLMA)이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도서관에서도 상기 컨소시엄 활

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정기적인 컨소시엄 활동 외 특별 이슈사항과 관련하여 

운영된 TF 등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하여 중앙도서관 구성원이 참

여한 대외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11-1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관련 대외 활동 참여 현황 

연도 대외 활동명 참여자

2020

KERIS 대학라이선스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관장 김명환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전자정보사업단장 과장 주성희

KCUE 컨소시엄 ScienceDirect협상단(TF) 담당관 나혜란

KERIS 대학라이선스협상단 선임주무관 오세나

2019

전자저널특별위원회 위원 관장 김명환

KERIS 대학라이선스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관장 김명환

KCUE 전자정보 TF 위원 관장 김명환

2018

전자정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관장 서이종

KCUE 컨소시엄 전자정보위원회 위원 과장 주성희

전자정보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담당관 박선희

2017
KCUE 컨소시엄 전자정보위원회 위원 과장 이재원

KCUE 컨소시엄 운영소위원회 위원장 담당관 박선희 

11.3. 주요 추진 성과 

1   누적 적자 해소

2019년 중앙도서관장은 지난 10년간의 전자자료 누적 적자 19.13억 원을 2020년 예산에

서 일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총장께 현안 보고를 하였고(월요간담회, 2019.11.4.), 이후 확대

간부회의 및 학사위원회 등 주요 보직자 회의에 장서확충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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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적 적자로 인해 신규 전자책, 단행본 구입 요청에 대응하는 수서가 부실해지고 있고, 전

자저널 추가 구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토로하며 지원을 요청하였

다. 점차 보직자들이 우리 도서관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면서 누적 적자 해결을 위

해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서관 또한 2020년(2021년 구독 전자자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자자료를 구독하며, 이후 적자 발생 시에는 담당자 문책도 감수할 것을 전제

로 2020년도 장서확충 예산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다. 

[표 11-20] 전자자료 누적 적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자자료

구독예산(A)
6,213 6,550 7,606 7,719 8,102 7,860 8,688

실지급액(B) 6,356 7,241 7,575 7,792 7,620 8,180 8,893

당해연도

흑/적자

(B-A)

△ 143 △691 31 △73 482 △320 △205

누적적자 △1,342 △2,033 △2,002 △2,075 △1,593 △1,913 △2,119

구독종수

(유료)
135 149 145 147 142 140 143

 ※ [참고] 월요 간담회 회의자료(2019.11.4.)

전자자료 누적 적자는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20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했기

에 대학에서는 2년에 걸쳐 해결을 약속하였고, 2019년에 914백만 원, 2020년에 1,472백만 

원이 지원되어 마침내 도서관의 누적 적자 현안이 해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간

접비 예산 510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구독료가 매우 고액인 ScienceDirect의 안정적인 

구독을 가능하게 하였고 학내 연구자들이 불편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도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계속 자구 노력을 해왔다. 도서관 운영비를 긴축 운

영하여 예산을 절감, 누적 적자 해결을 지원하였으며, 학술지 구독 조정, 구독 전자자료 평

가 등의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분관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의 어려운 상황을 공

감하여 이미 배정된 분관의 단행본 예산을 감배정하여 누적 적자를 지원하였고, 2021년부

터 단행본 분관 예산을 현재보다 30% 줄여 전자자료 구독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동의하였

다.(*2020년 상반기 분관장회의,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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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1. (자체 예산 추가 확보) ‘20년도 도서관 자체 예산안 세출조정으로 187,552천 원 추가 확보

   - 분관별 단행본 예산 감배정(157,552천 원) + 도서관 운영비 예산 절약(30,000천 원)

   ※ ‘21년 분관별 단행본 예산 추가 감배정하여 197,100천 원 확보(분관장 협의 완료)

 2. (단행본 예산 전용) 학술지 구독 비용 누적 적자 지원

   - 인쇄자료 예산 일부 전환 사용

   - 2억 원(‘15년) > 3억 원(‘16년) > 3억 원(‘17년) > 1.37억 원(‘18년) > 3천만 원(‘19년)

   ※ 단행본 구입 축소로 인한 연구 활동 차질 및 대학 연구경쟁력 약화 우려

 3. (학술지 구독 조정) 분관 및 학과, 연구소 중복 구독 학술지 중단, 대체

   - 학내 중복 구독 학술지 및 이용률 저조 자료에 대한 구독 중단 노력

 4. (구독 전자 자료 평가) 매년 구독 전자자원에 대한 이용 평가 실시

   - 전자자료 이용통계와 CPU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자자료 이용 평가 실시

   - CPU 평가 85% + 설문조사 평가 15% 반영하여 객관적인 구독중단 대상 자료 선정

   ※ CPU(Cost Per Use) : 1회 전자자료 이용비용

 5. (강의교재 위주의 전자책 구입) 학내 연구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강의교재 구입

 6. (발전기금 등 타 예산 전용) 학술지 구독 비용 누적 적자 지원   

2   국고출연금 증액

중앙도서관의 지속적인 장서확충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학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자자원

에 대한 높은 연구 의존도에 공감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학술정

보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전자자료의 

구독료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감가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매년 추가 예산이 확보

되지 않으면 구독 자료를 일부 중단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적 적자가 다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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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전자자료 구독 환경을 이해하였다. 이에 대학은 장서확충 예산으로 국고출연금 

7.32%를 인상하기로 하여 2021년에는 국고출연금 87억에서 6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된 93억

3천7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안정적인 장서확충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 11-21] 법인화 이후 장서확충 예산(국고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5,762 7,000 8,000 8,500 8,500 8,500 8,600 8,700 8,700 9,337

인상률 - 21.49% 14.29% 6.25% 0.0% 0.0% 1.18% 1.16% 0.0% 7.32%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대학의 출연금 자체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전자자료 구독금액

에 인상률 4.7%44)를 반영한 도서관의 2022년 국고출연금(학술정보기반조성) 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해 줌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도서관은 2021년 유료 구독 전자자료 125종을 계

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노력

전자자료 구독 문제는 중앙도서관만의 사안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매년 150종 가량의 패키지형 전자자료를 구독하고 있다. 전자자료 구독료

는 대학의 규모나 이용량에 따라 상이한데 우리 대학은 규모와 이용량 모두에서 최고 등급

으로 구독료 또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자자료 구독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반해 예산 증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누적된 적자는 2020년까지 약 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3~4년 후에는 누적 적자

가 전자자료 구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서는 학내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 중 본 장에서는 2020년 확

대간부회의 보고와 학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발송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44)  SD 등 주요 전자자료 5년간 평균 인상률 [표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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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간부회의 보고

중앙도서관은 2020년 본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전자자료 구독 현안을 

보고하였다. 

◦ 2020. 5. 26.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누적 적자에 따른 적자 해소방안(안)』

누적 적자 21억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안이 보고되었다.

(1안) 「간접비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간접비 10% 이내에서 당해연도 적자분 추가 지원

(2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적자분 각 대학(원)에서 징수

(3안) 배정된 예산에 맞춰 전자자료 구매

보고 결과, 누적 적자 21억에 대한 본부의 추가 지원과 함께 2021년 전자자료는 2020년 

중앙도서관 장서확충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 10. 6. 『2021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계획(안) - ScienceDirect 종량제 구독 

    전환』

◦ 2020. 10. 20. 『2021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계획(안) - ScienceDirect 종량제 구독 

    전환』(*ReBase 모델 추가 보고)

2021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계획(안)이 두 차례에 걸쳐 보고되었다. 첫 번째 보고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2021년 전자자료 구독(안)과 더불어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료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cienceDirect의 구독 방식 전환(안)(종량제, ReBase 모델)이 주요 

보고 사항이었다.

종량제 구독은 1년 동안 이용할 논문 건수를 미리 계약하고 다운로드가 발생할 때마다 논문 

당 책정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기존 컬렉션 구독 방식과 달리 개별 구독 대상에 포함되

지 않은 종량제 대상 저널은 제한 없는 논문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시 예상 계약 금액 내에서 

배정된 서울대 연구자 신분별 이용 건수 및 이용 방법(Proxy 접속) 등이 함께 보고되었다.

ReBase 모델은 패키지 제공 저널을 약 15% 가량 줄이는 대신 구독금액을 할인 받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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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보고 당시 컨소시엄 협상 중). 종량제 구독에 비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다년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의 구독료가 2020년 구독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라는 

점이 보고되었다. 최종적으로는 5.1억의 추가 예산 지원과 함께 ReBase 모델 구독이 결정되

었다.

