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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기술정보자료의 전산관리 System 개발 (VI)

ll.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정보자료 중에서 가장 최선 정보가 수록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학술장지 판리시스탬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잡지 구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각 Issue에 대한 체킹 기능， 입수

된 각 Issue에 대한 확인기눔을 가지눈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술잡지의 효파적

인 관리 및 연구 활용성을 높혀논 데 었다.

이 사스템을 통하여 연구자는 KAERI-NET을 통하여 최선 압수 학술잡지의

권호를 즉시 파악활 수 있고， 학술잡지 관리담당 사서는 학술잡지의 신속한

입수 및 배포， Missing Issue에 대한 관리 둥이 가능하다.

!£환 본 연구에서는 CD-Net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CD-ROM 0.8.의 채공

을 위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여 연구원들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ID.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는 학술잡지의 입수에서 배포에 이르는 관리적 측면파 연구원의

활용성을 높히기 위한 학술잡지 판라시스댐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정보유통체

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또한 CD-Net을 활용한 연구정보의 신속한 검색 및

제공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훨요한 정보제공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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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수행한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잡지 구독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2. 학술잡지 체킹시스탬 개발

3. 학술잡지 소장사항 검색시스템의 기능 향상

4. CD-Net을 통한 CD-ROM D.B. 구축방안 연구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파제률 수행한 결과는 다음파 같다.

1. 학술잡지 구독정보 관려시스템 개발올 통하여 주문에서 배포에 이르는

학술잡지 관리 파정의 효율성을 높히게 되었다.

2. 학술잡지 체킹시스댐 개발올 통하여 학술참지 각각의 Issue에 대한 체계

적인 판리가 가놓해 졌다.

3. 학술잡지 소장사항 겁색시스댐의 기능 향상을 통하여 최신입수 학술잡

지의 권호 정보를 신속하게 연구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CD-Net올 통한 CD-HOM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CD-ROM D.B.에 수록된 연구정보를 KAERI-NET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검색활 수 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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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echnic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serials-control system. Se디려 IS

the technical information materials which contain the most current

infonnation and the importance is increasing more and more. This research

is to manage serials efficiently 없d to make research availability high by

systematic han버ing of subscription information, checking and retrieval

function on 않ch issue. Researchers can identify immediately the vol. and

no. of issue received currently throughout the KAERI-NET and Se꺼als

libr뻐an is able to acquire and distribute serials promptly and manage

missing issues. The other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basis on

fast and accurate acquisition of 않ch피C머 information needed in R&D

activities throughout the research on construction methods for providing

various CD-ROM D.B. using CD-Net equipment

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high-quality information circulation system

by developing serials-control system to improve serials managemen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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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to distributing and availability on R&D and to advance in quality

of infonnation service net최ed in R&D by fast retrieval and providing of

research information with CD-Net.

The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Subscription Information System

2. Development of Checking System

3. Improvement of Serials Holding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4. Study on construction methods of CD-ROM D.B. by CD-Net

IV. Res띠않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1 Serials management process which covers from ordering to

distributing have higher efficiency by development of Subscription

Information System

2. Sys따natic control on each issue of seri떠s is achieved by

development of Serials Checking System.

3. It is possible to provide vol. and no. information of issue received

currently to researchers promptly by improvement of Seri싫s Holding

Information System.

4. Retrieval of research infonnation contained in various CD一ROM n.B.

throughout KAERI-NET is possible by res않rch on construction

methods of C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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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르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학술잡지는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접 더 커지고 있다.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연구동향 파악 및 후

속 연구의 생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채획수립 및 연구수행에 있어 학술

잡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연구 정보원 중의 하나인 학술잡지는 칸기가 매우 다양

하고， 가격의 인상률이 높고， 새로 출판되는 학술잡지의 종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환 출판되는 각 Issue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정보실이나

도서관에서 그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아지만 만족활 만한 성파를 내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술잡져 구입예산이 책정되어도 학술잡지의 가격이 인상되면 구폭종수룰 줄

이는 고육책을 써야하고 새로 출판된 중요 학술잡지를 구독하지 못하는 일도 얼

어난다. 또환 구독하는 학술잡지의 각각의 Issue에 대한 체킹 및 배열도 많은 시

칸과 인력을 들여야 가농하고， Missing Issue들에 대한 확인 및 Claim 처리도 수

행해야 한다. 또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본작업을 거쳐 서가에 배멸하고， 이용하

여야 하므로 학술잡지 관리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요소틀이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일중의 하나이다. 이에 많은 도서관들이 학술잡지의 효파적인 관리를 위

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학술잡지의 전산관리사스댐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당실에서는 ’89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는 ”기술정보자료의 천산관리시

