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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원시스템
Core Collection
이패스㈜는 연합통신 및 KTH 등 국가기간산업체의 자금지원으
로 1999년 설립한 메타검색시스템 개발전문회사로서 메타통합검색엔
진 개발 및 관련 솔루션 개발과 시스템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입니다.
메타통합검색엔진은 자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고수준
의 성능과 기능을 갖춘 통합검색기로 현재 정부 부처․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및 국립․사립 대학교 등 국내 100여 개 기관에 설
치․운영되고 있으며, 일본 현립 공공도서관 및 중남미 주요 대학
교에 메타검색시스템을 수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통합검색엔진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서지원시스템 Core Collection은 국내외 유명대학 및 온라인서
점에서 한 번의 검색을 통한 희망도서신청의 편리함과 다양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서에게는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며 나아
가 장서정책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솔루션으로서 도서관
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통합메타검색시스템 라이브스텝스(Lib.Steps) 개발, 특허출원 등
록및
국내외 100여 개 전문 기관,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납품, 운영
▪ 한국형 구글링 시스템(My Wicket) 개발, 운영
▪ 링킹 솔루션 LSL(Lib. Steps Linker) 개발, 운영
▪ 수서지원시스템(Core Collection) 특허출원 및 도서관 납품, 운영

전자정보 통합검색시스템 라이브스텝스(Lib.Steps)

전자정보 통합검색이란?
라이브스텝스(Lib.Steps)는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Web DB, 전자저널을 비롯하
여 소장 자료, Open Access article, e-archive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원을
통합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입니다.
라이브스텝스는 실시간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원의 최신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라이브스텝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아티클의 원문(Fulltext)를 이용하고, 검색결과
를 나의 폴더에 저장 및 관리하여 목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검토 기준?
1. Search Coverage (구독 e-Journal & Web DB + more)?
2. 유·무료 전자정보원의 최신 아티클을 검색할 수 있는가 ?
3. 증가하는 e-archive, Open Access, 유관 정보원에 대한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가 ?
4. 다양한 OPAC(library catalog)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가 ?
5. Linking Solution & Journal AtoZ (e-Journal Database) Update를 지원하는가 ?

왜 전자정보 통합검색인가?
① 통합검색시스템의 필수요소
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은 有意味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를 안내하는 길라잡이
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학술아티클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의 정보를 왜곡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최신 학술아티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access하는 모든 유료전자정보원에 대해 통합검색시
스템에서 동일하게 접근가능 하여야 하며, 유료전자정보원 이외에 우리 기관과
유사성을 가진 수많은 정보원에 대한 통합검색까지 지원하여야 합니다. 라이브스
텝스(Lib.Steps)는 이러한 통합검색시스템의 필수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의 활용도 관점
Google, Naver의 쉽고 빠른 검색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전자도서관의 검색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홈페이지에 나열된 E-Journals, Web
Databases, E-Books 등 수많은 전자정보원을 보고 있노라면 사막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학술정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를 고민하고 마우스를 미처
잡기도 전에 검색을 포기하고 구글링(Googling)을 할 것입니다.

전문 도서관은 학술Data 제공에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쉽고 빠른 검색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라이브스텝스(Lib.Steps)검색
을 통해 이용자에게 학술정보의 보고를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③ 비용대비 효율의 관점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AMAZON.com에서 인쇄본 100권이 팔리는 동안, 잘
아시는 Kindle로 팔리는 전자책은 105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E-Journals, Web Databases, E-Books 등 전자정보원에 사용하는
도서관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금액을 주고 구독하고 있는 Web DB, 전자저널, e-Book의 활용
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용자들은 전자정보원을 이용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색의 불편
함 때문에 검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느 전자저널에
서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자연히 유료 전
자정보원의 비용대비 효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브스텝스(Lib.Steps)
검색은 이러한 전자정보원의 이용률을 급격히 끌어올려 도서관 예산의 비용대비
효율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④ 관리자(사서)의 업무 효율 관점
사서의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유형의 단행본, 저널의 관리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
황에서 전자정보원의 관리까지 하기에는 업무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전자 정보원을 라이브스텝스(Lib.Steps) 검색에 묶어 놓고 안정적인 유지 운영을
한다면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업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라이브스텝스(Lib.Steps) 검색은 사서의 업무 효율
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⑤ 검색의 확장과 집중
유료 전자 정보원 이외에 사서가 발굴한 무료 아카이브가 있다면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연구원, 교수님이 알려준
아카이브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이브스텝스(Lib.Steps)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무료 아카이브 및 open access 정
보원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간결하고 편리하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학술 정
보원을 더욱 확장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라이브스텝스(Lib.Steps)의
재검색과 클러스터링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해 집중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성능을 지닌 순수 우리 기술 전자정보통합 검색시스템 라이브스
텝스(Lib.Steps)가 이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라이브스텝스 이용기관