◦ 2020. 12. 22. 『2021년 중앙도서관 구독 중단 예정 전자자료 및 학술지 보고』

앞선 세 차례 확대간부회의 보고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는 예산 범위 내

에서 구독 전자자료를 선정하였다. 2021년 전자자료 구독을 위해 추진한 평가 및 선정 결과

(114종 구독, 28종 중단), 중단 대상 28종에 대한 학내 의견 수렴 결과를 확대간부회의에 최

종 보고하였다. 이후 본래 계획된 구독 전자자료 지출을 모두 완료한 시기의 원달러 환율 상

황에 따라 예산에 일부 여유가 생겨 의견이 제출된 15종을 추가로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20억 원 정도의 큰 규모인 누적 적자는 단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었다. 2019

년 총장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본부 보직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부

서에 적극적으로 현안을 안내하고 설득한 결과 2019년에는 9.1억 원을, 2020년에는 14.7억 

원의 본부 예산 지원과 더불어 산학협력단 간접비 5.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처럼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나아가 차년도 법인회계 자료구입비 예산 증액을 이끌어낸 것은 대

단히 이례적이며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하겠다.

나. 학내 연구자 대상 이메일 발송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보직자를 포함한 교수진들에게는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과 중단

에 대한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설득할 수 있었으나 그 외 학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

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1년 1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구독 중단 전

자자료 28종 목록을 공지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해당 결정사

항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전년도 자료를 모두 갱신하는 방식으로 전자자료를 구독할 수 없기 때

문에 현재 당면한 전자자료 구독 문제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학내 전체 연구자들의 이해를 구

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16일 중앙도서관장 명의로 『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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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송된 이메일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전자자료 구독 문제와 관련하여 학내 연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중앙도

서관에서는 지난해 말 학내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이용이 저조한 전자자료 상당수를 구독 중단했습니

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는 예산 압박에 따른 조치였으며 다행히 구독 중단 대상 전자자료 중에서 각 학

과(학부)에서 구독 유지 요청이 들어온 자료들은 빠짐없이 계속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악화되어 온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료구입 예산은 한

정되어 있지만, 각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전자자료 구독 유지를 위해 해마다 3~9% 정도로 인상되는 구독

료와 환차손 등으로 누적 적자는 작년 2020년까지 약 21.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누적적자 외에도 2021

년 엘스비어(Elsevier)의 ScienceDirect 전자자료 패키지 구독만으로도 약 27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이었고, 이는 중앙도서관 전체 전자자료 예산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cienceDirect에 대해 종량제 전환(학내 연구자 1명이 1년에 이용 가능한 논문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부산대가 2년 전부터 시행)도 고민했지만, 다행히 대학본부가 5.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엘스비어 측도 구독 모델을 일정하게 변경해줌으로써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서관의 지속적인 예산 추가 요구에 대한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법인 예산에서 자

료구입비 6.4억 원을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20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일괄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이 기존 전자자료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해 부득이 일부 이용이 저조한 전자자료

를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 자료들도 심의절차를 거쳐 일부 구독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요구

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자료 문제는 우리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모든 대학과 연구소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간 KERIS, KISTI 등의 기관에서 컨소시엄 협상단을 구성하여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등 

해외의 거대 출판사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대를 중심으

로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이 모여 ‘전자저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거대 출판사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에 맞서는 동시에 지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

한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Open Access 운동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유럽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A 출판 전환계약을 조건으로 와일리, 엘스비어와 협상이 진행

되었으며, 와일리는 독일, 스웨덴 등에서 2019년 OA 출판 전환 계약의 최종 모델인 PAR 모델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스비어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와 OA 출판 전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어 ScienceDirect 구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에서 개별 협상이 진행됨과 동시

에 2018년 9월 유럽의 12개국이 2021년까지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논문

으로 출판 시 무조건 OA 로 출판한다는 ‘OA 2020’, ‘PlanS’와 같은 이니셔티브 아래 OA 확산을 위한 목표

를 세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University of California의 10개 캠퍼스가 단결하여 출판비(APC)와 논문이용료를 통합하

여 구독비용을 낮출 것을 엘스비어에 요구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O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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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협상은 결렬되었고 2020년 7월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줄

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잦고, 협상 결렬 후 독일의 연구자들은 엘스비어 관련 저널의 

편집장과 편집, 자문위원회 등을 사임했고, UC 교수진 사이에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Cell Press를 비롯한 

엘스비어 관련 저널에 논문 투고를 거부하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별 도서관에서는 연구

자가 필요한 논문을 다른 Open Access 사이트를 찾거나 상호대차를 이용하고, 심지어 필요한 논문을 개

별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엘스비어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온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주립대, 플로리다 주

립대학 도서관 등 개별 대학들도 2020년 구독계약을 취소하고 개별 저널에 대해 선별적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이 과정에서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대학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도서관과 엘스비어의 빅딜 계약 취

소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소속 교수들은 도서관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내와 해외의 고등교육기관과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자료 구독에 대

한 논란은 뚜렷한 성과 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국내대학 도서관의 컨소시엄인 KCUE 협상

단이 와일리와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고, 서울대는 엘스비어와의 3년 계약이 끝나는 2023년에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 대학의 도서관 책임자들은 결국 거대 학술출판사들의 전자자료에 관한 횡포에 맞서기 위해 보

이코트 운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보이코트의 성공 여부는 학내 연구자들의 이해와 지지

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서울대도 국내 다른 대학들과 연대하여 보이코트에 앞장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올해처럼 해

마다 구독 중단 혹은 신규구독을 결정하기 위해 각 학과의 우선순위를 요청하여 구독 순위를 결정할 수밖

에 없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구독 순위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꼭 필요한 저널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전자자료 문제는 예산 증액과 도서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제는 대학도서관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건강 조심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6.

중앙도서관장 김명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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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발송 이후 학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의 회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 (교수)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구자나 대학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중략)... 독일이나 유럽연합은 국가차원에서 따로 펀딩을 만

들고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이나 Wellcome Trust는 연구비에서 OA의 APC

를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제공하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하는 기관들로서는 대형출판

사에 끌려가는 형국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국가나 기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수) 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전자자료 제공이 값싼 용역이 아니며 늘어나는 비용 문

제가 예산 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략)... 국내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한 협력이 있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에서는 2012년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구성원이 

늘어나 하루빨리 필요한 동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대학원생) 전자자료 구독 관련하여 보내주신 글을 잘 받았습니다. 그간 전자저널 구독 

범위가 축소될 때마다 본부에서 정작 써야할 곳에는 안 쓰고 중요한 예산을 줄인다고 지레 

오해하고 답답해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상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며, 일개 이용자로서 제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원생) 전자자료와 관련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관장님을 비롯한 

중앙도서관의 많은 스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준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깊은 이해와 참여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보이

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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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의 이메일을 기사화한 바 

있다.

[그림 11-6] 전자자료 구독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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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향후 과제 

우리 도서관은 지난 10년 간 해묵은 과제였던 전자자료 누적 적자 해결, 국고출연금 증액 

등의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또는 학과) 간 학술정보 이

용에 격차 없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 노

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대학의 안정적인 학술정보 지원 기반을 위한 규정 및 정책 마련

우리 대학 구성원의 교육 및 학술·연구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학술정보 확충 기반을 마

련하고 연구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술정보 및 전자자료의 구독 유지 및 신규 구독

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전년 대비 장서확충예산은 매년 

3.5% 인상하되 실제 전자자료 구독비용 상승,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비례하는 간접비 예산 지원 명문화

대학의 간접비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비용으로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과제

에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징수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2019년부터 본부 

예산지원을 통해 도서관사업비 약 18억(장서확충 1,070백만 원, 학술정보화 742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동결 수준이며, 2020년 간접

비 관리 지침 개정으로 현재 명문화된 지침조차 없어45)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45)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에 ‘도서확충사업비(10%)’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2020년 이 지침을 개정

하면서 ‘도서확충사업비’ 항목은 삭제된 상태다(사유 : 정부연구비규정(2009년도 시행) 상 도서구입비는 직접연구비에 미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배분기준은 상위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정부기준에 맞게 간접비 배분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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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2] 2020~2024년 정부 R&D분야 재원배분 계획(정부 예산안 보도자료 참고)