스템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93년부터 학술잡지의 채계적인 관려률 위한 시스댐

개발에 착수하였다. ’93년에는 모든 소장학술잡지에 대한 소장사항올 검잭할 수

있는 시스댐을 개발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학술잡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 기능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93년도에 도입환 CD-Net 장비의 최적활용을 위환 구축방

안에 판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파EA의 INIS DB 및 에너지부(DOE)의 DOE



ENERGY DB, 특허정보언 CAPS DB, 미국 상무부의 NTIS, 에너지 및 환경분야

인 ENERGY & ENVffiONMENT DB둥을 도입하여 CD-Net SERVER에 장착한

후 연구자가 KAERI-NET을 통하여 접속/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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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본 론

재 I 철 학술잡칙 관랴시스댐의 개발

1. 현황분석

현재 학술잡지는 구입과 기중으로 나뉘어 연간 1，αm여종이 업수되고 있다.

학술잡지는 연구원들의 신청파 기술정보실에서의 참고도서를 바탕으로 해마다

쟁신하여 입수한다.

가. 현행 학술잡지 판리절차 분석

(1) 주문 및 구입 절차

(가) 구업 안내

본소 가술정보실에서 매년 1회에 걸쳐 구입신청이 가능한

잡지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

(나) 구입 신청

요구부서(아용자)는 요구부서(이용자)의 계정(부담)으로 잡지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소 기술정보실에 재출

(다) 신청서 취합

기술정보설에서 요구부서(이용자)의 잡지구업신청서를 취합

(라) 운영분과위원회 개최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운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훤들의 승인

올 받은 후 소장까지악 내부결재를 받는다.

(마) 주문 및 구매요구

1) 기술정보실은 요구부서에서 신청한 장지에 대해 대행사 및 출

판사에 주문 요청

2) 대행사의 Invoice에 따라 계정별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구매요

구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환다.5，아JO$ 이상은 문화

nJ



체육부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3) 국내잡지의 경우는 지출발의하여 회계파에서 지불한다.

(바) 회계 처리

회계담당부서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원인행위를 처리한 후

본소 외자파로 제출

(사) 구매

구매담당부서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계약체결

(아) 대금 지불

국외잡지의 경우 외자파늪 외환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기술

정보실로 전달하면 기술정보실에서 해당 기관으로 전달

(자) 입수후 처리

1) 체킹을 하면서 결호가 발생한 것은 메모 후 해당 대행사나 출

판사에 Claim을 한다.

2) 잡지는 각 실로 가는 것파 목차 신청활 것을 구분하고 목차 신

청리스트에 근거하여 목차를 복사한 후 각 부별 또는 실별로 배

포한다.

3) 신착잡지는 미제본 상태로 1년간 신착잡지서가에 배열하여 이

용 λl 킨 후 제본하여 제홉잡지 서가에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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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잡지 구매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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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해야 할 점

1 ，αm여종에 이르는 잡지를 정리함에 있어서 1.5인정도가 투입되어서

구매부터 입수.정리짜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작업과 단순한 일의 반

복이 상당이 많은 일이면서도， 한 호 한 호가 잘못 체크되면 압수의 여부

가 부정확하므로 보다 정확을 기해야 할 업무여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PC롤 이용하여 가격정보나 각 실의 신청사항틀만 입

력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일들은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들 학술잡

지의 업무룰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제시간에 처리하기 힘

틀다.

(2) 반복척인 성격의 행청 처리상 업무량이 너무 많다.

(3) 자료 주문사항파 현재 입수사항이 2，3충 나쉰 판계로 파악하기 어

렵다.

(4) 복본자료의 구압으로 오는 잡지가 l년이 지나면 어느 실로 가야 활

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당 리스트 분실 및 봐피)

(5) 중장기 과제로 신청하는 잡지가 많은데 계정이 열리면 실제 가

격으로 추후 채 입력하여 계정대체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많다.

(6) 결호 발생시 Claim을 낼 경우 입수 타이밍을 맞추겨도 힘들뿐더러

직접 타이평하여 출판사에 보내야 하므로 번거롭다.

(7) 잡지가 오면 입수확인 Checking 후， 체킹카드에 2차 Checking을

각 실로 가는 잡지에 한하여 따로 또 체킹하여 놓는다.

