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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은 클라이언트/서버 및 ASP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구매비, 설치 및 배포, Customization, Upgrade, 문제점 관리, 라이센스의 고비용 등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관리가 힘

들고 고비용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도서관 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는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한 

핵심요소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없고, 쉽고, 간편하며, 저비용 IT 서비스가 가능한 SaaS 기반의 소프트

웨어 온-디멘드 방식의 서비스 모델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연결방식으로는 N고객:1인스턴스, 제공 프로그램은 동일한 코드 사용, 커스터마이징은 고객이 테넌트별 환경 설정을 

통해서 직접 수정가능, 데이터는 테넌트별 자료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ASP 서비스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능

을 개선하였다.

I. 서론 

  SaaS는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의 소프트웨

어 배포 모델로 정의할 수가 있으며[1]-[3] 또한, 응용 소

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로도 정의할 수 있다[4]-[5]. 즉,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에 대

한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의 관리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6].

  SaaS를 기존의 ASP 방식과 비교해 보면, 사용자의 입

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사용자를 위한 커스터마이징을 ASP처럼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aaS 플랫폼 기반 통합도서관시스

템은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을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지

원하며 사용자들 또는 사용자 그룹으로 표현되는 테넌트

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로 지원(single instance 

multi-tenant)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커

스터마이징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띄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던 ASP의 단

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였다.

Ⅱ. 본론

1. 시스템 개념도

  SaaS 플랫폼 기반 통합도서관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다중 테넌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층, SaaS 공통 서비

스 계층, SaaS 어플리케이션 생성 환경 계층으로 구성되

어 있다.

▶▶ 그림 1. 시스템 개념도 

2. 서비스 개념도

  현재 (SaaS 플랫폼 기반 통합도서관시스템의 서비스 개

념도는 (그림 2)와 같이 이용자 서비스, 유관기관서비스, 

정보센터 연동/연계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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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서비스 개념도 

3. 개발환경

  SaaS 플랫폼 기반 통합도서관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3개의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Layer는 SaaS 

Platform인 Nereus 기반으로 API를 제공한다. 두 번째 

Layer는 Spring Framework, AOP, ORM, DAO, MVC, 

Web, Context 등로 구성된다. Application 구현을 위한 

세 번째 Layer는 Web(JSP, JSTL, HTML, CSS, 

JavaScript, XML), Business Logic(수서, 편목, 열람, 기

사색인, 연속간행물 등), iBatis, Oracle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3. 개발환경 

  Spring Framework은 오픈 소스 프레임웍으로서 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복잡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

졌다. Spring Framework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레이

어 아키텍쳐라는 점이다. J2EE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일관

된 프레임웍을 제공함과 동시에 원하는 컴포넌트만 선택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iBatis는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분리하

여 객체지향을 가능하게 한다. SQL문과 코드를 독립적으

로 작성할 수 있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

다. 또한 트랜잭션 및 캐시 기능을 제공한다.

4. 기능 개선 구현

  메인 화면은 (그림 4)에서와 같이 핵심 디자인 컨셉은 

사용자화(Customise)이다. 각각의 카테고리(메뉴)별로 사

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편집할 수 있고 화면의 상단으로 편

집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인 컬러컨셉은 은은하

고 화면을 보았을 때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Green

색상을 사용하였다.

▶▶ 그림 4. 메인 화면

Ⅲ. 결론 

  현재, 도서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은 클라이

언트/서버 및 ASP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설치 및 배포, Customization, 

Upgrade, 문제점 관리, 라이센스의 고비용 등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관리가 힘들고 고비용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aaS 기반의 전자도서관 통합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SaaS 성숙도 레벨 3이상에서 

구현이 가능한 핵심요소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없고, 쉽고, 간편하며, 저비용 IT 서비스

가 가능한 SaaS 기반의 소프트웨어 온-디멘드 방식의 서

비스 모델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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