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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지나고 이제 201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처 내

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술정보처는 정보와 지식을 보

존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요 업무

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산 서비스를 구축하

여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학술정보처는 지식 전달 

및 창출을 포함하는 학술활동, 그리고 학사 및 행정 업무 활동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일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장서 확보 및 

최신 IT기술이 적용된 첨단 도서관으로의 성장, 학교의 모든 주요 기록물

을 활용이 편리한 형태로 보존, 학사 업무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산 서비

스의 개발과 연구 및 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전산 서비스 제공, 초고속 통

신망 구축 및 사이버 침해로부터의 완벽한 정보보호, 교육 및 각종 학교 

행사에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

습니다. 정보 및 통신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사회는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우리 환경에 맞게 

승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활기차고 즐거

운 학술정보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처에서 한 일들을 정리해 보고, 올 한 해 새롭게 추

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본 Annual Report를 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술정보처가 카이스트의 대동맥과 브레인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학술정보처가 되겠습니다

학술정보처장 김명호

 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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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개발팀

기록관리팀

IT개발팀

정보통신팀

미디어지원팀 

  학술정보처는 KAIST 구성원들이 학술정

보와 행정정보를 원활하게 생산, 유통,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심장과 척추와 같

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및 관

련 연구자들은 도서관을 통해 수집되고 가공

된 전 세계의 다양한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

으며, 교내에 설치된 유·무선 네트워크와 각

종 시스템 등 최첨단 정보 인프라를 이용해 학

사 및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학술

정보처는 이러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술정보운

영팀, 학술정보개발팀, 기록관리팀이 있는 도

서관과 IT개발팀, 정보통신팀, 미디어지원팀

으로 이뤄진 IT지원부서 두 부문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E9
중앙도서관

E11 
창의학습관

N2 
학술정보처

 학술정보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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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ALENDAR

1 전 캠퍼스자동패치서비스(PMS)

생명의 전화(#8282) 서비스

백신자동설치서비스(VMS)

05

19

25

2 KI빌딩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구축 (~5)

KAIST-ICC도서관 통합 전자도서관서비스 오픈

04

07

학과 웹서버보안을 위한 웹방화벽 설치 및 관제 실시

Homepage - 웹 접근성‘A’Class 선정 (조선일보, 이코노미-plus)

신입직원 정보보안교육

신입직원 전자문서교육

03

04

11

16

3

베스트셀러 및 추천도서 서비스 시행 (도서관 홈페이지) 

KI 예약시스템 오픈

iLibrary(개인화전자도서관) 시범서비스 오픈

Qook Bookcafe 사업을 위한 KT MOU 체결

국가보안과제 보안 컨설팅 (~22)

01

01

09

20

21

북아트 전시회 & 북바인딩 체험행사 (~4)

부서보안담당자 보안USB 지급

KAIST 공용시스템 보안/성능 ISP 최종보고

(국ㆍ영문) 학사 CAIS 2.0 오픈

연중 무휴 24시간 도서반납서비스 시행 (무인반납기 설치)

03

20

22

24

25

휴학생 도서대출 및 원문제공서비스 시행

교내비상전화기 7개소 설치 (~14)

인공위성연구센터 나로호 발사 관련 네트워크 지원

국회디지털포럼 및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 참가

01

07

07

14

2010년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 (~23)

연구비 인증제 서비스 실시

01

01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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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을지연습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19)

웹 팩스서비스 시행

모바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KT MOU체결

01

16

18

23

영상카페 오픈 (교양분관 1층)

모바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2010년 스마트폰 S/W 경진대회

SJR&SNIP 서비스 시행 (도서관 홈페이지)

01

06

27

04

10

11

20

도서관 트위터 및 북리뷰 블로그(K-책갈피) 오픈

제증명 자동발급기 Upgrade

그룹 스터디룸 오픈 (중앙도서관 4층)

Mail Storage 용량 확장 (10TB) 및 성능개선

KAIST 연구업적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 완료

ICC 기록보존실 오픈

학사 KAIPA Renewal 오픈

KAIST 학술정보 원문DB 구축 사업(2010년) 완료

KAIST 학술정보 검색기능 개선사업 완료

중앙도서관 CCTV 설치

02

19

29

30

30

30

기록물 DB구축 4차 사업 완료 (42만면)

KAIST 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우수)

2010년 하반기 교직원 정보보안교육 실시

매체보안관리시스템 도입 (행정부서)

부서평가 “학술정보개발팀” 우수부서 선정

지식경제부 RCMS 적용 서비스 실시

Mobile Mail 서비스 오픈

전자문서시스템 개선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Mobile Homepage 서비스 오픈

기숙사 네트워크 구축 및 객실관리시스템 설치

01

10

10

10

10

13

22

24

24

27

29

31

8 

9

10

11

12

2010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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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최근의 정보이용 환경은 도서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포털서비스와 검색엔진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

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서비스는 정보검색의 범위와 정보량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었지만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KAIST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

반으로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

정에서 개인화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검색 환경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검색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

는 개인화된 정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구성

  iLibrary 서비스는 iLibrary Web, iLibrary Mobile Web, MyShelf 

Desktop Application, iLibrary App.(for iPhone) 등 네 개의 서브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iLibrary Web 은 개인화전자도서관의 기본 시스템으로 주요 기능을 모두 구

현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대로 PC에서 접근하는데 적합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위젯들이 첫 화면에 배치되어 관심 대상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iLibrary Mobile Web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웹 브라우징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에서 iLibrary의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따라서 휴대

용 기기의 화면크기를 고려하여 메인페이지에는 주요 서비스 아이콘을 배치하

고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량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 이용자는 iLibrary Mo-

bile Web을 통해 MyShelf에 저장된 문서를 확인하고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

는 등 언제 어디서나 iLibrary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MyShelf Desktop Application과 iLibrary App.은 이용자의 iLibrary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안된 툴이다. MyShelf Desktop Appli-

cation은 이용자 자신이 PC에 가지고 있는 문서(논문파일 등)를 iLibrary와 

나만의 전자도서관이 열린다
iLibrary 서비스 시작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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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고, 메타데이터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iLibrary 

App. 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바코드 인식을 통해 이용자가 소유한 도서를 손쉽