이러한 문제틀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잡지관리시스댐의 개발아 매우 필요

하다. 이 시스탬을 개발함으로서 야용자들도 각자의 PC를 통하여 가장 최

근 잡지의 입수여부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구매요구를 할 수 있고， 체킹

의 반복 횟수를 줄이며， 척절한 시기에 자동으로 Claim을 낼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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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의 입수융올 높이고， 각종 양식파 통계를 적철한 시기에 낼 수가 있

어서 업무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시스탬셜계

가. 시스댐이 갖추어야 할 기능

(1) 구독정보의 입력 및 판리기능

(2) 복본구입시 구독정보의 복수생성 기능

(3) 학술잡지 주문 및 구독갱신을 쉽게 처리하는 주문서의 출력기능

(4) 각 계정별 지출내역의 출력기능

(5) 각 대행사 및 출판사별 주문내역의 출력기능

(6) 업수된 각 Issue의 체킹거능

(7) 복본구입시 구독부서 선택 후 체킹기능

(8) 업수지연 자료의 독촉기능(Claim)

(9) 최신 입수자료를 이용자가 확인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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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일 켈계

(1) 구독정보 화일

(가) 구독정보 화일의 구조

===== =========== ~~==~=;==

Field Field Name Type Wi따h Dec

=========== ======~==

1 NO Charac않r 5

2 KUBUN Character 2

3 ACYEAR Character 4

4 NEW Character 1

5 SDATE Date 8

6 EDATE Date 8

7 FREQUENCY αlaracter 2

8 VPN Ch강ac않r 2

9 VP Character 15

10 EILAST Numeric 3

11 E2LAST Numeric 3

12 E3LAST Numeric 3

13 AGENT Character 10

14 UNIT Character 3

15 PRICE Num밍ic 12 2

16 RATE Numeric 9 2

17 WON Numeric 10

18 TWON Numeric 10

19 SUBSNO Numeric 2

20 SUBSNOl Numeric 2

21 DEPART Character 30

22 ACCOUNT Character 12

23 AMNM Ch하acter 8

24 REQNM Character 8

25 REQTEL Ch하acter 12

26 HOLDING Character 10

27 OTHER Charact앙 30
~-----------~------------------------------------------------------------------------

Total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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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훨드별 셜명

----------------------
Field Name

----------------------
NO

KUBUN

ACYEAR

NEW

SDATE

EDATE

FREQUENCY

VPN

VP

E1LAST

앓LAST

많LAST

AGENT

UNIT

PRICE

RATE

WON

TWON

SUBSNO

SUBSNOl

DEPART

ACCOUNT

AMNM
REQNM

REQTEL

HOLDING

OTHER

-------------~----------------------------------
펼 드 썰 명

------------------------------------------------
잡지 고유번호

내외자 및 압수지역

구입년도

신규여부

구독시작일

구독종료얼

간기

권호패한 변호

권호패턴

권호패턴 요소 1의 최대치

권호때턴 요소 2의 최대치

권호패턴 요소 3의 최대치

대행사 또는 출판사

확혜단위

가격

환융

원화

총구독가격

총구독부수

구독 우션순위

신청부서

계갱

계정책임자 아용

신챙자이릅

신챙자 천화번호

소장처

기타

--------------------------’‘----------------------------------------------------------

(나) 구독정보 화일의 기능

특정 학술잡지를 구입하는데 훨요한 전반적인 정보룰 수록하고 있

는 화일로서 서지정보는 갖지 않는다. 이 화일에는 잡지 고유번호， 구

업년도， 구독시작일， 구독종료일둥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간기， 권

호 패턴， 대행사(출판사)， 가격둥의 정보와 구독부수， 신청계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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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계정별 신청내역， 대주문서있어서자 풍에 판환 정보를 담고

행사별 주문내역， 총 지출내역 출력에 거본이 된다.

(2) 권호패턴 화일

(가) 구독정보 화일의 구조

----------- -------------------- ---------
DecWidthTypeField NameField

2

1

8

8

8

----------- -------------------- ---------
Character

Ch값act하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뼈
뼈
되
앓
많

1

2

3
4

5

----------------------------------------------------------------------------------
gTotal

--------------------~-------------------------------------------------------------