(단위 : 조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예산액 24.2 27.4 29.1 30.7 21.0

비율 17.3% 13.1% 6.1% 5.4% 4.3% 7.2%

정부 R&D는 2024년까지 연평균 매년 7%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연구자의 연구비 수주 또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연구비 증가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동결 수준의 예산

으로는 핵심 학술 자료의 구독 유지가 매우 어려우며 신규 전자저널 구독 불가로 관련 분야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연구자료 이용 

불편이 연구 성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본교가 연구비 규

모만큼 간접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구자들이 연구자료 이용에 불편 없

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 규모의 증가만큼 도서관사업비 예산 지원이 가능’

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서관은 유관 기관(부서)과의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전자자료 구독 평가 개선 노력

2021년 1월 홈페이지에 구독 중단 전자자료 28종을 공지했을 당시 구독 중단 대상의 일

부 전자자료 중 학과별 핵심 구독 저널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020년 수행한 전

자자료 구독 평가 방식의 경우 다수의 단과대학 혹은 학과에서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자료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특정 소수 학과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전자자

료의 경우 전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컸고, 실제 한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한 저널이 구독 중단 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자자료 평가 

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매년 검토하여 학과별 핵심 저널이 구독 중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

지하고 동시에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전자자료가 구독 중단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

지해야 할 것이다. 전자자료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현 시점에서 전자자료 구독 평가

는 구독 대상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업무로 매년 기존의 평가 기준이 가진 문

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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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자료 빅딜(패키지) 계약의 개선 검토

우리 도서관은 전자자료 빅딜(패키지)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자료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빅딜 계약의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료 과다 지불, OA논문 이중 지불 등이 빅딜 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우리 도서관의 빅딜 계약 현황, 장단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이용자에게 자료 이

용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 패키지 구독모델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여 낭

비 없는 전자자료 구독을 추진하고자 한다. 

◦ 2024년 ScienceDirect 구독 및 협상 준비

ScienceDirect는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고가의 품목

으로 2020년에 예산 부족으로 종량제 구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다행히 산학협력단의 예산 

지원으로 기존처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ReBase모델로 다년간(2021년~2023년) 계약

을 추진하였지만 다년 계약이 끝나는 2024년 ScienceDirect 구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

해 내부적으로는 전자자료 이용통계를 바탕으로 한 필수 저널 파악과 함께 가장 적합한 구

독 모델을 찾아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컨소시엄 관련 기관 및 출판사와 면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2021년 3월 UC와 Elsevier간의 OA 계약 체결 사례처럼 우리 대학이 

OA 전환 계약을 결정하게 된다면 출판 대상 저널, 지출 방식, APC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보이콧까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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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학술정보화 추진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은 학술정보환경 선진화를 위해 중·단기 목표를 수립

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아래 [표 12-1]과 같다.

[표 12-1] 학술정보화 중·단기 실행 과제

분야 실행과제

학술정보시스템 
Alma

•RFID 다중모듈 연동
•KERIS 및 EDDS등 외부 시스템과 연동 안정화

디스커버리 솔루션 
Primo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 향상
•디스커버리 검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 개선

홈페이지
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선(Drupal→Wordpress)
•보안강화

기관 리포지터리
S-Space

•지속적인 콘텐츠 수집 강화
•학내간행물 제출 독려
•SRnD 및 S-RIMS와의 연동을 통해 HCR 선정자의 논문을 비롯한 교내 연구
   업적물을 꾸준히 수집
•Unpaywall과 같은 사이트와 연계하여 서울대 연구자가 생산한 Open Access 
   간행물의 자동 수집 범위 확대

디지털 자원 관리
Alma-D

최근 부상하는 VR 등 새로운 콘텐츠 포맷 제공이 가능한 뷰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RFID 기반 지능형 서비스
무인로봇, 비콘, 드론 등 사물 인터넷 기반 사물 간 네트워크 연결과 응용 어플리
케이션 개발

전산 기반 장비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장비 운영
•네트워크 보안강화

스마트 미디어 도서관
미래 도서관에 걸맞는 공간 고도화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

연구업적관리
S-RIMS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콘텐츠 수집 강화
•RIMS 시스템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연구업적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지적 
   자산을 망라적으로 수집 및 보존

전자자료 구독
•대학의 안정적인 학술정보 지원 기반을 위한 규정 및 정책 마련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비례하는 간접비 예산 지원 명문화 
•전자자료 구독 평가 개선 노력 / 전자자료 빅딜(패키지) 계약의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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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미래의 도서관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다

가올 미래가 아니라 도래한 현재이며 실생활에도 많은 기술이 접목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 도서관 역시 사회 저변에 널리 퍼져 상용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

에서 향후 우리 대학의 학술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이정표를 설정하고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선도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조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지식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배경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와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 [표 12-2]와 같다. 

[표 12-2]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와 주요기술

핵심 키워드 특징

속도(Velocity)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하급수적 속도로 기술 진보

범위(Scope) 모든 나라, 모든 산업에 걸친 대대적인 산업 재편

파급효과(Impact)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 시스템의 큰 전환

주요

기술

물리학 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등

생물학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

디지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ICT와 플랫폼이 연결되는 초연결성 플랫폼 기술이 발전되며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모

바일(Mobile), 클라우드(Cloud) 등의 기술기반과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비즈

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이 토대 위에서 사회 변화가 가속화 된다. 응용기술로 O2O(Online to 

Offline), 블루투스 기술,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블록체인(Block Chain)이 등장하고 

초지능 AI가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 인지, 추론, 판단을 수행하여 점차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제2절 미래의 도서관 ● 295

   제12장 미래 도서관을 위한 제언

[표 12-3] 제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구분 핵심 기술 설명

물리학

무인운송수단 센서, 인공지능 발달로 드론, 트럭, 항공기 등 무인운송수단 활성화

3D프린팅
· 적층방식 제작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
· 의료, 자동차, 항공우주 등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 가능

로봇공학
· 센서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다양한 업무수행 가능
·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킹 발달로 인간과 밀접한 협업 가능

신소재
그래핀(Graphene)과 같은 최첨단 나노소재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두
께는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인 혁신적 소재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작고 저렴해진 센서기술 발달로 제조공정, 물류, 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
터넷 확산

블록체인
시스템

· 서로 모르는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
· 금융거래, 증명서, 의료기록 등에 적용가능

생물학 

기술

유전학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비용이 줄고 절차는 간단해짐

합성 생물학
DNA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 제작가능, 심장병, 암 등 난치병 치료에 적용 가
능

유전자 편집 인간의 성체세포 변형 및 유전자 변형 동식물을 만들 수 있음

또한 [표 12-3]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태동하고 

있으며, 곧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용화 될 전망이다.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기술을 학술정보화에 적극 접목하고 도입하여 우리 대학 학술정보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접목 분야로는 다음 [표 12-4]과 같다.

[표 12-4] 학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계획

핵심 기술 내용

무인운송수단 드론, 트럭, 항공기 등 무인 운송 수단으로 교내 도서 배달

로봇공학
•로봇과 RFID를 활용한 무인 도서 배열, 장서 점검
•무인 로봇 기반 24시간 정보서비스센터 운영

크리에이티브
공간

이용자 창의 미디어 공간 고도화

빅데이터 이용자 맞춤형 학술정보 추천 서비스, 검색 서비스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전산장비 운영

사물인터넷
•비콘 기반 도서 위치 안내 서비스
•음성인식 도서 검색

블록체인
시스템

학내 지적 생산물에 NFT를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

모바일 중앙도서관 통합 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



296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위에서 살펴본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떠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활용

클라우드 기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으로 미래 도

서관 서비스 기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6) 우리 도서관은 Alma, Primo 

시스템의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클라우드 기반의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2-1] 미래 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활용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관심 키워드 기반 추천 도서, 대

출이력 기반 추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 세계 연구자의 이용통계를 분석하여 최

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논문 및 전공 분야별 최신 SCI 논문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추천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우리 도서관은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서비스의 중심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

는 도서, 논문 등의 이용통계를 비롯하여 방대한 학술정보의 메타데이터 등으로 향후 연구 

46)  “The future belongs to Clou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SDS, last modified Jun 26, 2018, accessed June 10, 2021, https://

www.esds.co.in/blog/future-belongs-cloud-artificial-intelligence/#sthash.76a3G6V1.d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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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 환경을 분석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다.47) 따라서 연구에 활용 가 

능한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고 공개함으로써 데이터 포털로서의 기능을 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적, 대외 활동 등과 연계한다

면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원을 추천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의 커리큘럼 서비스를 기획해볼 수 있다.48)

2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도서관에

서는 정보자원을 교환하거나 학내 연구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할 수 있다.49)

[그림 12-2] 미래 도서관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미소장 자료에 대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원문복사 및 상호대

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복사·상호대차 서비스는 저작권 법 제31조에 따라 제공

하고 있으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금지되어 있다. 향후 블

록체인 시스템을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디지

털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여 보다 쉽게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

47)  “Keeping Up With... Big Data,”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cessed June 10, 2021, http://www.ala.org/acrl/

publications/keeping_up_with/big_data.