게 iLibrary 에 등록하고 Open Library를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자관의 전자도서관시스템과 연동하여 소장여부를 확인하고 예약신청, 도서구

입신청 등의 서비스와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기능

  iLibrary의 주요 서비스는 기존의 전자도서관 서비스와 달리 모든 서비스가 개인

의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검색서비스 중심의 소극적인 서비스에서 벗어

나 이용자 자신의 자료관리 및 활용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

  iLibrary의 My Search 기능은 기존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일반적인 검색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존의 검색시스템과는 

달리, 개인의 관심분야 또는 전공분야로 필터링하여 개인화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다. 또한 자관의 소장 자료 뿐 아니라 NDSL, Amazon, Google 등 외부자원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용자가 검색을 하지 않아

도 이용자 프로파일에 등록된 관심분야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My Shelf 기능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저작, 그리고 관심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저

장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전자도서관 서비스에서는 검색 결과 자료를 저장해 

핫 이슈

iLibrary는

개별 이용자 중심의

특화된 

신개념의

개인화전자도서관

서비스이다

PC환경에서
접근한 iLibrary 
메인화면
http://ilibrary.kaist.ac.kr



놓는 정도의 기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iLibrary의 My Shelf 기능은 소장자료 

뿐 아니라 외부자료와 웹 페이지 URL, 나

아가 PC에 저장된 논문 파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Mobile Web

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Bookmarklet을 통한 아이템 

등록 기능, My Collection에 대한 원클

릭 ‘Open Library’ 공개 기능 등을 제공

한다.  

  특별히 MyShelf Desktop Applica-

tion 시스템을 활용한 PC 파일과의 동기화 

기능 및 메타데이터 자동 정리 기능 구축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참고문헌관리 서비스

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SS 기능은 개인별 RSS 관리 및 뷰어 기

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관심 있는 정보원

들에서 제공하는 최신정보를 iLibrary 첫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징

적인 것은 사전에 주요 RSS 주소를 DB화

하여, 이용자의 프로파일에 따라 해당하는 

연구분야의 RSS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는 점이다. 관련하여 My AtoZ List 기능

은 주로 열람하는 개인의 관심저널 관리 기

능을 제공한다.

  Open Library 기능은 한 마디로 

‘KAIST 내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소

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연구실이나 개인의 소장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겠지만 Web2.0 시대

의 Long Tail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향후 

흔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

대해 본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KAIST iLibrary 서비스는 현재 iLi-

brary Web 이 시범서비스가 진행되고 있

으며 조만간 전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

다. iLibrary 서비스는 기존에 서비스되

고 있는 전자도서관과 함께 KAIST 도서

관의 주요한 정보서비스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결국은 이용자다.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KAIST 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적

이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

이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 속

에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수 많은 도전에 직

면해 있으며,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다. iLibrary 서비스가 이러한 변

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iLibrary는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에서 
접근한 iLibrary 

메인화면
http://m.ilibrary.kaist.ac.kr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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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2010년은 스마트폰 확산의 원년으로 여겨지는 해였

다. KAIST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이

에 IT개발팀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기존 웹서비스들에 

대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기획하였으며, 그 첫 번째가 

KAIST 웹메일 서비스와 홈페이지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아웃룩 솔루션은 설정의 불편

함과 메일 수발신기능 이외 메일 서비스의 제한적인 서

비스로 인해 메일서비스의 특성상 관리의 용이함과 사

용자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KAIST 

홈페이지에 대한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

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접근성을 강화시켜 KAIST 홍

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구성 및 주요기능

  모바일 메일서비스에서는 발송메일 관리(메일발송 관

리, 복수메일 발송 시 본인메일계정만 보여주기, 주소록 

검색), 수신메일 관리, 수신확인(수신자 메일 읽음 여부 

및 읽은 시간 조회), 메일함 관리(유형별로 메일 관리를 

위한 메일함 생성 및 유지관리), 공지사항관리(주요 변

경사항 및 안내 사항 열람)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

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 KAIST News, 

문화행사안내, 카이스트소개, 교내검색안내, 캠퍼스 

맵, 입학정보, 대학/대학원, 학사일정, 학사정보, 교내

식단, 대학생활, KAIST 홍보관, 모바일메일, 모바일

전자문서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

  모바일을 활용한 메일서비스 이용과 다양한 웹브라우

저를 활용한 메일서비스 지원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향

상시켰으며, 언제 어디서나 KAIST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이 한 층 높아지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모바일 메일서비스에서 개인 스토리지를 이

용할 수 있는 기능과 파일 첨부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

이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과

목검색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KAIST
KAIST 모바일 메일/홈페이지 서비스 오픈

핫 이슈

KAIST 홈페이지    http://kaist.ac.kr

KIAIST 모바일 홈페이지    http://m.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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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S/W 경진대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의 발굴과 스마트폰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

해 기획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 27개 팀이 참여하

였으며 아이디어, 활용성, 완성도 등의 엄격한 심

사를 거쳐 11개팀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전산학과 조영상군이 개발한 ‘딩글한글’

이 차지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쉽게 입

력할 수 있게 만든  어플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안드로이드폰 기반으로 이미 온라인상

에 3~4만명의 사용자가 있고, 현재 특허출원 중

에 있다. 금상은 시각장애인이 사운드를 듣고 스마

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운드 카메라‘와 

TV를 보면서 트위트나 문자를 보내어  자막에 올

릴 수 있는 ‘바글’ 어플이 선정되었다.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하여 상

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스마트폰을 각

각 지급했다.

배경 및 필요성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온 포탈1.0서비스(SSO

서비스)는 라이선스의 부재 및 가용성 등의 문제

로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어왔던 시스템이다. 이에 

IT개발팀에서는 2010년도 핵심 과제 사업으로 

“SSO시스템 구축”을 선정 추진하여 현재 통합 테

스트(회복테스트, 안전테스트, 강도테스트)를 진

행하고 있다. 신규 SSO시스템이 오픈되면 계정관

리 통합 창구 부재로 인한 사용자불편이 원만히 해

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성과 주요 

  Access Manager/Identity Manager 서버 

듀얼화를 통한 시스템의 핵심 권한 Policy 서버 

안정화를 꾀하였고 LDAP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듀얼화를 통한 권한정보의 빠른 Access Time 

및 빠른 Response Time을 확보하였다. 이외에, 

Proxy 서버 구성을 통한 보안성 향상과 부하 분

산을 위한 L/4 스위치를 구성하였다.