〈나) 필드별 컬명

--------------------------------------------------------------

명

권효패턴 번호

권호 구성 요소의 수

요소 1의 형태

요소 2의 형태

요소 3의 형태

껄t::필Field Name
----------------------

M

뼈m

앓
앓

~~~---~~~~-----------------~-------‘------------------------------~----

(다) 권호패턴 화일의 기능

이 화일은 추출된 권호패턴을 담고 있어서 구독정보 입력시 션택할

수 있다. 권호꽤턴을 구성하는 요소의 최대치틀을 가지고 체킹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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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킹정보 화일

(가) 체킹정보 화일의 구조

===== ========‘=:;= ========= =====
Field Field Name Type Width Dec

---------------------- =========
I SUBCHKKEY Character 13

2 NO Character 5

3 ACYEAR Character 4

4 SUBSNO Character 2

5 SUBSNOl Character 2

6 ISSUEYEAR Ch없'3Cter 4

7 SEQNO Numeric 3

8 VN Character 30

9 El Ch하acter 4

10 E2 Character 4

11 E3 Ch없'3Cter 4

12 OTM Character 17

13 RCODE Ch하acter 1

14 RPDATE Date 8

15 RDATE Date 8

16 COl Date 8

17 CD2 Date 8

18 CD3 Date 8

==========‘---‘========================~:====

Total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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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훨드별 젤명

----------------------
Fi밍dN없ne

----------------------
SUBCHKKEY
NO
ACYEAR
SUBSNO
SUBSNOl
ISSUEYEAR
SOON。

VN

El
E2

E3

OTM

ROODE
RPDATE
RDATE
COl
cm
CD3

---------------------------‘------------------
펼 드 껄 명

----------------------------------------------
~킹Issue 고유번호

잡지 고유번호

구독년도

총구독부수

구독 우선순위

출판년

순번

권호패턴

권호패턴 요소1의 값

권호돼턴 요소2의 값

권호때턴 요소3의 값

기타정보

압수코드

압수예갱얼

엽수일

클헤엄 일자 1

클례임 일자 2

클레엄 일자 3

----------------------------------------------------------------------------

(다) 체킹정보 화일의 기능

이 화일은 잡지의 각 Issue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SUBCHKKEY는 잡지고유번호+구독년도+총구독부수+구독우선순위로

구성되는 접근키이다. 각 Issue의 권호정보， 입수예정일， 입수일， 콜레

엄 일자 풍의 정보룰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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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면 젤계

(1) 학술잡지관리시스댐 주화면

KAERI-TIPS 학 출 잡 지 관 리 시 스 랩

1. 뻐ster File Creation: Serl.prg

2. 뻐ster Fi 1e Pa，않. Oi r훌.dbf 수정 : Ser2.prg

3. 잡지밴효 압력. 셔지사항， 소장사항 Display(Serhold.dbf, serh이뼈. idx)

4. 셔지사항 수청

5. 소장사항 수청

6. 셔지사항 및 소장사항 삭쩨

7. 신규 셔지사항 및 소장사항 추가

A. Index 초기착업

1. Subscription Information System

C. Checkir필 Information System

R. 학술잡지 소장사항 겹잭시스댐

X. 팔

션 핵 ==> •

(2) 구폭정보 관리시스탬 주화면

[ t=마이크휴 -+n~ 1건 ]

JNL NO. : 01356
Ti tie: 마이크로소프트웨어

V없. Form: 따소

Frequ빼cy: M
뻐b. Place: 셔율

Publ isher: (주)정보시대

No : 01356 입수: ‘jk 휘체년: 1994 신규: 0 시작: 94.01. 01 종료: 94.12.31 깐기: m
VP No: 3 VP형태: V. N. 요소1최대: O 요소2최대: 12 요소3최대: 0
대뱅，출판: 운정 화혜: W 가격: 72 ， 000.때 환율: 1. 00 원: 72.000
부수: 5 순셔: I 과째(부셔) : 노심l분야 계쟁: 8껑12

째쟁잭업자: 빽주현 신청자: 김진미 천확: 2215 Loc. 노섭l분야

기타:

[ Edit , Save. s &Quit , In훨rt ， Delete, Next , P(‘ev , 않neel ， Help => •
명 명:

참 초: N=no.• N(ext ), P(revious) ,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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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킹시스댐 주화면

‘JNL NO.: 00008
Tl tie: Aα::OONfS OF OIF.MICAL RES돼RQI

빠Jbrv Ttl: Ace. chell. res.

부서:화학륙생규명기슐개발ISubs. 시작: 94.01.이/대행， 출판:F，없on/간7]:m/

VN Pat. :V. N. /요소l 최해: 0/요쇼2 최대: 121요소3 최대; 0/