48)  “Will You Graduate? Ask Big Data,” Nexis Uni, last modified Feb 2, 2017, accessed June 10, 2021, https://advance.lexis.com/

api/document?collection=news&id=urn:contentItem:5MSK-VYC1-JBG3-64VW-00000-00&context=1516831.

49)  “Blockchain in Libraries,” The Chain, accessed June 10, 2021, https://vocal.media/theChain/blockchain-in-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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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을 중심으로 상

호대차 비용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다. 상호대차 결제 시스템에 각 

국의 기관은 자국의 화폐로 상호대차 바우처를 결제하고 기관 간에 발생하는 상호대차 비용

은 하나의 표준화된 거래 방식으로 지불한다면 현재 기관 간 해외 송금에 따른 비용과 시간

을 절감할 수 있다.50)

블록체인은 데이터와 해시 값을 같이 분산 저장하고, 데이터 복제 시에는 해시 값 비교를 

통해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학내간행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학내 연구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서비스할 수 있다.51)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전자

파일로 수집하고 있는 학내간행물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학내에서 발간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논문집, 백서, 연보 등이다. 특히 학위논문은 특허 출

원과 연구자의 연구 성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규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

인 시스템을 통해 학내간행물을 수집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연구의 최신성과 고유성을 입증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문헌, 대학사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의 위험성이 있어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범위와 보존에 간극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반이 된다면, 디지털 콘

텐츠의 원본을 증명할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52)

3   모바일 플랫폼 활용

우리 도서관은 모바일 중심의 정보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

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전자정보 서비스를 총 망라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

이다.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은 시설예약 앱에 한정되어 있으나 도서관 서비

스 중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구현한 통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50)  “Blockchain and the future of libraries: an interview with Sandra Hirsh and Susan Alman,” An initiativ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ccessed June 10, 2021, http://www.ala.org/tools/article/future-libraries/blockchain-and-future-libraries-

interview-sandra-hirsh-and-susan-alman.

51)  Matthew  B.  Hoy, “An Introduction to the Blockchain and Its Implications for Libraries and Medicine,”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 (2017): 273-9.

52)  “Banking Is Only The Beginning: 58 Big Industries Blockchain Could Transform,” CB Insights, last modified Mar 3, 2021, access

 ed June 10, 2021,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industries-disrupted-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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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으로 Primo 연동을 통한 보유 학술자원 검색, My Library 연동을 통

한 각종 도서관 서비스 신청 및 진행 상황 확인, 보유 학술자원 간편 열람 등과 함께 기존 공

간 예약 기능도 통합하여 구현할 것이다.  

모바일 앱 메인화면에는 소통기능을 강조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뉴스 피드형으로 구

성하고 여기에 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여러 SNS 채널을 연동하여 YouTube, Facebook 등에 

게시글을 올리면 모바일 앱에서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덧붙여 현재 홈페이

지에서 운영중인 챗봇을 삽입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도서관 관련

한 요청사항을 앱을 통해 알림으로써 구성원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 구축한 양질의 학술정보콘텐츠를 모바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콘텐츠 열람 기능을 추가하여 우리 도서관이 직접 구축한 학술행사 동영상 등 보유 콘텐츠

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가 기능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NFC 기능을 활용해 

도서관 창구에 오지 않더라도 도서관 안에만 있으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자가 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대출 기능과 서고마다 비콘을 설치하여 모바일 앱과 통신할 수 있게 함으

로써 도서 검색 내비게이션을 구동해 서가 단위까지 이용자를 안내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   로봇 활용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분야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로봇이다. 인공

지능, 센서 등의 발달로 로봇의 활용 분야가 크게 넓어지고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의 제조원

가가 저렴해지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서도 점차 상용화된 로봇이 등장할 전망

이다.

로봇의 도서관 활용에 관한 국내외 사례53)를 살펴보면 아래 [표 12-5], [표 12-6]과 같다.

53)  김경철, “도서관에서 로봇 활용에 대한 사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8 (2020):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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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국내 도서관의 로봇 도입 사례

용도 직무영역 기능 도입기관 제품명 개발업체 도입시기

이용자 
서비스용

정보자료 
서비스

시설안내
SW코딩교육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마중이 퓨처로봇 2017

도서관안내 
자료검색
전시해설

국립중앙 도서관 큐아이
IBRICKS 
컨소시엄

2019

도서관안내 
교육·학습
자료검색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큐아이
IBRICKS 
컨소시엄

2019

사서업무
보조용 정보자료 

관리

장서점검
여수

이순신도서관
Aurora Senserbot 2019

업무
보조

자료이동
예스24
부산점

어라운드
(AROUND)

네이버랩스 2017

[표 12-6] 국외 도서관의 로봇 도입 사례

용도
직무

영역
기능 도입기관 제품명 개발업체

도입

시기

이용자 
서비스용

문화
· 

평생
교육

서비스

교육용 로봇
미국 Westport 

공공도서관
NAO

Evolution

SoftBank 
 Robotics 

(舊 Aldebaran 
Robotics)

2014

정보
자료 

서비스

안내 및 
도서검색 

로봇

일본 에도가와
구립 시노자키 도서관

(江戸川区立 篠崎図書館様)
Pepper      SoftBank Robotics 2015

독일 TH Wildau
대학도서관

Pepper SoftBank Robotics 2016

도서위치 안
내

헬싱키 중앙도서관
MiR 200
(Veera)

Mobile Industrial 
Robots

2019

사서업무 
보조용

 

정보자료 
관리

장서 오배가 
점검 로봇

중국 난징대학교 도서관
(南京大學校圖書館)

Tuke(图客) 
스마트 북
인벤토리 

로봇

Tooker 2015

중국 텐진대학교 도서관
(天津大學校圖書館)

Zhitu(智图) 텐진대학교 2019

장서점검

싱가폴
국립도서관

Aurora Senserbot 2016

일본 후나바시·서도서관 

(船橋市·西圖書館)
AI蔵書点検

システム

liberaware 
(무인항공기 (Drone)

기반)
2020

반납도서
자동이송

싱가폴
국립도서관

Mobile
Bookdrop

Doog 2017

물류 로봇 헬싱키 중앙도서관
MiR 200
(Veera)

Mobile Industrial
Robots

2019

착용형 
로봇 기반
화물이동

쓰쿠바시립 중앙도서관
(筑波市立中央圖書館)

Hybrid 
Assistive 

Limb
Cyberdy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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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서 배가 로봇 투커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공공도

서관에 시범 투입되어 운영중인 도서 배가 로봇 투커는 폐관 이후에 도서를 정리한다. 난징

(南京)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신기술 국가중점실험실 천리쥔(陈力军) 교수팀과 난징대학 도

서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로봇은 도서관의 도서 정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너무 크

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되었다.54) 

[그림 12-3] 도서 배가 로봇 투커

이 로봇은 사물인터넷(IoT) 감지,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이동 등의 기술과 RFID 

기술을 융합하여 도서 내에 부착된 칩의 위치를 인식하여 정확하게 도서를 정리할 수 있다. 

