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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자신의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할 수 있다.
• ID, PASSWORD란의 우측 ‘□저장’ 항목에 V 체크할
경우 추후 프로그램 실행 후 ENTER 키 입력으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

2. 메인 플래시 메뉴

프로그램 로그인 후 메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KOLASIII 프로그램은 단행자료, 연속간행자료, 공통자료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플래시 메뉴에 대하여 이동 및 선택이 가능하다.
오른쪽 상단의 ‘MENU MAP' 버튼을 클릭 할 경우 다음과 같이 KOLASIII에서 제공하는 전체
메뉴를 큐브박스와 트리바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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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III에서는 일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맵’과 유사한 기능인 ‘MENU MAP’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상세 메뉴를 한번에 열람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3. 인터넷 브라우저

KOLASIII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탑재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시, 원하는 URL을 주소 입력
창에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즉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때 별도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KOLASIII 프로그램에서 해당 페이지를 열어 줌으로써 손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단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하여 접속되어 있는 페이지의 이전/다음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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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뉴-트리 바

상단 왼쪽의 메뉴 이름(단행≫구입≫구입자료관리)을 클릭 할 경우 메뉴-트리 바가 보여 진다.
실행하고자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는 경우 원하는 메뉴가 즉시 실행된다. 또한 실행된 메뉴와
동일한 단계의 메뉴가 메뉴-트리 바 옆으로 생기고,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5. 화면 잠금

화면 잠금 버튼(

)을 클릭하여 실행한 경우 직전에 작업하고 있던 내역을 본인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잠금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 로그인한 ID의 PASSWORD를 입력함으로써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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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탭메뉴 생성

메인의 메뉴에서 실행하거나 메뉴-트리 바를 이용해 특정 메뉴를 실행할 경우 탭이 추가되면서
해당 메뉴가 보여 진다. 탭을 닫고자 할 경우에는 탭의 오른쪽에 위치한 X버튼을 클릭 함으로써
탭-메뉴를 닫을 수 있다. 탭은 최대 20개까지 생성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탭이 많이 생성
되어 화면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단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하여 숨어있는 탭을 볼

수 있다.

7. 팝업메뉴
데이터를 선정하는 선정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비선정/
전체선정/전체비선정/그리드환경설정/그리드엑셀출력 화면이 나타나 선정기능을
지원한다.

8. 기능키 설명

1) F3

그리드에 검색된 내용이 존재할 경우 원하는 내용을 검색/자동선정 할 수 있다. 또한 검색정보
를 이용하여 검색하고자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검색/자동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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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11

그리드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화면상에 데이터 하나를 선정하고 F11 버튼을 선
택하면 아래와 같은 그리드 환경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값은 <기본 설정 사용>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하면 기본 설정 값이 나
타나고, 사용자가 화면을 재구성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자 정의 설정 사용> 라디오 버튼을
선정한 후 화면상에 나타날 그리드 정보를 추가/수정/삭제하고 저장하면 수정한 그리드 정
보가 새롭게 자료검색 시 반영되어 나타난다.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 새롭게 추가할 데이터이름의 콤보 박스를
선정하고, 제목을 입력한 후 확인한다. 이 때 데이터이름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정 후 제목을
입력해야 한다.

3) F12

화면 그리드에 검색된 정보를 엑셀파일로 반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엑셀파일로 변환된 후
자동으로 엑셀 시트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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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행자료
1. 수서시스템
1.1 개요
단행자료의 수서시스템은 수서대상관리, 구입, 기증 및 등록까지의 업무를 포괄한다. 도서관에
서 도서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하여 구입(기증) 후 해당 자료에 대한 목록완성이 수행
되기 전까지의 과정 및 활동으로 구성된다.