주요 기능

  통합로그인(Single Sign On), 통합가입 및 정

보변경, 사용자별 권한 및 접근제어, 소규모 서비

스를 위한 인증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S/W 경진대회 개최

한 번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Single Sign On 서비스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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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는 KAIST 인터넷 속도 개선에 대한 이

용자 요구가 특히 많은 한 해였다. 지난 몇 년간 캠

퍼스망과 기숙사망의 분리, 유무선망의 분리, (구)

ICU망과의 통합 등 네트워크 구성상의 변화가 있

었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사용자 PC마다 다양한 환경적 영향도 있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대역폭 1GB망을 꽉 

차게 통신 하고 있어 사용자단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선랜 사용자라면 무선AP에 접속

한 사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대역폭을 나눠쓰게 되

는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무선랜의 속도가 느려

졌을 것이다. 

  KAIST는 침입패턴을 감지하여 사전에 자동 차

단하는 침입탐지시스템과 보안에 위협이 되는 사

이트들이나 유해포트를 막는 것 외엔 P2P사용 등

에 대한 서비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스마트

폰 사용자의 증가도 트래픽 증가에 다소 영향을 주

고 있다. 어떤 연구실에서는 실사용자 망에서 트

래픽 플러딩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무선랜 자동 

IP주소의 부족현상을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겨주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5

년도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교육 

및 연구환경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사용자의 불만

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정보통신팀에서는 2009년도에 정보통신 

인프라 및 보안 진단을 위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도에는 차세대 네

트워크 구축 및 통합정보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계획

  2011년 3월 현재 조달입찰 공시예정이며, 4월중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세대 네트워크가 구

축 완료되면 내부 10Gigabit Ethernet망이 구

축되며 사용자 업링크 속도는 1Gigabit을 지원하

며 무선랜 및 WiFi(540Mbps) 사용에 대한 커버

리지 및 속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트래픽에 대

한 관제서비스를 강화하여 침해사고대응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11년 1월 캠퍼스망의 인터넷 속

도를 1G에서 2G속도로 업그레이드하여 트래픽

의 처리율을 향상시켰고, 차후 인터넷 서비스의 

Fairness를 보장하기위해 캠퍼스와 기숙사에 

QoS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트래픽이 폭증

하는 시간대에 사용할 경우에라도 사용자의 인터

넷 처리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더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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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과 연구노트

  1980년대 미국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볼티모어 사건’이 있다. 연구진실성 논란

을 불러온 이 사건은 저명한 과학자인 볼티모어가 동료과학자와 함께 게재한 논문의 

실험 결과가 재현되지 않아 동료과학자가 결국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이다. 그 후 10여 

년 간 논란이 지속되다 1996년 실험을 통해 증명이 이뤄지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만약 동료과학자가 연구노트를 제대로 작성하기만 했다면 아주 간단히 해결

될 일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들어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진실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연구노트 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노트지

침 마련·제공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수행의 전 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 연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

다. 이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통해

서만 관리되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를 대통령령에 의해 더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노트의 유용성

  연구노트 작성은 연구 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연구 당사자의 연구 성과 

인정과 특허 획득의 편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연구실 내의 지식을 체

연구노트 작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구노트 작성 더 편하고 안전하게
전자연구노트 인증시스템 오픈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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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

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연구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

고 있다. 

전자 연구노트시대의 개막 

  KAIST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노트를 작성

하고 있다. 대부분 종이 연구노트를 쓸 수 밖에 없는 상

황이지만 연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연구 데이터는 

디지털 자료로 생성되고 있고, 연구와 관련된 각종 자

료들도 PC를 통해 관리하는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연구과정을 온전하게 기록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기존 서면 연구노트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연구노

트를 도입하기 위해 기록관리팀은 특허청의 지원을 통

해 2009년부터 전자연구노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1년 6개월 여 간의 개발을 마치고 1개월 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친 후 지난 3월 7일부터 정식으

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작성과 제3

자의 확인 과정, 공인 인증, PDF변환까지 연구노트

의 생산과 보존 및 활용의 모든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

다.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 도구로 

MS-Word, Powerpoint, Excel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다른 곳에서 작성한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 외에 템플릿 활용기능을 

통해 연구노트 작성과 자료 정리 시 표준 양식을 세워 

실험실 내에서나 프로젝트 연구자간 연구노트 작성 체

계를 쉽게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노트 작성 및 활

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로 시스템 활

용성도 높였다. 

  교내 연구자(교수, 학생 등)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사이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핫 이슈

전자연구노트 인증시스템 메인 페이지 접근 시 화면 http://eln.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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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육 및 연구자를 위한 글로벌 지식정보 허브 구축
첨단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KAIST 자체생산 교육 연구정보 구축 및 운영

학술정보개발팀 E9 중앙도서관 113-1호

학술정보개발팀은 교육·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전자도서관시

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KAIST 자체 생산 교육·연구정보에 대한 디지털화 

및 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서비스는 물론 교육 및 연구성과 확산으로 KAIST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

당하고 있다. 