이패스(주)의 라이브스텝스는 국내외 100여개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특히 일본 현립공공도서관과 중남미 주요 대학에서 그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주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텝스 주요 기능 소개

우리 도서관 모든 구독 전자자원의 기사단위 통합 검색
❏ 자/타관 소장정보, Open Access Journals, e-archive, 유관 정보원 등
다양한 전자 정보원에 대한 통합 검색
❏ 실시간 통합검색 지원으로 최신 학술 기사(아티클) 검색 지원
❏ 단순검색, 상세검색, 재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 접근 지원
❏ 실시간 주제분류시스템 및 다양한 패싯 제공
❏ Auto Monitor, Auto Patch, Auto Install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구독 전자 저널 A-Z & E-book 브라우징 및 업데이트 관리
❏ 링킹 솔루션 탑재로 구글 학술검색, 네이버 학술정보 연계
❏ 관리자 페이지 지원(DB 설정, 카테고리 설정, 이용자 UI 색상 조정 등)
❏ 통계 페이지 지원(시간대별 통계, 검색어어별 통계, 검색 대상 DB별 통계 등)
❏ 반응형 웹 구현
❏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API 지원
❏

라이브스텝스 검색 결과 화면

+LSL(Lib.Steps Linker)
-OpenURL기반의 링킹 솔루션을 통해 구글 학술검색 및 네이버 학술정보 연계

수서지원시스템 코어콜렉션(Core

Collection)

Core Collection 이란?
Core Collection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한 희망도서 신청으로 수서참여
를 유도하고, 사서의 수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장서정책 시스템입니다.
출판사 및 유통사의 목록을 과연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주
제사서로서 능동적인 도서목록의 작성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왜 Core Collection 인가?
① 이용자 활용도 관점
이용자들이 희망도서 신청을 하려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여 희망도서 신청을 합니
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ISBN이 무엇인지도 모르지요. 사서는 ISBN이 정확해야
업무에 혼선이 없습니다. 외국학술도서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용자들은 막막합니다.
Core Collection에서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의 다양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만으로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 학술 도서의 경우는 해외 유명대학 및 온라인서점을 실시간으로 관심분야의
질의어를 검색하면 관련된 도서의 서지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고, 희망도서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수서정책의 근거 마련
학술도서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도서를 구매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Wiley,
T&F, Springer, Elsevier, Sage 등 학술 출판사에서는 끊임없이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연구원, 교수님들도 전부 아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Core Collection에서는 사서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서리스트들을 검증해 드
립니다. 특히, 해외학술서적의 경우 해당 전공분야의 해외 유명대학의 소장여부를
한 번에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수서목록의 선정과 배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③ 주제분야, 관심분야의 도서목록 구축
국내외 대학에서 DDC/KDC 번호 검색을 통해, 해외 대학에서는 Subject 검색을
통해 주제분야, 관심분야의 도서목록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록대신 사서의 관심분야 혹은 우리 도서관의 장서정책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수서할 도서목록을 직접 구축한 후, 수서검증까지 완료하여
장서정책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Core Collection이 지원합니다.
④ 우리 도서관의 콘텐츠 확보
Core Collection에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에 대해 이미지를 제공하고, 출판사서평,
저자소개 등의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Core 확장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용
자 관심분야의 도서가 우리 학교에 부족할 경우, 해당 학술 분야의 전문 도서관
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그 분야의 도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장하여 제공합니다.
Core Collection 주요 화면
+ 수서검증화면 예시
- 도서목록을 해당 분야 전문 도서관에서 일괄 검증하여 수서정책의 근거 마련

(OO대학교에서 natural science, engineering분야 구매한 도서목록을 Core Collection 수서검증 기
능으로 확인한 결과)

+ 다양한 도서 정보 제공 및 희망도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