이 로봇은 360도 무사각지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책장 사이를 양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으

며 동시에 자가적응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갖췄다. 이를 통해 암흑 속에서도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로봇은 매일 야간 시간에 도서관이 폐관된 이후 자동으로 도서 정리 업무를 

시작하며, 정리가 완료된 이후 도서관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정리 데이터와 보고서를 발송한

다. 이를 통해 도서 정리 효율과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투커 로봇 한 대의 평균 대당 처리 능력을 수치화하면 2만 책의 도서를 정리할 수 있

으며 하룻밤에 약 19만 책을 정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 로봇을 고도화시켜 이용자가 도서

관에 가지 않고도 대여하고 싶은 책을 골라 투커 로봇에게 전송하면 이 로봇이 책을 찾아 선

54)  “中 도서관 로봇, ‘폐관 후 야간에 도서 정리’,” 로봇신문, 2020년 7월 10일 수정, 2021년 6월 10일 접속, https://www.irobot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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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올려놓고 이후 분류 로봇, 물류 로봇이 드론과 연합하여 집으로 배송해줄 수도 있다. 중

국 공공도서관에서 먼저 적용된 이 정리 로봇은 점진적으로 난징대학교, 우한대학교 등 여

러 대학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도서관도 제7장에 기술한 것처럼 이러한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기술로 소장하

고 있는 모든 장서에 RFID칩 부착을 완료하였다. 2021년 현재 관악캠퍼스 소장 단행본은 약 

130만 책으로 본관 8개의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향후 무인 도서 배가 로봇 도입을 통해 

도서 배열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에 많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12.3. 결언

역사적으로 도서관은 ‘인류지식의 총체적인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

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 정보의 유형과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55) 따라서 우리 도

서관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술변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문화 및 환경의 변화

를 인지하고 이를 통한 기회 및 위험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서관의 미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대응전략을 세워보

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및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도서관이 역동적인 

연구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 자원의 관리이다. 디지털 정보 리소스는 연구자의 연구 및 학습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디지털 리소스를 수집 및 개발

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기관 리포지터리의 꾸준한 개발이다. 디지털 기술은 지식 공유를 위한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하여 기관에서 생산한 지식을 글로벌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관 

리포지터리 콘텐츠의 확대와 공유는 연구지원 허브로서의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이다.

55)  한희정, 박태연, 서진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 (2018): 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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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다.56) 이를 통해 도서관은 연

구자들 사이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연구지원 기관

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역할 강화 인식

을 통해 학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예산 지원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산사서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언급 했듯이 도서관전산화 이후 4명으로 운영되었

던 도서관 소속 전산직원은 2021년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서버 운영을 최소화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을 둘러싼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 장기적인 학술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전산사서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술데이터 거버넌스 도서관, 지능형 정보융합도서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자 한다. 

앞으로 디지털 자원 및 기술의 변화는 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글로벌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대폭 향상시켜왔으며, 대학도서관은 신

속하고 지속적인 기술 변화를 도서관 서비스와 기능에 접목시켜 이용자의 교육, 학습, 연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은 연구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 자세로 수용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56)  Raysh Thomas, “Future of Academic Librar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cholarly Research Journal for Humanity Science 

& English Language』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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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2012. 6. 15.

최종변경일 2021. 5. 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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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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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연령확인(만19세 이상 이용), 분쟁조정을 위

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

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학칙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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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방

법, 보유근거,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홈페이지 
도서관 

회원정보

필수 : 이름, 대표개인번호, 개인번호(학번/직번),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이용자신분, 휴대전

화번호, 학과/부서, 휴·복학 상태
선택 : 관악구거주여부, 기타연락처, 반환계좌정
보(계좌번호, 예금주), 우편번호, 자택전화번호, 

사진, 주소, 직장전화번호

내부시스템 
연계,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

팩스

 「대학도서
관진흥법」 
제7조(대학
도서관의 
업무 등)

준
영구

Alma
도서관 대출

관리
회원정보

필수 : 이름, 대표개인번호, 개인번호(학번/직번), 
생년월일, 이메일, 이용자신분, 휴대전화번호, 학

과/부서, 휴·복학 상태
선택 : 기타연락처, 우편번호, 자택전화번호, 주

소, 직장전화번호, 연체료

내부시스템 연계 

 「대학도서
관진흥법」 
제7조(대학
도서관의 
업무 등)

준
영구

※ 개인정보파일의 자세한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서울대학교’ 입력 후 조회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 주소, 쿠키, 방문 일시, 불량 이용 기록 등의 서비스 이용 기록, 기

기정보가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 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

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

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쿠키 설정 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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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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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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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체 담당

자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위탁 항목 기타

ExLibris
클라우드 

기반 도서 대
출 관리

한국지사
070-8254-6542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필수: 대표개인번호, 개인
정보(학번/직번), 생년월일, 
이용자신분, 학과/부서, 전
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

메일, 이름

이전 국가 : 
싱가포르

EPASS
희망도서

신청
기술연구소

02-2081-1868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이름, 개인정보(학번/직번), 
신분, 학과/부서

희망도서 
신청자만 

해당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시스템
(dCollection) 

운영 지원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053-714-0114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이름, 학번,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학위논문 
제출자만 

해당

㈜
아르고

넷

연구업적
관리시스템
(S-RIMS) 운

영지원

아르고넷
042-864-1436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사번, 이메일, 직급, 학과
전임교원만 

해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의 범위·

목적 및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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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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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

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

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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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요구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관리’ 메뉴 내에서 가능하며, 삭제 및 처

리정지 요구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제44

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절차에 따라 요청 가능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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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

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반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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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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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

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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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

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접속지, 접속자, 수행내역, 접속일시)을 최소 6개월 이

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 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사무국장
- 전화번호 : 880-5092
- 이메일 :  privacy@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임보안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담당자 : 행정지원팀장
- 전화번호 : 880-5281
- 이메일 : libit@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보안업무담당자

- 담당부서 :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담당자 : 정보보안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880-5312
- 이메일 : libit@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업무담당자

- 담당부서 :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담당자 : 개인정보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880-5567
- 이메일 : libit@snu.ac.kr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정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_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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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_2012.8.

� 개정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_2017.5.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

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minwon) 

4.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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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전자파일 납본 지침(제정 예정)

제정 예정 2021. 하반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

하기 위한 자체 내규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자료의 범위) ①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개정

(2020.12.2. 시행)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2021.2. 졸업) 이후 석·박사 학위논문 전자파

일을 납본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저작자로부터 납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납본한다.

 ③ 온라인 학위논문 제출시스템에서 서울대학교 워터마크 등을 포함하여 최종 변환 완료

된 단일 원문 PDF파일을 1부 납본한다.

제3조(납본 시기) ① 학위논문 공개유보(비공개) 및 정정제출 신청 등을 감안하여, 학위수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납본한다.

 ② 공개유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공개유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납본한다.

제4조(납본 방법) ① 납본 대상 자료 목록 및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한 공문을 납본 대상 기관

에 발송후,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전자메일로 별도 전송한다.

 ② 납본 완료후 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령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처리) 납본 완료후 공개유보 및 정정제출, 납본 동의 철회 등의 변경 사유가 발



   부록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화 관련 지침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전자파일 납본 지침(제정 예정) ● 317

생한 경우, 지체 없이 납본 기관에 해당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

여야 한다.

제6조(기타) 서울대학교 기관 리포지터리(S-Space)로의 학위논문 원문파일 등록 시점은 본 

지침에 의한 납본이 완료된 이후로 한다.

< 부 칙 >

본 지침은 0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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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    령    증

� 자 료 명: 서울대학교 20___학년도 ___학기(20___년 __월 졸업)

 석·박사 학위논문 전자파일

� 수    량

   

박사학위논문 점

석사학위논문 점

계 점

    상기 자료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기관(부서): 

� 담 당 자:    직급                    성명                    (인)

    연 락 처: 

� 수 령 일:    20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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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간행물(인쇄·전자) 구독 지침 

시행일 2016. 06. 14.

최종변경일 2019. 03. 27.

제1조(목적 및 기본원칙) ① 이 지침은 연속간행물(인쇄 및 전자) 자료 구독의 일관성과 균

형있는 장서개발 및 구독비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 연속간행물의 구독은 장기적인 예산 투입과 학문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최종 구독 선정 및 중단 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20조, 「서울대학교 중

앙도서관 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연속간행물의 정의는 정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발간

되는 인쇄 및 전자자료로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학술지, 프로시딩, 트랜잭션, 학회지, 

E-Journal, Database, e-Learning (동영상자료)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구독 절차) ① 연속간행물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매년 구독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선

정제외’에 속하는 경우 구독을 중단한다.

 ② 연속간행물의 신규 구독 신청은 「학술지·전자자료 구독 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단

과대학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전자자료의 시범서비스 신청은 「학술지 ·전자자료 구독 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단

과대학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분관도서관에서 소장·관리하는 학술지의 구독대상 리스트는 중앙도서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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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정 기준) ① 중앙도서관은 당해연도 신규 구독신청 자료 및 구독 자료에 대한 구독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다음 해에 구독할 자료를 선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한다. 