팀원 (좌측부터) : 김선희, 신은경, 이미영, 손청기, 이혜영

 문지캠퍼스 ICC도서관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오픈(2010.2.7)
 - KAIST도서관과 ICC도서관 통합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DB 통합)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검색기능 개선(2010.8.31~11.30)
 - 검색엔진 교체, 최신 검색기술 및 부가서비스 적용,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

 iLibrary(개인화전자도서관) 서비스 구축
 - 시범운영 및 개선(2010.4~5) / Mobile Web, Mobile App. 구축

 KAIST 연구업적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2010.5.3~11.2)
 - 한국연구재단의 KRI 시스템과 연계된 KAIST 교수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전자정보교외접속서비스 Upgrade           
 - Active-X 없이 OS와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서비스, 스마트폰 및 휴대폰 서비스 제공

 디지털 컨텐트(원문DB) 구축
 - 학위논문 2,701건(누계 28,654건), 연구보고서 1,931건(누계 7,142건), 연구논문 4,279건(누계 19,714건)

2010년 주요실적

 부서소개 및 2010실적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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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otal)

지식정보 e-Fulltext 구축건수

                   학위논문 2,701 건 (28,654 건)

                   연구보고서 1,931 건 (7,142 건)

                   연구논문 4,577 건 (20,012 건)

지식정보 e-Fulltext 이용

                   학위논문 36,456 건 (129,498 건)

                   연구보고서 983,433 건 (2,481,664 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접  속 510,321 건 (1,480,726 건)

                   검  색 4,148,451 건 (13,138,701 건)

                   전자원문열람 57,860 건 (136,168 건)

                   My Library 250,963 건 (760,676 건)

MetaLib 이용 54,639 건 (148,848 건)

SFX 이용

                   Requests 60,500 건 (161,031 건) 

                   Clickthroughs 45,112 건 (115,995 건)

KAIST 웨보메트릭스 세계 대학 순위

                   1월 179 위

                   7월 200 위

  ■ E-Fulltext 구축 현황

부서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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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현황

  ■ Metalib/SFX 이용현황

  ■ 웨보메트릭스 세계대학 순위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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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과 정보서비스 제공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운영팀은 변화하는 정보요구에 부응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풍부한 정보자원과 편리한 정보접근 환경 구축을 담당하며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원 (좌측위부터 시계방향) : 양기홍, 신명금, 소민호, 홍창수, 정구식, 유미화, 조증숙, 박형석, 박주성, 김서

E9 중앙도서관 105호

부서소개 및 2010실적

 학과별 수요조사를 통한 학술저널과 강의지정도서 확보

 대학생 필독도서용 동·서양고전과 베스트셀러의 이용도를 조사하여 추가 비치

 주제별 특성화를 위한 컴퓨터·전기전자분야(eBook), 도시공학분야 도서 확보

 각종 전자정보원(전자저널, Web DB)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 실시(18회)

 트위터, 플리커, 독서리뷰 블로그 서비스 시행

 동문대상 도서관 이용서비스 실시

 휴학생 도서대출 및 원문복사 서비스 시행

 교양분관 영상Cafe 오픈(DVD 1000여종, 영상실 구비)

 전자사물함 서비스(교양분관 2층)

 연중 무휴 24시간 도서반납서비스 시행(도서무인반납기 설치)

2010년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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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otal)

도서관 면적

                   중앙도서관 (10,322㎡)

                   교양분관 (6,838㎡)

도서관 열람석/스터디룸

                   중앙도서관 (421 석 / 13 실)

                   교양분관 (1,046 석 / 12 실)

자료수집

                   단행본 7,282 권 (283,845 권)

                   학위논문 1,230 권 (31,938 권)

                   연구보고서 1,870 권 (42,468 권)

                   학술저널 7,359 종 (8,856 종)

                   Web DB 17 종 (26 종)

                   eBook 2,573 종 (79,235 종)

방문자수

                   중앙도서관 433,374 명

                   교양분관 537,052 명

자료대출 161,226 권

정보유통

                   콘텐츠 공유(KSLA+OCLC) 10,698 건

                   원문제공 3,348 건

                   상호대차 60 건

Web DB 이용 교육

                   횟수 18 회

                   교육이수자 수 514 명

  ■ 자료수집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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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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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서현황

  ■ 방문자수

  ■ 자료대출

부서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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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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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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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DB구축 및 ICC 서고 구축
 - 주요 부서 행정기록물 DB구축 42만면: 자료관 탑재 활용 가능
 - (구)ICU 전자문서 DB구축 63,000건: 구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 ICC 서고 구축: ICC지하서고 환경 구축, 행정기록물 약 13,000권 서가정리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
 - 모바일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개발: m.workflow.kaist.ac.kr
 - Bilingual 프로세스 탑재: 국·영문 혼용 전자문서 번역 감수 프로세스
 - PDF 변환 기능 추가 및 검색 시스템 서비스 개선

 전자연구노트 인증시스템 구축
 - 전자연구노트 인증시스템 제작 완료: MS-Office 활용 전자연구노트 편집기 제작 및 행안부 공
    인 인증      

시스템 연동, 사용자 UI 개선

기록관리팀 E9 중앙도서관 113-2호

KAIST에서 생산하는 모든 행정 기록과 학교사 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기록관리팀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설명책임성을 구현하고, 대학의 전통을 창조하여 KAIST가 세계 초

일류 대학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록정보 활용의 중추가 되고자 한다. 

팀원 (좌측부터) : 곽수림, 김꽃님, 장용훈, 이경찬, 노시경

행정기록·학교사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전자연구노트 인증 시스템 운영 및 KAIST 출판부 운영

2010년 주요실적

부서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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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otal)

전자문서

                   기안 243,123 건 (592,398 건)

                   열람 278,523 건 (706,147 건)

종이문서

                   문서이관 3,785 건

                   문서폐기 4,346 건

                   행정기록물 전수조사 79,637 건

                   행정기록물 디지털화 현황 420,000 면 (1,300,000 면)

행정기록물 보존대상 79,637 건

                   영구 15,808 건

                   10년 19,005 건

                   5년 17,837 건

                   3년 1,946 건

                   1년 178 건

                   미지정 24,863 건

사료현황

                   박물 (186 점)

                   사료 (1,211 점)

                   신문 (822 건)

                   도서 (692 권)

                   팜플렛 (464 개)

                   사진 (243,123 장)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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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문서

  ■ 종이문서 디지털화 현황

  ■ 2010 전자문서 세부현황

부서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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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 웹 접근성 ‘A’Class 선정(조선일보, 이코노미-plus)

 KI 예약시스템 오픈

 KAIST 공용시스템 보안/성능 ISP 수립

 (국ㆍ영문) 학사 CAIS 2.0 오픈

 연구비 인증제 서비스 실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제증명 자동발급기 Upgrade

 Mail Storage 용량 확장(10TB) 및 성능개선

 학사 KAIPA Renewal 오픈

 KAIST 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

 지식경제부 RCMS 적용 서비스 실시

 (국ㆍ영문) Mobile Mail 서비스 오픈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국ㆍ영문) Mobile Homepage 서비스 오픈