순번 V.N. (년) , 기타쟁보 예 쩡 알/압 수 일/톡 혹 일

9 V.21, N.4(1994) 94.04.01 94.05.17
10 V.27, N.5(1994) 94.05.01 94.06.15
11 V.27, N.6(1994) 94.06.01 94.07.25
12 V.27, N.7(1994) 94.07.01 94.08.17
13 V.27 , N.8(1994) 94.08.01 94.08.31
14 V.27, N.9(1994) 94.09.01 94.11.02
15 V.27. N.IO(I994) 94.10.01
16 V.27. N.l1(1994) 94.11. 01

Receive+순번， 뻐하 fy+순번， Claim+순번. Next. PreviωS ， Qui t ==) ••
명 명:

참 초: N각10. , N(ext). P(reviα15). Q(uit)

(4) 복본엽수 자료 선택화변

‘JNl‘ NO. : 01356
Title: 마이격루소ne쩨어

Var Form: 마소

Subscription 푸셔 (최종입수 ISSUE) Slψscription 부셔 (최종업추 ISSUE)

1 노섬1붐야 (V.12. N.l1(1994»
2 원천총합'DB (V.12 , N.l1(1994»
3 원걷훈천공학분야 (V.12. N.l1(1994»
4 천산운영 (V.12 , N.11(1994»
5 기슐쟁보실 (V.12 , N.l1(1994»

션택하시오 ==) • (종료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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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결과 Full Infonnation Display 출력 화면

[ t=acr 1건 ]

JNL 에O. : 0008
Title: Aα::aUNTS OF α표MICAL RESE때대.

Abbπ Ttl: Ace. chem. res.
Is:월: 0001-4842
벼찌휠mge: 앙19lish

FI핵uency: Monthly
Pub1is뼈r: A뾰rican α\emical Society

소장 =)20[1987] +

[선착 입수 청보 있숨! ! I 확인 ==) • (YIN)

명 령:

참 죠: N=No. , N(ext ), P(revious) Q(uit)

(6) 신착업수 정보 확인 화면

[ t =acr 1 건 ]

JNI. NO. Ace. 랴\em. res.
Ti tle: Ace겠JN1’S OF α표:Ml CAL RES다RQI.

Abbπ Ttl: Ace. eham. res.
ISSN: 0001-4842

순밴 V.N. (년). 기타갱보 예 정 일/입 수 일/톡 혹 일

9 V.27, N.4(1994) 94.04.01 94.05.17
10 V.27, N.5(1994) 94.05.01 94.06.15
11 V.27, N.6(1994) 94.06.01 94.07.25 .
12 V.27, N.7(1994) 94.07.01 94.08.17
13 V.27, N.8(1994) 94.08.01 94.08.31
14 V.27, N.9(1994) 94.09.01 94.11.02
15 V.27, N.IO(1994} 94.10.01 . .
16 V.27, N.ll(1994) 94.11. 01

Next , Previous , Quit ==) ••

명 명:

참 초: N각10. , N(ext ), P( revious) ,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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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탬 개요도

技術%훌훌훌훌혐뺨理 TσfAL SYsrEM

(α)S Level) Acquisition System Acquisition

Database

!톨術훌훌훌￡

흩f *￥
Microfiche

單行本， 報告홈

(000 level)

UNIX Level)

!톰찌톨훌훌훌

Database

학슐 잡지 소장 사항

검색 시스햄

학슐잡지 관리시스댐

Cataloging System

單行本， 훌좁톰

Database

Circulation System

Microfich뻐e

D매at떠abase

Retrieval System

KAERI -NET I FDDI , Ether‘net , TCP/IP

소내 User Group I I 훌Jf'휩!훌." 훌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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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랩 개발

가. 시스탬 개발환청

(1) Host Computer

(가) 기종 및 용량

- 기종 : OROM 486 ULTRA PLUS

-M려n Memory: 64Mb.

- Hard Disk : 3Gb.

-T하nun머 : 16 Ports

- Backup Tape : 250 Mh.

- EISA SCSI DISK Cache Controller

(나) 호스트 컴퓨터 구성도 (그렴 2.9)

(다) Host Computer의 S!W

1) 운영체제

- seo UNIX V. 3.2 Release 2

2) 웅용 SIW

- seo FoxBASE+ V. 2.10

3) TCPJn>

- SCO TCP/lP V. 3.2 Release 2

(2) 이용자 환경

(가) KAERI-NET 접속 이용자 환경

- mM PC Compatible

- CPU : Intel 386SX 이상

- Main Memory : 640KB 이상

- 한글 : KSSM 조합형

- Network BID : NE2000

- Network S/W : NCSA Telnet, TOTAI.. TCP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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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l-뾰r ， 연구천산방 캡숙 이용자

Ethernet , TCP/IP

CPU : 180486 Main Memory 64MB

DX33째Jz /

8kCa다'Ie ( 4MB * 16)

20 MIPS

없ckup Tape Di sk Cache Controller ( 16MB )