1. 내용 및 주제분야: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및 연구 관련 주제를 포함한다.

2. 중요도 및 가치: 관련 학과 및 주제분야 연구자의 의견, 출판사의 명성 등 정성적인 평

가 요소와 함께 Web of Science, Scopus, KCI 등재 여부 및 Impact Factor와 같은 객관

적인 지표를 고려한다. 

3. 구독 조건: 전자자료의 경우 구독기간이 끝난 후 아카이브 제공 여부, 구독유지 조건, 

멀티캠퍼스 서비스 제공 여부, 동시 이용자 수 제한 여부, 벤더의 전문성 등에 대한 조건을 

검토한다. 

4. 이용 통계: 원문이용 건 수, 검색 건 수, 원문 이용 건 당 비용, 검색 건 당 비용, turnaway 

건 수, 이용추세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5. 중복 구독 여부: 학술지와 E-Journal을 중복으로 구독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가 중복

되는 경우 E-Journal을 우선적으로 구독한다. 단, 학술지가 아카이브가 제공되지 않는 

E-Journal과 중복되는 경우,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에 의해 학술지를 구독유지 해야하는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oreign Information Research Center) 구독자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대체 가능성 : 구독 자료가 연구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한다. 도서관에

서 구독중인 다른 자료로 상당부분 대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7. 기타 부가 기능 : 전자자료의 경우 인터페이스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고, 학외접

속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이용 교육 등의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시범서비스는 제공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 및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제3조 ②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아카이브는 구매를 위한 특별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아니면 신규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구입시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최종 구독 선정된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단과대학에 공문으로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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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독기관 분담) 연속간행물의 주제, 성격 및 이용 대상 등에 따라 기관별로 분담하여 

구독한다. 

① 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독한다. 

1. 다수의 학과(부) 주제가 융·복합된 자료

2. 분관도서관이 없는 학문 및 주제분야

3. 색인 · 초록 · 인용 등 서지자료와 교양 · 어학 · 사전 · 지도 · 통계자료 등의 참고자료

② 분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독한다. 

1. 분관도서관 관련 학문 및 주제분야로 분관도서관 구성원이 주 이용 대상인 자료

2. 분관도서관의 특정 구성원만 이용하는 자료

③ 다음의 자료는 해당 학과에서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부학과 또는 특정 전공분야 구성원만 이용하는 자료

2. 가격 $1,000 이하의 자료

④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가격, 계약조건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리한 기관

에서 구독한다. 

제6조 (선정 제외) ① 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정제외할 수 있다. 

1. 구독적정성 평가를 통해 선별된 구독 중단 대상자료

2. 예산 부족으로 신규 자료 구독이 불가한 경우

3. 연구과제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에만 이용하는 자료

4. 이용자가 극히 제한되어 문헌복사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

5. 타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소장학술지

6.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 월 평균 다운로드 10건 이하, 또는 전년 대비 이용률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선정 제외가 최종 결정된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단과대학에 공문

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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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전자자료 구독 신청서

항     목 신청 사항

신 청 자*

신청자 소속*

신청 유형*  □ 신규 구독 신청       □ 시범서비스 신청

자 료 명*  

ISSN

(학술지인 경우)

제 공 사

자료 유형  □ 학술지(저널)          □ 학술DB(저널패키지)

자료 형태*  □ 인쇄                 □ 전자

주제 분야

구독 금액(1년)*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용     도 □ 수업용   □ 연구용  □ 기타(                   )

 * 필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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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도서관 네트워크 관리 지침 

시행일 2021. 04.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전산망 운영지침」 및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네트워크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중앙도서관 네트워크와 이에 연결된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네트워크와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 및 네트워

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그 범위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네트워크란 중앙도서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스위

치,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2. 학술정보시스템이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온라인 서비스 및 이

에 연결된 업무용 프로그램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네트워크 담당자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전산망 담

당자로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네트워크 사용자는 중앙도서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네트워크 담당자는 네트워크 장비와 이를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구성을 관리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중앙도서관 네트워크 대역 IP 및 포트와 도메인을 관리한다.

2. 네트워크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설정을 지원한다.

3. 서울대학교 캠퍼스전산망에서 중앙도서관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스위치 및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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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아웃렛, 무선AP 등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지원한다.

제5조(접근 통제) 네트워크 담당자는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도서관 네트워

크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1. 보안성 검증을 통과한 장비만 네트워크 연결 허가를 승인하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성 강화를 필한 후 재검증을 받도록 한다.

2. IP를 부여하는 경우 승인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허가되지 않은 IP의 사용은 통제하여야 

하며 인가된 사용자와 기기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불필요한 네트워크 포트와 서비스를 제거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4. 침입차단시스템과 ACL(Access Control List) 설정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활용

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 점검) ① 네트워크 담당자는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 점

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이를 학술정보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와 학술정보시스템 계정 현행화

2. 네트워크 사용자 PC 보안관리 실태 점검

3. 제7조의 네트워크 사용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 점검

② 네트워크 담당자는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거나 취약점이 발

견된 학술정보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수 사항) 네트워크 사용자는 업무용으로만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며 네트워크 사

용을 위해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장비를 새로 도입하여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네트워크 담당자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장비 도입 시 제공되는 초기값을 변경하여야 하며, 시스템 설치 목적의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해제(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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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용으로 발급받은 학술정보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4.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의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를 유지

한다.

5. 업무 외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와 이용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공유 폴더를 삭제한다.

6. 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네트워크 및 학술정보시스템의 접근이 불필요해진 경우에

는 네트워크 담당자와 해당 학술정보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접근권한을 반납하여야 한

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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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술정보시스템 지원 지침 

시행일 2007. 08. 22. 

개정 2007. 09. 05.

최종변경일 2016. 11.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규정」제26조2항에 따라 학내 전 기관의 소장 학술 자료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학내 학과 및 연구소 자

료실(이하 “자료실”)에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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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화 관련 지침

5.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술정보시스템 지원 지침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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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자

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조사 기간 중 중앙도서관에 신청한다.

② 학술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료실은 별지 제2서식의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학

술정보시스템 사용 서약서’ 및 별지 제3서식의 ‘학과 및 연구소 자료실 안내 페이지 신청

서’를 작성하여 중앙도서관에 신청한다.

제5조(선정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지원 시 각 대학별, 기관별 균

등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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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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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

보시스템 사용 서약서’를 작성하여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은 기관장 책임 하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이를 중앙도서관에 공

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중앙도서관이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교육에 참

석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보조 인력 활용 시 학술정보시스템 사용 일지, 소장자료 관리 등 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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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추후 중앙도서관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자료실에 대한 일반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중앙도서관에 공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적용 표준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 포맷은 MARC21(서양서)과 KORMARC(국내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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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자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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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문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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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은 

통보 후 반납 처리할 수 있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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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분

 사서 (   )  비사서 (  )

 ※ 비사서인 경우

 행정직원 (  ) 조교 (  ) 자체직원 (  ) 봉사학생 (  )

 일용직 (  )   기타 (          )

 ※ 실제로 목록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자

 행정직원 (  ) 조교 (  ) 자체직원 (  ) 봉사학생 (  )

 일용직 (  )   기타 (          )    

DB 구축 기관 여부  기구축기관 (   )  미구축기관 (  )

학술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목록시스템 (  ) 대출시스템 (  ) 사용안함 (  )

    ※ 대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자 서비스 범위는?

    학과소속 (  ) 학내소속 (  ) 기타 (            )

소장된 총장서수  단행본(   종     책)   연속간행물(   종    책) 

신청대상자료

단행본①
연속간행물

제본도서②

연속간행물

미제본도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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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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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템을 사용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시스템 사용 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일체의 정보를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인식하  

여 임의적으로 변경·삭제하지 않으며,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9

조에 따라 본인 및 기관이 배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본  인)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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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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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대출 :

 복사 :

이용시간
 평일 :

 공휴일 :

자료실 위치 및 지도  주소 :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FAX :

기타
※ 위의 항목외 특별하게 자료실 이용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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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행사 VOD 서비스 운영 지침

시행일 2012. 02. 23.

개정 2018. 05. 01.