IT개발팀

KAIST 내·외부 구성원, 교직원, 학생, 외부 연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구성

원간의 Value Chain의 체계적 관리 및 연계를 통한 조직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CSF(Critical Success Factor)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팀원 (좌측위부터 시계방향) : 김승연, 임범희, 윤경현, 정진훈, 김재권, 김찬우, 김진형, 심도석, 조준형, 김선영

N2 학술정보처 2층

  2010년 주요실적

스마트 워킹 Environment 와 Smart Campus 구축
IT Process 관리 및 IT Resources (H/W, S/W) 의 제공

IT 기반 Infra의 편리한 제공
IT 보안, 개인정보 및 KAIST 핵심 정보자원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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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otal)

행정시스템 서비스

                   일반비용전표 151,964 건

                   연구계획발의서 1,475 건

                   대체전표 18,705 건

                   연구비변경신청 2,223 건

                   참여연구원등록 2,079 건

                   참여연구원변경 6,258 건

                   공급자관리 25,800 건

                   연구비사전검토 53 건 

                   회계감사의견서 2 건

                   국내출장신청 34,069 건

                   국외출장신청 4,642 건

                   직접구매 74,758 건

                   구매요청 1,368 건

                   입고검수처리 512 건

                   발주승인요청 763 건

                   예산변경/추경 2 건

학사시스템 서비스

                   수강신청 257,099 건

                   성적입력 88,302 건

학사시스템 개발

                   학적부분 15 건

                   수업부분 21 건

                   성적부문 22 건

                   납입부문 8 건

부서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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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

  ■ 학사시스템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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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시스템 서비스 현황

  ■ 학적부 등록 현황

  ■ 행정시스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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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팀 N2 학술정보처 3층

KAIST의 외부세계와 통하는 통로역할인 인터넷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정보통신팀은 캠퍼스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접속, WiFi, 사용자 인증, 음성통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

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을 넘는 교육·연구 환

경 인프라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팀원 (좌측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 김용주, 이강조, 김선규, 김천진, 오민경, 윤태진, 장석현, 손형탁, 이광국

 자동패치서비스 시행
 - 웜바이러스, 좀비PC 등의 2차 피해 확산방지 및 사용자 PC의 자동화된 보안 업데이트로 PC보
    안의 취약점 최소화

 웹팩스 서비스 시행
 - 팩스 업무 자동화로 업무처리 시간 감소
 - PC를 통한 팩스 송·수신으로 시간, 인력, 종이 및 프린터 소모품 등의 예산 절감
 - 전자팩스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그린 IT 인프라 제공

 모바일 캠퍼스 활성화 추진
 - 모바일캠퍼스 구축 관련 협약(KT)
 - 모바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KT 스마트폰 특판 행사
 - 2011년 네스팟 설치 예정

 2010년 스마트폰 S/W 경진대회 개최

  2010년 주요실적

정보보안 기획 및 대응 
캠퍼스 네트워크 운영 및 음성 통신 운영

정보기술위원회 관리 

부서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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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otal)

정보보안 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 접근 허가 126 건

                   자동패치서비스(PMS) 23,100 건

                   자동백신설치수(VMS) 18,140 건

네트워크 운영

                   현장방문 및 문의조치 1,419 건

                   Web hosting/Unix 계정 41 건

                   IP Address 추가 및 변동 5,642 건

                   NIC인증 (네트워크 인증) 991 건

                   PC 유지보수 처리 1,234 건

                   네트워크 유지보수 처리 2,334 건

                   음성통신 유지보수 처리 1,980 건

침해위협 대응현황

                   웜바이러스 230 건

                   자료훼손 및 유출 4 건

                   홈페이지 위·변조 5 건

                   경유지 악용 31 건

                   서비스 거부 0 건

                   단순침입시도 0 건

  ■ 2010 정보보안 서비스 현황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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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계

PMS
23,100
(56%) 

VMS
18,140
(43%) 

정보보안시스템
접근허가
126(1%)



  ■ 네트워크 운영 현황

  ■ 2010 침해위협 대응현황

  ■ 유지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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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원팀은 Audio/Video System을 통합적 관리 운영하고 최신의 첨단 강의실 및 회의

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강의시스템을 교체 하고 있으며, 행정본관 업무회의 지원, 

A/V시스템 기술지원, 각종 행사지원 등을 통하여 KAIST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창의학습관
 - 노후 프로젝터 강의실 교체(17실 19대)
 - 터치식 MCU(Mode Control Panel) 설치(18대)

 PC 실습실 최신 컴퓨터로 교체(306호실 30대)

 E-Learning System 구축(410, 412호실)

 제1회의실
 - Web Conference System 구축
 - MIC Controller(SCM810) 교체(1대)
 - 영상카메라(EVID70) 추가 설치(1대)
 - Speaker(Mayer) 설치(2대)

 제2회의실 및 대강당
 - 영상 모니터 및 세미나실 AMP 교체(4대)

 원내 A/V설계, 구축 :  KI 빌딩, 메디컬센터, Sports Complex, 인터내셔날센터 등

  2010년 주요실적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관리
A/V 설계, 구축, 운영, 관리

창의학습관 강의, 행사 지원 및 PC관리

미디어지원팀  

팀원 (좌측부터) : 김영호, 박종학, 손훈기, 이태석

E11 창의학습관 110호

  부서 소개 및 2010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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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 지원 현황

2010 (Total)

A/V 지원

                   제1회의실 318 건

                   제2회의실 296 건

                   대강당 89 건

                   공용행사 및 기타 1,406 건

부서소개 및 2010실적

33

2010 Annual Report

 통    계

240
328 318

213 224 296

105 108 89

1,311 1,343
1,406

0

500

1,000

1,500

2008 2009 2010

제1회의실 제2회의실 대강당 공용행사 및 기타



 학술정보처 VISION 2025

학사시스템 구축

모바일캠퍼스 구축

EDW 구축

DR시스템 구축

IT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이버 정보보호 체계 확립

학술정보 확충 및 자료 Re-building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 서비스 확대

가상도서관 구축

Research Repository 구축

역사전시관 구축

통합 행정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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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 기반 학사시스템 설계 및 재구축