Capa.: 250 뼈 Disk 1 Di sk 2 Disk 3

1GB 1 GB 1 GB

Direct Terminal Port

( 16 Port )

.. . .....

기술정보실 천용 Terminal ( PC )

: 업푸용. 이용자 검색용

T
DRaM

(나) 기술정보실 내부 전용 Tenninal 환경

- IBM PC Compatible

- CPU : Intel 286 이상

-M머n Memory : 640KB 이상

- 한글 : KSSM 조합형

- Emulator: TG-Multi (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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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개발 개요도

기슐정보실

( ‘ 94년 깨밸)

구톡갱보 관리시스랩

1. 구톡 부셔

2. 구톡 가격

3. 공급쳐
4. 북붙 입수 관러

구톡갱보 0.8.

( ’ 94년 개발)

학슐잡지 쩨킹시스탬

1. 압수된 모든 권효 쳐러

p=녁 2. 북본 입수 처리

3. 입수얘혹 권효 자동생생

4. 떼이타수갱

튜=녁| 쩨캠청보 0.8.

다. 주요 모률의 개발

학술잡지소장사항

겁 잭 시 스댐

( ’93년 개발)

{ ’ 94년 수갱)

KAERI-NE1’

연 구 원

소장정보 D.B.

( ’ 93년 구혹)

(1) 구독정보 관려시스탬

(가) 구독정보 관리시스템의 기능

1) 구독정보 입력 대상 자료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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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독정보와 입력 기능

3) 구독정보의 저장(Save ， save &Q띠t) 가능

4) Record Insert 기능

5) Record Delete 기눔

6) 앞 Record 이동 (Prev.) 기능

7) 다음 Record 이폼 (Next) 기농

8) 취소기능

9) 권호 패턴 선택 도움기능

(나) 주요 프로그램 절명

1) SERI.PRG : 구독정보 관리시스템의 초기 프로그램이다. 작업

자의 비밀번호를 확인한다.

2) SUBI.PRG : 구톡정보 입력대상 자료의 검색을 위환 초기 프

로그랩이다.

3) SRETl1.PRG : 검색을 수행한다.

4) SRETl1FD.PRG : 검색결과의 확인

5) SER31.PRG : 서지사항 출력

6) SUBINF.PRG : 구독정보 입력을 위한 주 프로그램

7) SUBVAR.PRG : 구독정보 입력에 필요한 변수선언

8) SUBINF1.PRG : 설제 구독정보를 GET하는 프로그랩

9) SUBIEXTR.PRG : 한건의 구독정보를 변수로 저장

10) SUBlREPL.PRG : 변수로 저장된 환건의 구독정보를 구독 정

보 화일에 저장

11) SUBIERROR.PRG : 구독정보 저장시 데이타 Error 체크

12) SUBll-IELP.PRG : 권호 패턴 선택을 위한 도움 화면

(2) 학술잡지 체킹시스탬

-20-



(가) 확술잡지 체킹사스댐의 기능

1) 체킹작업 대상자료의 검색 기능

2) 검색된 자료의 서지사항 및 구독정보 출력 기능

3) 체킹정보 예측 및 자동생성 기능

4) 업수표시 기능

5) 체킹정보 수정 기능

6) 클레임 기능

7) 앞 화면 이동 기능

8) 다음 화면 이동 기능

(나) 주요 프로그햄 젤명

1) SERC.PRG : 학슐잡지 체킹시스템의 초기 프로그랩이다. 작업

자의 비밀번호를 확인한다.

2) SUBC.PRG : 체킹대상 자료의 검색을 위한 초기 프로그램이다.

3) SRETll.PRG : 겁색을 수행한다.

4) SRETllFD.PRG : 검색된 결과를 확인한다.

5) SER31SMP.PRG : 서지사항의 출력

6) SUBCHK.PRG : 구독부수가 1부이면 체킹작업으로 가고， 여러

부이면 구톡부서를 선태환 후 체킹작업을 수행한다.

7) SUBCHKPRE.PRG : 여러부서에서 구독하눈 경우 각 부서별

최신 입수분 출력

8) SUBCHKl.PRG : 체킹할 자료의 구독정보를 출력하고， 초기의

체킹정보룰 예측하여 출력한다. 만약 체킹정보가 있으면 마지막

체킹정보를 출력한다.

9) SUBCHKPUB.PRG : 체킹작업에 펼요한 변수를 선언한다.

10) SUBCHKIDIS.PRG : 체킹 데이타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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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UBCHK11.PRG : 입수예측데이타 3개 생성

12) SUBCHKEXTR.PRG : 한건의 체킹갱보를 변수로 저장

13) SUBCHKREPL.PRG : 변수로 저장왼 체킹정보를 체킹화일에

저장

14) SUBCHKVN.PRG : VN 필드 내용 생성

15) SUBCHKRP.PRG : 입수예측일 껴l산 및 저장

16) SUBCHKINP.PRG : 체킹정보의 전후 화면 이동 프로그랩

17) SUBCHK1R.PRG : 체킹데이타의 업수표시 처리 프로그랩

18) SUBCHKIM.PRG : 체킹 데이타의 수정 프로그햄

19) SUBCHKlC.PRG : 체킹데이타의 클레임 표시 프로그램

(3) 소장사항 검색시스댐의 추가 모률

(가) 추가 모률의 기능

1) 신착 엽수정보 있음 확인 기농

2) 신착 압수갱보 출력 기농

3) 신착 엽수정보 앞 화면 이동 기능

4) 선착 엽수청보 다음 화면 이동 기능

(나) 주요 프로그램 설명

1) SER3NEW.PRG : 학술잡지 소장사항 검색시스댐에서 신착 정

보 출력을 위한 주프로그램

2) SER3NEWl.PRG : 화딴에 신착정보를 출력하는 프로그랩

3) SUBCHKPUB.PRG : 체킹작업에 필요한 변수를 선언한다.

4) SUBCHKlDIS.PRG : 체킹 데이타 디스플레이

5) SUBCHKEXTR.PRG : 한건의 체캉정보를 변수로 저장

4. 시스템 개발의 효과

본 학술잡치 관리시스댐 개발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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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학술갑지 구독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판리가 가능해 졌다. 특히 복본