최종변경일 2021. 03.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술행사”라 함은 서울대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회의, 워크숍, 강연

회, 발표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 

②“서비스”라 함은 학술행사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인터

넷을 통해 이용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촬영 기준)  ① 관장이 촬영을 승인하는 학술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적인 학술행사

2) 세계적 석학, 사회저명인사, 각 분야의 전문가 강연

3) 대학 본부 주최 또는 주관 행사

4) 도서관 주최 또는 주관 행사

5) 대학 구성원을 위한 각종 안내 및 교육

6) 기타 학교사로서 기록이 필요하거나 학교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 1회당 촬영 가능한 동영상 분량은 1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기관에서 연

간 7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1회당 120분, 연간 720분을 초과하는 행사 및 연차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은 행

사 전 도서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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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촬영 일정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촬영 신청) ① 행사 촬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당해 학술행사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별

지 제1서식의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 신청서’에 날인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서식의 ‘학술행사 동영상 서비스 동의서’를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의 방법과 범위) ① 촬영 및 편집을 마친 학술행사 콘텐츠는 도서관 홈페이지

를 통해 서비스되며, 발표자의 동의에 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식 SNS 계정에 게재

될 수 있다.

② 서비스의 범위는 전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서비스 동영상 파일은 학술·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제 및 재전

송을 금한다.

제6조(동영상 파일의 관리) ① 학술행사 동영상 파일은 도서관에서만 보존·관리하고, 학내

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학술·연구 및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동영상 파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서비스 

신청 시 별지 제1서식 신청서에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동영상 파일의 편집이 완료된 후 1주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7조(동영상 비공개 및 폐기) ① 촬영된 영상은 비공개 또는 폐기할 수 없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영상을 비공개 또는 폐기 요청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에서 촬영·편

집 비용을 일체 지불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추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등) ① 학술행사 동영상 파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표자(기관)와 도서



334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관이 공동으로 가진다. 

② 발표 내용과 제공 자료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 및 진실성 확보에 대한 책임은 주최·주

관기관에게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관리)  ① 도서관장은 서비스 운영의 보안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법규의 준수) 도서관장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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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 지침 

시행일 2007. 11. 28.

최종변경일 2016. 06.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및 「대학원 학위논

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이하 “학위수여지침”)에 따라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온라인 제출

제2조(제출대상)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출기간)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 합격 

이후 논문 책자 제출 전까지 온라인으로 원문 파일을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위수여

지침 제15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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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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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문언어

제5조(원문 파일 등록)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석사·

박사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문 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서 제출) 학위수여지침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위논문을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제출 대상자는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제출)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Certificate of Thesis Submission)’를 각 대학(원) 교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원문 파일과 논문 책자 제출 완료 시 출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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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공표한다.

제9조(공표 유보) 학위수여지침 제16조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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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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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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한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없이 서비스한다. 

제4장 저작권 관리

제11조(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 정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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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파일

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원문 파일 제공 

제12조(워터마크 적용)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워터마크를 원문파일에 삽입하여, 

인쇄 시에 서울대 로고가 보이도록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38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백서 2017-2020

[별지 제1호 서식]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교가 다음
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석사 □  /            박사 □

학     과

학     번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3. 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을 준수하며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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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위논문 원문 파일 제공 신청서

본인은 「저작권법」 제16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는 학위논문 원문 PDF 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공 신청합니다.

제공받은 파일은 신청 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
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작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 화 번 호

신청 상세

논  문  명

학       과

학       위

학위수여연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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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 지침(개정 예정)

시행일 2007. 11. 28.

변경예정일 2021. 하반기(예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및 「대학원 학위논

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이하 “학위수여지침”)에 따라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및 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온라인 제출

제2조(제출대상)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를 대

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기간) ①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 합격 이

후 소정기한 내 온라인으로 원문 파일을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7항에 의하여 개명으로 인해 학적이 변경된 경우 제출 논문을 

교체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7항에 의하여 제출 논문에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

는 경우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출방법)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작성 요령」 에 따라 작성된 원문 파일을  「온라인 학위논문 제출 매뉴얼」에 따라 중앙도서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정보 입력) 온라인 제출 시 다음과 같이 논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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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목(한글, 외국어) 

2. 저자명(한글, 외국어) 

3. 주요어 

4. 초록(한글, 외국어) 

5. 목차 

6. 지도교수명 

7. 학과 및 전공 

8. 본문언어

제6조(동의서 제출) 제4조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 시,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온라인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제출) ① 학위수여지침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학위논

문 제출 확인서(Certificate of Online Thesis Submission)’를 각 대학(원) 교무담당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확인서는 학위논문 원문 파일 제출 완료 시 출력할 수 있다. 단, 대출도서 연체료 

미납자는 확인서를 출력할 수 없다.

제3장 온라인 서비스

제8조(서비스 개시) 온라인 제출이 완료된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검토 확인 후, 중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유보) 학위수여지침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통보한 공표 유보 

대상 논문에 한해 유보 기간이 종료된 후 온라인 서비스한다.

제10조(서비스 범위)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서비스를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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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후 학내로 제한하여 

서비스한다. 

2.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후 서비스한다. 

3.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한 경우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없이 서비스한다. 

제4장 저작권 관리

제11조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적용) 서울대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 정

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서비스한다.

1. 콘텐츠의 복사, 붙여넣기 기능 제한 

2. 콘텐츠의 발행연도(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보기, 인쇄, 저장 기능 제한 

3. 이용 장소(도서관내, 학내, 학외)에 따라 보기, 인쇄, 저장 기능 제한 

4. 저장한 파일 복사 방지(USB 등 보조이동매체에 복사 후 다른 PC에서 사용 불가) 

5. 저장한 PC에서는 7일간만 사용 가능

제12조 (워터마크 적용)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워터마크를 원문파일에 삽입하여, 

인쇄 시에 서울대 로고가 보이도록 한다.

제13조 (원문 파일 제공) 학위논문 원문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작자로부터 원문 이용(복제·전송·배포)에 대한 동의를 받고 CCL을 적용한 경우 

2. 저작자 본인이 ‘학위논문 원문 파일 제공 온라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한 경우 

3. 국회 등 정부 기관에서 인사 검증 등의 목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요청한 경우 

< 부 칙 >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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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온라인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교가 다음
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석사 □  /            박사 □

학     과

학     번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3. 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여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

며, 이후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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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위논문 원문 파일 제공 온라인 신청서

본인은 「저작권법」 제16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보유·관리하

고 있는 학위논문 원문 PDF 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공 신청합니다.

제공받은 파일은 신청 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
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작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 화 번 호

신청 상세

논  문  명

학       과

학       위

학위수여연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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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 변환 매핑테이블

Rosetta Label Rosetta Value Alma-D Field Description

Access Rights 
(DCTERMS)

IE.dcterms.
accessRights

dcterms:accessRights
Access 
Rights 관련 
주기사항

AccessRights 
Policy ID (IE)

IE.accessRightsPolicy.
policyId

dc:rights

Alternative 
(DCTERMS)

IE.dcterms.alternative

dcterms:alternative
Rosetta fields both 'Title - Alternative 
(DC)' and 'Alternative (DCTERMS)' 
should be mapped to the same field 
'dcterms:alternative'

Alternative 
Title

Collections ID
IE.Collection.
collectionId

dc:relation with the prefix 'ROSETTA'
Example:
Rosetta Collection ID: 213815672
Alma dc:relations with the prefix: 
ROSETTA213815672

Relation

Contributor 
(DC)

IE.dc.contributor dc:contributor Contributor

Contributor - ORG 
(DC)

IE.dc.contributor.
vCard.ORG

dc:contributor
(No merge required)

Contributor

Coverage 
(DC)

IE.dc.coverage dc:coverage Coverage

Coverage - Spatial 
(DC)

IE.dc.coverage.
dcterms.spatial

dcterms:spatial Spatial

Coverage - 
Temporal (DC)

IE.dc.coverage.
dcterms.temporal

dcterms:temporal Temporal

Date (DC) IE.dc.date dc:date Date

Description (DC) IE.dc.description dc: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 
Abstract (DC)

IE.dc.description.
dcterms.abstract

dcterms:abstract Abstract

Description - 
Keywords (DC)

IE.dc.description.
snuterms.keywords

dc:subject 
(No Prefix required)

Subject

Description - 
Table Of Contents 
(DC)

IE.dc.description.
dcterms.tableOfContents

When the Rosetta collection is MedMat, 
then map to dcterms:rightsHolder. Else 
map to dcterms:tableOfContents