- 추가 요구사항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교수 측면 : 교육 및 성적 관리를 위한 편리한 정보 접근

학생 측면 : 수강현황, 졸업 이수요건 등 정확한 개별 맞춤형 정보 지원 

학사업무 측면 : 학사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1 2011~2013

- 시스템 이중화 등 보안 및 안정성 강화 

- 졸업사정 서비스 제공

- 타대학, 시험인증사이트, 은행 등 외부 시스템 연동

- 분산 서비스 통합 및 사용자 인증기능 개선

- Framework 및 시스템 설계, 재개발

- 학적, 성적 등 주요 데이터 로그 강화

- 납입, 장학 등 History 기능 개발

- 이러닝시스템, LMS 등 타시스템 연동

2 2014~2020

3 2021~2025

통합 및 개선

안정화 및 보안강화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기존 학사시스템에 없는 학사업무 서비스 추가 개발

■ 이러닝, LMS 및 외부 관련 시스템들과 데이터 연동

■ Workflow 기반의 업무관리 기능 개발

■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강화

학사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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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기 적용대상 확산, 국내·외 대학 시스템 연동, 이러  

   닝 강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학사서비스 및 행정, 메일,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 지원

신분증 및 개인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카드 없이도 
서비스 지원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편리성 제공

1 2011~2015

- 모바일 캠퍼스 안정화

- 모바일 웹메일,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신분증 기능 지원

- 모바일 행정 및 학사시스템 구축

2 2016~2020

3 2021~2025

모바일 캠퍼스 기반구축

모바일 캠퍼스 안정화

모바일 캠퍼스 고도화

■ 학사처리 및 출장처리, 휴가신청, 연구프로젝트 관리기능, 전자결재 지원

■ 모바일 학생증을 제공함으로써 도서대출 및 반납, 기숙사 출입 기능 제공

■ 모바일 기기를 통한 메일 및 홈페이지 지원

■ 내·외부 기관의 취업정보 및 교내 게시판 정보 모바일 제공 

모바일캠퍼스 구축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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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prise Mobility와 BI결합을 통한 실시간 DSS 구축

- Social Collaboration과 결합한 DSS 구축

- Strategic DSS 구축

학사, 연구, 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분석 자료의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지표(KPI)별로 자료 연계를 지원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분석 정보 도출

경영지표의 신속한 파악

1 2011~2015

- 주요 KPI를 통한 성과분석 구축

- 교육원가, 활동원가 시스템 구축

- 심화분석(Advanced Analytics) 시스템 구축

- 미래예측 Simulation 시스템 구축

- KAIST 전사 대상 요구사항 분석

- 기존 운영시스템 분석

- DW 설계 및 응용 분석

- ETL을 통한 통한 DW, DM 구축

- 경영공시, 교육통계공시 구축

- OLAP 구축을 통한 다양한 통계시스템 구축

- 학사 등 운영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DW upgrade

2 2016~2020

3 2021~2025

BI Infra

A-BI (Advanced 
Business Intelligence)

S-BI (Smart
Business Intelligence)

■ 운영시스템(operational system)으로 부터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구축

■ KPI와 연계하여 KPI별 데이터 마트(Data Mart) 구축

■ 의사결정지원 및 타대학 비교분석 통계자료 제공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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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이나 전산센터 재난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로 데이터 손실 최소화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성 유지 및 업무 연속성 보장

재난시에도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사용자들의 신뢰성 향상

1 2016~2017

- 유지보수 및 안정화

-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 DR 프로세스 및 DR 센터 구축방안 수립

- DR 시스템 구축

2 2018~2021

3 2022~2025

통합 및 개선

안정화 및 보안강화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전산실 재난시 주요 업무 복구 프로세스 수립 

■ 기존 전산실 재난시 즉시 시스템을 대체하는 백업 전산실 구축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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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및 통신 인프라 구축

- UC 고도화

- 내부망 1테라, 외부망 10G, 스마트캠퍼스구현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IT서비스 지원

   관련 부서 및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UC 및 Green-Network 달성으로 KAIST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고성능 IT인프라를 통한 KAIS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2011~2014

- UC 구축, IPV6전환,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비스

- IT 사용자 지원 센터 구축

- 데이터 센터 구축, 통합 관제실 구축

- 무선랜 전 지역 확대, 스마트폰 사용 지원

- 내부망 10G, 외부망 2G 확대 및 안정화

2 2015~2018

3 2019~2025

인프라 기반 조성

IT통합 독립 공간 확보 및
다양한 서비스 향상

인프라 고도화

■ 최신 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 최신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네트워크 인프라와 음성통신 인프라를 통합하여 UC 및 Green-Network 구축

■ 전산실, 통신실 등 전산시설을 통합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IT빌딩 확보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IT통신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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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사이버 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통한 보안 의식수준 선진화

   침해사고의 신속한 사전 대응을 통한 연구자산 보호

보안사고 감소로 인한 기관 이미지 제고

1 2011~2014

- 보안 세미나 및 교육 

- 보안사고 예방활동 

- 보안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원 

- 통합보안관제 조직 정보보호팀 구성

- 보안 관제실 및 보안장비 구축

2 2015~2020

3 2021~2025

인프라 구축

활동 강화

시스템 고도화

■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사용자 지원

■ 사이버 정보보호 체계 확립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사이버 정보보호
체계 확립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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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원 리빌딩 완료

- 교내 구성원은 물론 국내 과학기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공유장소로써의  Knowledge Hub 역할 수행

KAIST의 글로벌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

 과학기술분야의 다양하고 심층적 최신 정보자료를 확충하여 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제공
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됨

1 2011~2015

- 자료 리빌딩 계속수행(대상자료의 70%까지 리빌딩)

- 국내ㆍ외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정보원을 총 망라한 종합정  
   보제공센터 역할 수행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자원 수집

- 리빌딩 대상자료 및 추진순위 선정(이용자, 주제별, 학과별 선
  호도 조사)

- 추진대상자료 중 최우선자료를 중심으로 리빌딩 수행

- KAIST 신설학과 및 연구센터 필수자료 확보

- 정부의 핵심사업인 신성장동력분야(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린

   오션, 나노, 문화  콘텐츠 등)의 최신자료 수집

2 2016~2020

3 2021~2025

리빌딩 추진

리빌딩 계속

리빌딩 완료

■ 21세기를 선도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진외국대학과 대등한 수준의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체제 구축