수서시스템의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서시스템
수서대상자료

구입

기증

등록

희망자료관리

구입자료관리

기증자료관리

등록자료관리

반입자료관리

검수자료관리

미등록자료관리

원부대장관리

재활용자료관리

구입자료출력

기증자료출력

통계

통계
기증자관리

수서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업무에 따른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수서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시점은 희망자료 신청과 자료입력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된다.
도서관 이용자가 홈페이지 및 검색대 PC를 이용하여 희망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구입대상자료
수서대상자료

구입
처리

구입대상(구입처리)
구입대상(입력)

희망자료(홈페이지)

주문자료
주문
처리
주문자료(주문)
주문자료(입력)

구입대상(반입)
희망자료(KIII)

구입대상(웹반입)

수서대상(입력)

기증자료

등록대상자료

기증자료(기증처리)

등록대상(인계)

수서대상(반입)
재활용(삭제자료)

기증
처리

기증자료(입력)
기증자료(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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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인계

등록대상(입력)
등록대상(반입)

정리
인계

Ⅰ. 단행자료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력 시점이 존재한다.
구입 및 기증을 하기 전에 필요한 기초 정보에 대하여 수서대상자료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수서
대상자료에서 입력된 정보는 구입처리/기증처리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다. 구입의 프로세스인
구입자료, 주문자료 등으로 자료 입력이 가능하며, 기증의 경우에도 기증 접수자료로 자료 입력
을 할 수 있다. 입력 후 즉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료로 입력이 가능하다.
해당 자료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구입대상자료
구입대상(구입처리)

수서대상자료
희망자료(홈페이지)

구입
처리

주문자료
주문
처리

주문자료(주문)

구입대상(입력)
주문자료(입력)
구입대상(반입)

희망자료(KIII)

구입대상(웹반입)

수서대상(입력)
수서대상(반입)
재활용(삭제자료)

기증
처리

기증자료

등록대상자료

기증자료(기증처리)

등록대상(인계)

기증자료(입력)

등록
인계

정리
인계

등록대상(입력)

도서 입력 시 마크 및 엑셀 형태의 파일을 이용하여 반입함으로써 자료의 입력을 일괄로 할 수
있다. 건 별로 입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서대상자료 및 구입, 기증, 등록 메뉴에서 마크 및
엑셀 파일에 대한 일괄 반입이 가능하다.
해당 자료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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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행자료
구입대상자료
구입대상(구입처리)

수서대상자료
희망자료(홈페이지)

구입
처리

주문자료
주문
처리

구입대상(입력)

주문자료(주문)
주문자료(입력)

구입대상(반입)
희망자료(KIII)

구입대상(웹반입)

수서대상(입력)
수서대상(반입)
재활용(삭제자료)

기증
처리

기증자료

등록대상자료

기증자료(기증처리)

등록대상(인계)
등록
인계

기증자료(입력)

등록대상(입력)

정리
인계

등록대상(반입)

기증자료(반입)

도서의 구입을 위하여 구입 처리한 자료 중 잘못 구입 처리한 자료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하며,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등록 인계한 자료에 대하여 복귀가 가능하다.
해당 자료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구입대상자료
수서대상자료
희망자료(홈페이지)

구입대상(구입처리)
구입대상(입력)

주문자료
주문
취소

주문자료(주문)
주문자료(입력)

구입대상(반입)
희망자료(KIII)

구입대상(웹반입)

수서대상(입력)
수서대상(반입)

기증자료

등록대상자료

기증자료(기증처리)

등록대상(인계)

재활용(삭제자료)
기증자료(입력)
기증자료(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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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등록대상(입력)
등록대상(반입)

Ⅰ. 단행자료
사용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KOLASIII에서 제공하는 삭제는 ①재활용삭제 ②DB삭제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재활용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서대상자료의 재활용자료로 자료의 상태가 변경된다. 변경된
이후에는 재활용자료관리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에 대하여 복원 및 DB삭제가 가능하
다. 해당 자료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구입대상자료
구입대상(구입처리)

수서대상자료
복원

구입대상(입력)

희망자료(홈페이지)

주문자료
주문자료(주문)
주문자료(입력)

구입대상(반입)
희망자료(KIII)

구입대상(웹반입)

재활용
삭제

수서대상(입력)
수서대상(반입)
재활용(삭제자료)

