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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발배경

• Why?

 학술정보유통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Web 기반 학술 자원 급증

- 다양한 포맷의 수많은 학술정보 생산/유통

 주제별 맞춤 학술정보 제공 필요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963003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963003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1403664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1403664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736584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736584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1681699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1681699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97848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97848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45790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45790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10482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010482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7475632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7475632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3608352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3608352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9257721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9257721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9535438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9535438
http://www.elsevier.com/locate/issn/1389128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1389128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927025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927025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364591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3645916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3601315
http://www.elsevier.com/locate/issn/036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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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발배경

• How?

텍스트 중심의 플랫폼

• 콘텐트 다양성 미비 - 서비스 효용 ↓
• 서비스 플랫폼 기능 미비 - 이용자 재방문 ↓

지속성 및 최신성 미비

• 노동집약적 - 업무 효율성 ↓
• 지속적 유지 관리 어려움

서비스 타깃 일관성 부재

• 연구, 교육, 학습 정보 혼재
• 학술적 전문성 부재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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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서비스개발배경

시스템적 자동화 구현지속성 및 최신성 확보

전문적 학술정보 엄선정보 전문성 확보

본교 학과별
세부전공 시스템 준용

서비스 주제 설정 기준

교내 연구자
(교수/대학원생 이상)

서비스 타깃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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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발배경

: 주제/전공별 특화된 학술정보를 통합 제공

주제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Subject Gateway)

•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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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요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OCW

구인
정보

Journal

Book

eBook

Journal

Article

학과/전공
동영상

공개강의
Web DB

학술대회
뉴스

연구보고서

Article

Procee
dings

eBook

News

연구
보고서

DB

학회

동영
상

Book &

 학과/전공별로 최신 학술연구자료들을 수집·분석·구성하여 맞춤형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제공

- 주제에 관련된 최신 주요 학술연구 정보들을 제공

- 주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정보원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

- 학술연구 정보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

 주기적으로 주요 최신 학술연구 정보들로 구성된 e-Newsletter를 e-mail로 제공



컴퓨터학

서비스개요

∙∙∙

학과별
학술연구정보시스템

∙∙∙

미디어학

심리학

법학

정보제공/Feedback

시스템 구축/개선

학과 담당

도서관

도서관-학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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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현황

• 4개 학과 대상 서비스(2015. 9. ~)

- Daily Update : 2,200여 개 Source, 110,000여 건 Articles

317 Sources

16,018 Articles

442 Sources

22,448 Articles

348 Sources

18,482 Articles

1,106 Sources

53,390 Articles

http://korea.libguides.com/c.php?g=144688 http://korea.libguides.com/c.php?g=169683

http://korea.libguides.com/c.php?g=145029 http://korea.libguides.com/c.php?g=148228

http://korea.libguides.com/c.php?g=148228&p=972192
http://korea.libguides.com/c.php?g=148228&p=972192
http://korea.libguides.com/c.php?g=145029
http://korea.libguides.com/c.php?g=145029
http://korea.libguides.com/c.php?g=144688
http://korea.libguides.com/c.php?g=144688
http://korea.libguides.com/c.php?g=169683
http://korea.libguides.com/c.php?g=169683
http://korea.libguides.com/c.php?g=144688
http://korea.libguides.com/c.php?g=169683
http://korea.libguides.com/c.php?g=145029
http://korea.libguides.com/c.php?g=148228


서비스구성

• Home

- 저널, 뉴스, 학회, 연구보고서,  

소장도서 등 다양한 최신정보

를 한곳에서 제공



서비스구성

• Book & eBook

- 도서관 소장도서 및 국내∙외

신간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구성

• Journal & Article

- SCI/SSCI, KCI 등재저널과 최신

논문 정보 제공



서비스구성

• 연구동향

- 국내∙외 학술 뉴스와

연구보고서 정보 제공



서비스구성

• 학회 & 학술대회

- 국내∙외 학회, 학술대회, 

논문투고 일정 정보 제공



서비스구성

• 동영상

- 공개강의 및 관련

동영상 정보와

재생 기능 제공



서비스구성

• Newsletter

- 월1회 주요 학술정보를

Newsletter 형식으로 e-mail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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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조

• 시스템 구조 (초기)

LibGuide

Data
(News, Journal,
Research Paper,
Video, etc.) Data

RSS Non-RSS

RSS Aggregator
(RSS)

BBS
(수작업)

RSS Loader

Service / 
User Interaction

Data Collection 
/ Management

Data Transport

Data

RSS
자체서버각 정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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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조

• 시스템 구조 (Crawling 추가)

LibGuide

Data

RSS Non-RSS

RSS 
Aggregator

(RSS)

BBS
(수작업)

RSS Loader

각 정보원

. . .