■ 국ㆍ내외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심층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정보원을 수집하여 교내 구성원들에게
    과학기술 종합정보제공센터(Knowledge Hub)로서의 역할 담당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학술정보 확충 및
자료 R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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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쾌적한 학습 및 문화공간 제공으로 연구 및 교육활동 극대화

첨단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도서관의 효율적인 공간배분을 통하여 정보 이용 및 제공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 구축과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통한 대 이용자서비스 제공

유비쿼터스 환경 및 각 주제별 정보서비스관 구축

1 2011~2012

- 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 자료이전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지속

- 리모델링을 위한 컨설팅 추진 및 예산확보

- 자료이전 준비

2 2012~2015

3 2016~2025

리모델링 준비

리모델링

유지보수

■ 세계최고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연구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 지원센터  

    인 도서관의 경쟁력 강화

■ 도서관을 정보와 지식의 단순 저장고가 아닌, 진리탐구를 위한 정보 발견과 토론의 상승효과가 

    이루어지는 학술광장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 지원센터 구축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도서관 리모델링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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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가상도서관 맞춤서비스 제공

국내ㆍ외 최신 멀티미디어 학습 컨텐츠 수집 및 제공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주제별 이용자 교육 실시

주제별로 정보자원을 개발, 관리함으로써 학과 및 주제단위의 심층서비스 가능

1 2011~2015

- Science Data Service

- 고객 관계관리 서비스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 Information Commons 공간 신설  

- 교수전용 Resource & Reference 사이트 운영

- 사서 직무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도모

- 해외 대학도서관 사서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주제전문사서 양성

- 강의지원/주제전문 서비스 도입

2 2016~2020

3 2021~2025

직원 전문성 계발

지식정보서비스 창출

Out-reach service
고도화

■ 급증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서비스를 위해, 현재 도서관 업무의 대폭적인 개선

■ 각종 연구지원 및 학과별, 주제별 정보수요에 대응하게 될 주제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와 단계적인 조직 및 업무 확대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도서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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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연구를 위한 가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

- 가상공간에서 필요에 따라 생성되는 팝업도서관 서비스

- 건축물, 인체모형, 분자구조 등 다양한 3차원 객체모델 정보의 
   서비스와 이를 조합하여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교수, 학생이 물리적, 지리적 제한 없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상 토론 공간 서비스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가상도서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한 미래 교육환경을 선도

1 2011~2015

- 교수, 학생을 위한 정보 에이전트로서의 도서관 서비스

- 시맨틱 기술을 활용한 의미기반 정보 검색과 합성

- 필요를 미리 예측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

- 글로벌 정보 자원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언제 어디서나 교육, 연구 정보를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웹/앱 전자도서관서비스

- 이용자 개인 프로파일에 기반한 개인화전자도서관서비스

- 이용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용자 참여 서비스

- Multi-Campus 및 SaaS 기반 통합전자도서관서비스

- 도서위치추적, 자가 대출반납 등 RFID 기반 서비스

2 2016~2020

3 2021~2025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

가상 도서관 서비스

■ KAIST의 글로벌화 및 멀티캠퍼스화에 대비하고 가상수업 등 미래의 교육 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을 구축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가상도서관 구축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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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구축 및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 연구성과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 강의자료, 
   Working Paper 등 모든 연구결과물

기관측면 : KAIST 연구결과물의 영구 보존을 통한 지적재산의 보존 및 연구성과 확산에 따른 
KAIST 위상제고, 중복구축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연구자측면 : 연구결과물 활용 증대 및 인용횟수 증가에 따른 연구성과 확산

이용자측면 : KAIST 고품질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대 및 무료 이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1 2011~2012 - 시스템 구축 : 연구성과물 관리시스템, 외부 및 학내 정보 연

   계 구축시스템, 성과정보 활용시스템

- 연구성과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논문, 학술회의  

   논문, 석·박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2 2013~2025

기반 구축

확대 성장

■ KAIST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성과물을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Research 
    Repository 시스템 구축

■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연구성과관리,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고, 글로벌 유통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및 국제 협력 연구 활성화와 기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Research 
Repository 구축

45

2010 Annual Report



- 서비스 확대, 시스템 고도화, 대외 협력 강화

기록물의 정보자원화를 통해 기록정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선순환구조 창출

강화된 기록관리 인프라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서비스 구현

역사 기록물의 전시 및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의 KAIST 정신 공유

동문, 일반인, 청소년과 함께 역사 및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가교로 기능하여 KAIST 이미지 제고

1 2011~2012

- 역사기록관 확대 구축3 2018~2021

4 2022~2025

역사전시관 구축

기록관 확대

서비스 확대 강화

■ 반세기 만에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KAIST의 중요 역사 기록을 통해 과학 연구의 성과와 KAIST 

    정신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담당 

■ KAIST가 생산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이를 유의미한 정보

    자원으로 재구성하여 구성원들을 지원 함

■ 기록물 전시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공간인 KAIST 역사전시관 빌딩 구축

기대효과

- 서비스 시범 사업, 전문인력 확보2 2013~2017

시범 서비스

- 기록정보서비스센터 및 KAIST Museum 기능 수행

- KAIST 역사전시관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학술정보처 VISION 2025

역사전시관 구축

Office of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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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인프라 보완 및 활용

- 새로운 수집 기록물 검토와 운영체계 및 인프라 점검 보완

- 원활한 기록정보 활용과 사용자의 지속적 피드백

교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료 정보와 각종 행정 기록물의 통합 관리 

기록물 활용의 편의 제공 극대화

정보 자원의 확충과 효과적으로 재구성한 정보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 수준을 높임으로써 KAIST의 경쟁력 강화

선도적 기록관리체제 정립을 통해 통합 기록관리 기반 구축의 표준화 모델 역할

1 2012~2015

- 디지털 영상 및 음향기록, 전자파일의 수집 관리 체계 구축

- 기록이 포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 통합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 기록 생산 현황 분석 및 수집 관리 방안 마련