Table Of 
Contents

File Original Name
FILE.general
FileCharacteristics.
fileOriginalName

dc:identifier
After loading, remove dc:identifier field 
from the Alma DC record only when the 
data starts with 'file://':
Example: <dc:identifier>fi
le://00659787_01787405_10001.jpg</
dc: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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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tta Label Rosetta Value Alma-D Field Description

Format (DC) IE.dc.format dc:format Format

IE PID
IE.internalIdentifier.
internalIdentifierType.PID

Map to both fields dc:identifier AND 
dcterms:subject with the prefix 
'ROSETTA'
Example:
Rosetta IE PID: IE1234567
Alma dc:identifier: ROSETTAIE1234567
Alma dcterms:subject: 
ROSETTAIE1234567

Identifier

Identifier (DC) IE.dc.identifier
dcterms:identifier
(No Prefix required)

Identifier

Identifier - ISBN 
(DC)

IE.dc.identifier.dcterms.
ISBN

dc:identifier (dcterms:ISBN)
Identifier 
ISBN

Identifier - ISSN 
(DC)

IE.dc.identifier.dcterms.
ISSN

dc:identifier (dcterms:ISSN)
Identifier 
ISSN

Is Format Of 
(DCTERMS)

IE.dcterms.isFormatOf dcterms:isFormatOf Is Format Of

Is Part Of 
(DCTERMS)

IE.dcterms.isPartOf
Do not map this field. Instead, map 
Rosetta field 'Relation - Is Part Of (DC)' 
to Alma 'dcterms:isPartOf'.

Language (DC) IE.dc.language dc:language Language

Publisher (DC) IE.dc.publisher dc:publisher Publisher

Relation - Is Part 
Of (DC)

IE.dc.relation.dcterms.
isPartOf

dcterms:isPartOf Is Part Of

Relation - Is 
Replaced By (DC)

IE.dc.relation.dcterms.
isReplacedBy

dcterms:isReplacedBy
Is Replaced 
By

Relation - Is 
Version Of (DC)

IE.dc.relation.dcterms.
isVersionOf

dcterms:isVersionOf Is Version Of

Relation - 
Replaces (DC)

IE.dc.relation.dcterms.
replaces

dcterms:replaces Replaces

Source (DC) IE.dc.source dc:source Source

Subject (DC) IE.dc.subject

When the Rosetta collections are 
MedMat and AgriMat, and its data starts 
with 'SRC', then do not map. Else map 
to dc:subject

Subject

Subject - DDC 
(DC)

IE.dc.subject.dcterms.
DDC

dc:subject (dcterms:DDC)
Subject 
DDC

Subject - MESH 
(DC)

IE.dc.subject.dcterms.
MESH

When the data contains a value '(null)' 
or '#N/A', then do not map. Else map to 
dc:subject (dcterms:MESH)

Subjec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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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tta Label Rosetta Value Alma-D Field Description

Subject - NLMC 
(DC)

IE.dc.subject.snuterms.
NLMC

When the data contains a value '(null)' 
or '#N/A', then do not map. Else map to 
dc:subject with the prefix '(NLMC).
Exmaple:
Rosetta: WG201
Alma: (NLMC)WG201

Subject

Subject - UMLS 
(DC)

IE.dc.subject.snuterms.
UMLS

dc:subject with the prefix '(UMLS)'
Exmaple:
Rosetta: C0700276 
Alma: (UMLS)C0700276

Subject

Title (DC) IE.dc.title dc:title Title

Title - Alternative 
(DC)

IE.dc.title.dcterms.
alternative

dcterms:alternative 
Rosetta fields both 'Title - Alternative 
(DC)' and 'Alternative (DCTERMS)' 
should be mapped to the same field 
'dcterms:alternative'

Alternative 
Title

Type (DC) IE.dc.type

Map to both fields 'dc:type' without 
prefix AND 'dcterms:subject' with the 
prefix 'SNUTYPE^'.
Example:
Rosetta Type: 학술행사
Alma dc:type: 학술행사
Alma dcterms:subject: SNUTYPE^학술행
사
Note: A mark '^' stands for a space.

Type

IE Entity Type 　 dcterms: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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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정보시스템 개발 연혁

1989 09•학술정보 전산화 장ㆍ단기계획 수립

1991 01•SOLARS 개발 계획 수립

1992 03•출입통제시스템 설치

1994 10•주전산기(TANDEM) 도입

1995
02•SOLARS 시스템 가동

- 수서, 목록, 검색, 대출, 연속간행물, 

분담목록, 장서관리시스템

1997 02•SOLARS Windows 버전 개발

1998
03•캠퍼스종합목록시스템 가동

11•학과및연구소데이터베이스 구축 

2002

09•SOLARS II 시스템가동

- 단행본수서, 연간물, 목록, 기증교환,

검색, 대출, 장서관리, 상호대차, 

기사색인, 도서관리서비스

2003 

02•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시스템 가동

05•전자도서관 시스템 가동

11•인터넷디스크 서비스 개시

12•프락시 서비스(KINS개발) 가동 

2004

02•도서관 안내 플래시 서비스  

03•학부생 인터넷디스크 서비스 확대 실시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 요청 서비스

06•학위논문 공동이용 협의회 발족(국공립대학도서관)

12•타기관 열람 의뢰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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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5•대출도서 예약서비스 가동 

06•학위논문 원문이용 통합검색 환경 구축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참여(전자도서관 전시)

11•타기관도서 대출 온라인서비스

2006

03•소장학술지 원문 서비스  

•연체료 온라인결제시스템

04•홈페이지 통합인증(SSO) 가동

06•SOLARSⅢ 시스템 가동

- 유니코드, 관내대출, SMS

- RSS, 모바일열람증, 예치금시스템

07•통합형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가동

08•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홈페이지 가동

11•졸업생 출입증 발급 및 회원제 서비스

2007

04•전자자원 링킹 솔루션(SFX)도입  

06•신규 프락시(다몬미디어) 가동

07•정리중 도서 예약 서비스 가동

•공동학습실 웹관리 시스템 가동

09•전자자원 통합 메타검색(MetaLib) 가동

•이용자참여형 웹기반 서비스(태깅 및 서평 입력)

10•도서 검색결과 문자전송(MMS) 서비스

2008

03•사이버 기증자료 기념문고 페이지 구축

11• LCD, PDP를 이용한 홍보 서비스 

12• S-SPACE 가동

2009
02•직원커뮤니티 홈페이지 운영 

•권장도서 100선 홈페이지 가동

12•아티클 레벨 추천 서비스(bx)

2010

02•리서치 가이드 웹 서비스

05•스마트폰용 모바일 열람증 시스템 개발

12•류무종가족 기부문화 홈페이지 가동

2011
02•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캠퍼스간 원문복사 온라인신청 서비스

2013 02•ISP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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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RFID 도서 관리 시스템 구축

•관정스마트 정보 시스템 가동

- 홍보 시스템, 기부자 라운지, 관정톡 서비스

- 매시스크린 영상 시스템

- 좌석배정 예약 시스템

- 멀티미디어 감상 시스템

08•Alma 시스템 가동

- 수서, 리소스, 풀필먼트, 시스템관리, 애널리틱스

•Primo 통합검색 서비스 가동

•홈페이지 재구축

- 오픈소스 CMS Drupal 도입

- 반응형 웹 적용

12•로제타 시스템 가동

2016 12•차세대 영상체험전 

2017

02•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완료

05•교수 대리 대출 서비스 실시 

09•S-Space에서의 dCollection 학위논문

       반입시스템 구축 및 가동

2018 
03•창의미디어 스페이스 오픈 

06•VR 스튜디오 오픈

2019

02•홈페이지 S-Curation 서비스 실시

•S-RIMS 시스템 구축 완료

08•Primo CJK 검색 개선

09•연구업적 분석 서비스 실시

•신착서가 서비스 실시

12•홈페이지 App 서버 이중화

2020

03•Rosetta 디지털 콘텐츠 Alma-D 이관

•참고자료 밤샘 대출 서비스 실시

•홈페이지 DB 서버 이중화

04•Alma 공용 ID 관리 강화

07•중앙도서관 메인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

08•챗봇 서비스 실시

09•Primo 검색 색인 변경(PCI → CDI)

•Primo 결과 페이지 속도 개선

•Primo 추천 데이터베이스 기능 개발

10•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웹표준 적용

11•VR 도서관 투어 서비스 개시

12•전산장비 정보화본부 코로케이션 존으로 이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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