Crawling

Data
(News, Journal,
Research Paper,
Video, etc.)

Service / 
User Interaction

Data Collection 
/ Management

Data Transport

Data

RSS
자체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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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조

• 기존 시스템 구조의 한계

One size 

fits NONECFP

BOOK

VIDEO



시스템구조

• 시스템 구조 (현재)

연구정보
서비스

(LibGuide)

Service

Data Collection/ Management

.  .  .

신착(신간) 도서

편집기

일일
RSS 리포트

일반 사용자 사서

Newsletter
(e-mail)

신착 저널

편집기

신간

연구보고서

편집기

저널 & Article

편집기

Newsletter

편집기

저널 RSS

생성기

Data

RSS Non-RSS

Data

RSS Non-RSS

Data

RSS Non-RSS

Data

RSS

자체서버

RSS Loader

저널&Article
정보 시스템

신착(신간) 도서
정보 시스템

연구동향
정보 시스템

저널 RSS
생성 시스템

RSS 리포트
시스템

신착 저널
정보 시스템

신간연구보고서
정보 시스템

Newsletter 
작성 시스템

Data Transport

Data

Data

RSS Non-RSS

각 정보원



주요시스템

• 연구정보서비스

- 사용자에게 정보 표시, 사용자와 Interaction 처리

- LibGuide Platform 이용

초기

> LibGuide에서 제공하는 UI 그대로 사용

이슈 1) 단순 텍스트 위주로 가시성 낮음

2) 논문, 기사, 학회 등 모든 정보를 유사한

형태로 표시

현재: 

1) LibGuide Platform의 틀만 이용하고,

2) 가시성/간결성/일관성 향상 위해 자체 UI Design 및 구현

3) 각 정보 유형별 특화된 디자인 적용

4) 정보를 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스크롤 기능 구현



주요시스템

• 신간/신착 도서 정보

- 도서관, 인터넷서점의 신간(신착) 도서 정보 중 주제에 적합한 정보를 사서가 선별하여 제공

초기

> xe BBS에 HTML 형태로 수작업

이슈 1) 입력 시 HTML 지식 필요

2) 모든 정보를 직접 찾아서 입력

3) UI 변경하려면 기 입력한 모든 책에 대해

각 권마다 UI를 수정해야 함

현재: 

1) 도서관/온라인서점의 도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고, 

2) 그 중 사서가 선택한 정보를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자동 변환하여

4) 연구정보서비스에서 출력



주요시스템

• 신간/신착 도서 정보

- 시스템 동작

도서 정보 추출

도서 정보 선택

도서 정보 수정

도서 정보
저장 및 변환

도서 정보 표시



주요시스템

• Journal & Article

- SCI/SSCI 혹은 KCI 등재 Journal 목록과 Journal별 최신 Article 목록 제공

초기: 초기

> LibGuide에 HTML 형태로 수작업

이슈 1) 입력 시 HTML 지식 필요

2) UI 변경 어려움

3) Data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므로

추후 Data 활용 불가

현재

1) Journal 목록 및 정보를 JCR/KCI로부터 자동으로 가져오고, 

2) 구독 중인 저널 링크를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 추출,

3) 13개 DB에서 제공되는 저널 RSS 주소를 자동 추출하거나

4) 4개 DB에서 제공되는 저널 RSS를 자동 생성하며, 

5) 그외 저널 정보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함.