구입 학술잡지의 처리가 용이해 졌다.

나. 학술창지 주문 및 구독갱신이 용이해 졌다.

다. 각 계정별， 대행사 및 출판사별 주문내역의 출력으로 주문현황의 파악

이 용이해 졌다.

라. 입수된 각 Issue에 대한 개별적인 체킹으로 입수율 측정이나 콜레염이

용이하다.

마. 복본구입시 구독부서 선택 후 체킹하는 기농으로 인하여 복본 구업잡

지 체킹의 난첩올 해결하였다.

바. 최신 입수자료률 이용자가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최신 업수 Issue

의 활용성을 높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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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CD ‘ Net 구축 연구

1. CD-Net의 구축 배경

현채 기술정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CD-ROM DB로는 IN1S 퍼EA， NTIS, E

& E, DOE Energy 및 US Patent DB를 확보하고 있다. 가존에 이들 CD-ROM

DB에 대한 검색은 stand-alone 컴퓨터에 검색 전문 요원을 뚜어 서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용자가 검색 요구가 있을시는 겨술정보설(열랍실)로 와

서 검색을 해야 하고， 순변을 기다려야 하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Internet을 통해 데이타 뱅크의 DB를 검잭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 있어서 많

은 부담을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LAN의 확산과 더불어 CD-ROM을 이용한 DB 구축， 각종 소프트훼어

개발의 증가와 이를 사용하는 대학， 도서판， 과학단지， 기업뜰이 중가 추세여서

기존의 방식으로 CD-ROM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품제첨을 가지계 되었다. 그래

서 LAN상애서 CD-ROM을 공유하여 여러 사용자가 검씩을 쉽게 활 수 있다는

자체는 커다란 매력이 아낼 수 없다.

CD‘Net은 LAN상에서 성능에 거의 구애받지 않으면서 CD-ROM DB을 공유

할 수 있는 효파적인 방법으로 최대 128개의 CD-ROM 드라이브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하지딴 stand-alone 방식의 CD-ROM DB 운영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와

중가시 비용이 비싸고， 드라이브의 추가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LAN

장에서 각종 CD-ROM DB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단점은 보환이 되고，

LAN에 접속된 이용자는 누구든지 쉽게 검색하며 훤하는 정보를 업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CD-Net의 구축 방법 및 환경

CD-Net올 구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저가 있다.

가. 펴 어 투 며 어 네트워크 접속(Peer to Peer Network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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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et 서버 하드쐐어 및 소프트훼어가 [Figure 1]파 같이 네트워크 화

일 서벼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CD-Net 서배에 부탱이

가눔한 다스캘에 존재하여 부탱이 된후 바로 착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체

척으로는 하나의 CD-ROM 드라이브를 하드디스크로 대체하여 서버 소프트

웨어는 하드디스크에 존재한다. 서버 소프트웨어의 유일한 역할은 CD-ROM

데이타의 사용에 대한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다. NebNork File Seπer에는 각

총 CD-ROM DB의 검 색 소프트웨어 및 LAN MANAGER SERVER용 소프

트웨어가 셜쳐되어 었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리는 Network File Server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현재 기술정보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나. SCSI Connected CD-Net S앙ver for Netware NLM Implementation

이 방식은 네트워크가 Novell Netware 3.11 이나 그 이후의 버전에서 가능

한 방식 이 다. CD-Net 서버 하드웨어 타워들은 SCSI올 기반으로 하는 서브

시스댐으로서 Netware 화일 서버에 직접 연결된다. CD-Net 서배 소프트훼

어는 NLM으로서 화일 서버에 로드된다. 그래서 Netware 화일 서벼에 접근

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CD-Net 서버 타워에 존재하는 CD-ROM 어플리케

이션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이에 대환 그림은 [Figure 2]를 참조하기 바란

다.

다. CD-Net 구축 환경

Network File Server와 CD-Net 서버로 구성되는데 각 서버의 구축 환경

은 다음파 같다.

(l) Network File Server의 환경

CPU : Intel 486 50 MHZ

RAM :8MB