- 사용 완료된 행정 DB 및 웹페이지 수집 관리 체계 구축

2 2016~2020

3 2021~2025

시스템 구축

시스템 확대

서비스 고도화

■ 다양화되고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정비

■ 기록물을 포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기록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 관리되는 기록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로 재구성하여 정보자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기록정보 서비스 구현 

기대효과

학술정보처 VISION 2025

통합 행정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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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주제단위 Resource Guide 서비스 
    시행

◦ 연구/논문작성지원시스템(NRPS) 도입

◦ KAIST 연구업적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

   －  관련부서 및 시스템 조사 분석을 통한 추
       가 개발

    - ResearcherID 적용 : 정책수립, 관련시스
       템 개선

   - 기 구축데이터 변환작업(WoS 포함)

◦ 전자도서관서비스 고도화

   - 스마트폰 기반 전자도서관서비스 구축

   - 대출/예약시스템(상호대차서비스) 개선

   - iLibrary 페이스북 어플 개발

◦ 디지털 콘텐츠(원문DB) 구축 : 9,400건(학
    위논문 1,200건, 연구보고서 200건, 연구논
    문 8,000건)

◦ 행정기록물 DB 구축 : 학적팀 등 350,000면

◦ 전자연구노트 인증시스템 고도화 : 무료전자
    정보 DB, KAIST 학위논문, KOASAS 등과 연
    계와 특허획득 지원 기능 강화 

◦ 차세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 KAIST 특성화 프로세스 및 행안부 업무
       관리 연동

    - 편리한 사용자 UI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진본성 인증 체계 
       구축

◦ 40주년 기념 학교사 전시회 개최 및 홈페
    이지 구축

◦ 정보통신보안지침 개정 및 보안관련 지침 제
    정

◦ 개인정보 업무 체계화

◦ 정보보안교육(온라인) 활성화

◦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 5개 학부 및 IT빌딩등 네트워크 및 음성통
    신 인프라 구축

◦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 구축

    - 각종 감사 자료의 제출 적시성 확보

    - KAIST 전략과 IT의 Alignment 확립

     - IT 자원의 KAIST 비전으로의 가치 Delivery

    - 행정자원의 성과 가시화

◦ KAIST 포탈 2.0 오픈 및 모바일 포탈 구축

    - Cross Browsing 통한 Web 호환성 향상 
       Safari, Google Chrome, Internet Explorer

    - 게시판 개선 및 검색엔진 API 제공

    - REST 활용한 표준 API의 제공

    - 내부구성원의 통합 Communication 활성화

2011년
학술정보처
주요계획



◦ 신규 SSO (Single Sign On) 오픈

    - 하위 연계시스템과의 효율적, 안정적 계정
       관리 서비스 제공

    - Oracle SSO를 이용한 Robust, Flexible

      한 정책 및 자원 관리 제공

    - 보안성이 강화된 Hybrid Topology 구성
      (Propagation SSO/Delegate SSO 혼합구성)

◦ 행정 시스템 개발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 웹 AR(채권관리) 시스템

    -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시스템

◦ CAIS 2.0 고도화

    - Framework Upgrade

    - KAIPA 등의 통합에 따른 구조 변경

    - 학사ERP로 인해 누적되었던 요구사항 반영

    - Report Tool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Com-
       ponent 도입 및 적용

◦ 학사시스템 통합

    - 단일화된 운영 및 유지보수 환경 구축

    - KAIPA시스템, Webcais 학사 및 Active-X      
      기반의 시스템 등의 학사 서비스 통합

◦ 강의평가시스템 재구축

    - 학사ERP진행으로 인해 임시로 구축한 
        강의평가시스템의 재구축

    - 설문 Poll 및 학사시스템과 연계된 권한 
       적용

    - 대학, 학과 등의 다양한 구분에 맞는 강의
       평가 실시

    - 보다 세분화된 통계 제공 

    -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 미디어 장비 교체

    - 창의학습관 : 강의용 PC(36 강의실) 교체, 
       노후 Wireless Mic 교체

    - 제1회의실 : Digital Mixer 장비 교체, 기존 
       Rear Screen을 고휘도 제품으로 교체

○ 원내 A/V설계, 구축 : IT융합센터, 정문술 2
    관, Nano융합팹센터, 질환모델동물센터



도서관

  대출 및 반납, 상호대차 : 2221

  도서 구입신청 : 2222/2225

  참고정보서비스, DB 및 전자저널 구독 : 2226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자 교육 : 2227

  교양분관 : 2228

  전자도서관 : 4495

   KOASAS : 4494

  도서관전산장비 : 4491

             인포메이션 데스크 : 2233

기록관

  기록물 이관 및 폐기 : 4471

  전자문서 : 4472

  학교사료 및 전자연구노트 : 4473

  기록물열람 : 4478

네트워크/전화

    네트워크 : 2412

    정보보안 : 2413

    전화장애문의 : 2000

    전화번호안내 : 2114

    Anytime helpdesk : 5000

학사/행정 시스템

  재무회계 : 8321

  연구관리 : 8322

  인사급여, SSHR, 출장 : 8323

  구매 : 8324

  채널, SysAdmin : 8325

  Web ERP, ERP 결재 : 2131

  학사그룹 : 2132

  홈페이지, 포탈, SW :2133

  메일 : 2134

미디어지원

  미디어지원 : 2421~3

학술정보처 
Annual Report 2010

 학술정보처 서비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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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처와 통하는 다양한 방법

모바일 KAIST 모바일 메일 KAIST 도서관

모바일 전자문서 KAIST FTP

iLIBRARY

KOASAS

정보통신팀 미디어지원팀

온라인기록관 전자연구노트

KAIST 출판부

도서관 트위터 도서관 플리커 북리뷰 블로그

m.kaist.ac.kr mail.kaist.ac.kr library.kaist.ac.kr

m.workflow.kaist.ac.kr kftp.kaist.ac.kr

ilibrary.kaist.ac.kr

koasas.kaist.ac.kr

ict.kaist.ac.kr media.kaist.ac.kr

archives.kaist.ac.kr eln.kaist.ac.kr

kaistpress.com

twitter.com/kaistlibrary fliker.com/photo/kaistlibrary blog.naver.com/kaist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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