주요시스템

• Journal & Article

- 시스템 동작

Journal List
(Abbreviation and I/F)

Journal Full Title Journal Link

Article RSS 추출 Article RSS 생성 정보 통합
Journal 선별

및 Categorization
LibGuide로 전달
및 서비스 제공

추가 정보 입력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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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스템

• 연구동향

- 주요 News, 연구보고서 목록을 제공

초기

1) RSS 제공되는 정보는 TinyTiny RSS 이용

2) RSS 미제공 정보는 BBS에 입력

이슈 1) 단순 텍스트 형태로 가시성 낮음

2) 뉴스마다 제목/내용/날짜 등 표시 형태 다름

3) RSS 미제공 정보 지속성 ↓

현재

1) 사진 포함한 동향 정보를 Crawling하여 추출하거나

2) RSS 제공되는 정보를 통일된 UI 형태로 자동 변환하여

3) 연구정보서비스에서 통합하여 출력



주요시스템

• 학회 & 학술대회

- 주요 학회 및 학술대회 일정 제공

초기

> RSS 제공되는 정보를 그대로 출력

이슈 1) 단순 텍스트 형태로 가시성 낮음

2) 논문마감일/학회일/장소 등의 정보가

일부 학회에서 다른 순서로 표시됨

3) 날짜 순으로 정렬되지 않음

현재

1) 학회 정보를 Crawling하여 추출하고 이를 해석하여

2) 논문마감일/학회일/장소 정보를 통일된 형식으로 변형하고

3) 날짜 순으로 정렬하여

4) 연구정보서비스에서 남은 날짜수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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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스템

• 동영상

- TED, YouTube 등 공개강의 동영상 재생 기능 및 목록 제공

현재

1) 동영상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Crawling하여 추출하여

2) 그 목록을 통일된 UI 형식으로 만들고

3) 연구정보서비스에서 목록을 표시하고, 사용자 클릭 시 동영상 재생

초기

>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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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스템

• Newsletter

- 주요 소식 및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Newsletter 작성 및 e-메일 발송

초기

> 미제공

현재

1) Newsletter 편집기에서 뉴스레터 제작
① News, 연구보고서, Journal, 학회, 신착도서 등
유형에 맞는 정보 입력 영역이 박스 형태로 제공

② 유형별로 학술정보서비스 페이지 Link 제공

③ 사진, Link 편집 기능 제공

2) 제작한 Newsletter 이메일 발송

3) 연구정보서비스 내에서 Newsletter 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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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스템

• 서비스 안정성 향상을 위한 부가 시스템

- RSS Loade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수집•가공하여 RSS 형태로 출력한 정보를 연구정보서비스로 전달하는 시스템

return 
original RSS

QueryHandler Relay

RssParser

RssLoader

RssReFormatter

Caching Data

return
re-formatted RSS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층

Lib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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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스템

• 서비스 안정성 향상을 위한 부가 시스템

- 일일 RSS 리포트

: RSS/Crawling 정보를 자동으로 읽고, 오류 발생 여부 등을 각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

일일 RSS 리포트
(Program)

Find 
informa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

Data 
Source

Prefetch all 
information

Data Sources & Library Server

Send results
via e-mail

Librarian

> 일1회 RSS/Crawling 정보 검사 및 결과 리포트

> 다양한 정보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정보 공급 중단, 서버 접속 장애 등) 자동 감지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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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스템

• 학술 정보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가 시스템

- 저널 정보 자동 수집 시스템

: RSS 제공하지 않는 주요 Web DB의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RSS 형식으로 정보 제공

Journal 주소 입력

논문정보 RSS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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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스템

• 학술 정보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가 시스템

- 신착 저널 정보 시스템

: RSS/Crawling 정보를 매일 읽고 비교함으로써, 정보 업데이트된 저널을 파악하여 최신 순으로 정렬

사서가 최신 저널 정보 Confirm 할 수 있는 편집 기능 제공

Journal 업데이트 날짜 파악 및 정렬
(사서가 수정 및 Confirm 가능) 서비스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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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시스템

• 학술 정보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가 시스템

- 신규 연구보고서 정보 시스템

: 연구보고서 정보를 발행일 순으로 자동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사서가 최신 연구보고서 정보 Confirm 할 수 있는 편집 기능 제공

연구보고서 작성 날짜 파악 및 정렬
(사서가 수정 및 Confirm 가능) 서비스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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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