Cache MemOlY :

하드디스크 : 170 MB

-Zj-



운영체제 : OS/22.1

네트워크 운영체제 (NOS) : MS Lan Manager Server 2.2

L뻐 카드 : En여e 16 AT

(2) CD-Net 서버 구축 환경

CPU : Micronics CPU 50 MHz

RAM: 16 ME

Cache M밍nory : 256 KB

하드디스크 : 200 MB

운영체제 : MS-DOS 6.0

CD-Net 8/W : 1 세트

CD-ROM 드라이브 수 :28

Lan 카드 : En떠e 16 AT

3. CD-Net의 기대 효과

K.AERI-NET에 접속된 이용자는 간탄한 소프트훼어의 껄치만으로 CD-Net의

각종 DB들을 검색할 수가 있다. 현재 똥0여 곳의 PC에 접속 이용 중어며 앞으로

도 이용 추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CD-Net의 거대 효과로는 전용선이나 Internet

올 통해 해외 데이타 뱅크의 DB를 사용할 때 드는 시간과 버용에 있어서 엄청난

철감 효파를 가질 수 있다는 갱이다.

4. CD-Net의 향후 방향

CD-ROM DB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먼저 Network File Server를 거

치고 거기에서 Screen Menu를 통해 웬하는 CD-ROM DB의 선택 빛 검색 소프

트웨어률 실행사키면 실제적으로 CD-Net 서벼의 CD-ROM DB에 접근하게 된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나 Network File S하ver에 로드가 집중되어 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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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검색시 성능이 약갇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야용자의 PC에 직접 검씩 소프트웨어 및

Screen Menu를 껄치할 계획에 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용자의 디스크 용량을

10 메가 바이트 정도 차지하므로 꺼리는 01용자가 있올 수도 았다. 그렬 경우는

그 이용자는 Network File Server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CD-Net

를 동시에 접근하는 이용자 수를 2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서버에 대한 각각

의 성능을 Pentium 급으로 Upgrade 하면 성능에 영향올 받지 않고 이용자가 원

하는 양질의 서비스롤 제공해 줄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에 28대

의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정보실에서 가지는 CD-ROM의 수와

비교해 볼 때 부쭉한 실정야고 또한 CD-ROM DB에 대한 이용 추세를 감안할

때 28대 정도의 드라이브 수가 더 훨요하다.

또한 현재 LAN MANAGER SERVER에서 제공하논 통계에 관련된 부분이 취

약해서 기술정보실에서 원하는 통계의 산출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한 개선

으로 훤하는 홍계의 산출을 위한 프로그랭의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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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3 장결 료ε
'--

불 파채는 연구개발 활동에 펼요한 고품질의 정보유통체제 구축이라는 전제하

에 청보자원으로서 그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학술잡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시스댐을 개발하고 CD-Net을 이용하여 CD-ROM DB 정보를 신속하께 제공하

는 방안에 판한 연구룰 수행하였다.

학술잡지 관리시스템은 학술잡져의 성격상 다양한 칸기， 권호 패턴둥으로 인하

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대상이기는 하나 시스템 개발의 효과 또환 큰 분야이

다. 구독쟁보를 체계척으로 관리하고 각 issue에 대한 철저환 체킹을 수행하고，

체킹된 정보를 연구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댐을 개발함으로써 학술잡지

판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 활용성을 높히게 되었다.

CD-Net 구축에 판환 연구는 여러가지 CD-ROM DB틀올 연구훤들이

KAERI-NET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연구기술정

보 제공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켰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잡지 구독정보 판리시스댐 개발을 통하여 주문에서 배포에 이르는 학술

잡지 판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혀게 되었다.

2. 학술잡지 체킹사스템 개발을 통하여 학술잡지 각각의 Issue에 대한 체계적

인 판리가 가능해 졌다.

3. 학술잡지 소장사항 검색시스댐의 기놓 향상을 통하여 최선입수 학술잡지의

권호정보를 신속하게 연구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CD-Net을 통한 CD-ROM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환

CD-ROM DB에 수록된 연구정보룰 KAERI-NET을 이용하여 신속하제 검

색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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