재활용
삭제

기증자료

등록대상자료

기증자료(기증처리)

등록대상(인계)

기증자료(입력)

등록대상(입력)

기증자료(반입)

등록대상(반입)

재활용삭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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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행자료
KOLASIII 수서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자료관리에서 DB삭제를 제외한 모든 삭제된 자료에 대해 휴지통 기능을 제공
F1 기능키를 이용한 도움말 보기 기능 제공
사용자 아이디 별 내 자료 검색 및 아이디와 상관없이 전체자료가 검색되는 기능 제공

그룹, 차수 및 원부에 대하여 통합 / 분리 / 복사 기능 제공
주문 시 차수 내 자료 중 일부만 주문할 수 있는 부분주문 기능 제공
주문된 자료에 대하여 검수 시 특정 자료만 선택하여 검수할 수 있는 부분검수 기능 제공
다양한 각종 처리에 대한 복원(복구/취소) 기능 제공
주문 시 구입처(납품처)로 부터 도서와 같이 제공받은 마크 파일이 존재할 경우 주문 시
사용한 주문 목록을 마크 파일의 목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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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통기능
수서시스템 공통기능 설명에서는 수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능 중에서 공통적인 기능인 “입
력, 검색, 수정, 삭제, 구입/기증처리, 중복조사, 복본조사, 코드변경, 그룹변경/관리, 구입정보,
가격합산, 정렬, 차수관리, 출력”등의 공통 기능을 제공한다.

1.2.1 입력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키는 기능이다.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서지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단권본을 입력할 경우엔 필수입력란(파란바탕색이 들어가 있는 입력란) 이상을 기입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다권본 : 같은 종의 책을 여러 권 입력하는 경우, 다권본 처리를 한다.
전집여부적용 : 시리즈 물을 입력하는 경우 전집처리를 한다.
다권본을 입력할 경우엔 권별정보 버튼을 클릭한 후 권정보를 입력한다.

1종1권 다책을 입력할 때는 종화면 등록구분에 책 수를 입력하면 입력한 수만큼 책이 생성
된다. (예: EM5 - 1종1권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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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여부적용 버튼의 기능은 서지정보입력 화면에서 등록구분을 EM1에서 EM6
(등록구분+다권본 권 수)으로 변경하고, 전집여부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1종1권1책이었던
자료가 1종6권6책인 다권본 으로 변경된다

권별정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6권에 대한 권정보/책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권의 책수가 2책 이상일 경우엔 권정보 화면에서 변경할 책을 선정 후 (선정된 자료는 파란
바탕화면으로 변함) 등록 구분란의 책 수를 변경해 준다. (예:1권1책을 3책으로 변경하려면
권정보 화면에서 EM1 → EM3 → 수정 버튼 클릭 → 책정보 화면이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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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면 가격종류가 종가격일 때 전집여부적용을 하게 되면 가격을 등록구분의 권 수로 나누
어서 권에 가격이 입력되고 종화면의 가격은 입력한 가격으로 남아있으며, 만일 권수로 가격
이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10원단위까지 나누어지고 마지막 권에 나머지 가격이 합
산되어 입력된다. (예: 가격 10,000원이고 3권 - 1권:3,330권, 2권:3,330원, 3권:3,340원)
종화면 가격종류에서 권가격은 전집여부적용할 때 필요하며, 권가격일 때 전집여부적용을
하게 되면 각 권은 입력한 가격으로 입력이 되고, 종화면의 가격은 입력한 가격에 권수를
곱한 가격으로 입력된다.
수서대상자료관리-반입자료관리 입력화면에서의 그룹추가 버튼, 구입-구입자료관리 입력화
면에서의 차수번호생성 버튼, 기증-기증자료관리 입력화면에서의 접수번호생성 버튼, 등록
자료관리에서 수입구분이 구입과 기증 이외일 경우 그룹번호생성 버튼은 자료를 그룹단위/
차수단위/접수단위/그룹번호단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사용된다. 그룹이름/차수번호/접수
번호/그룹번호 버튼의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그룹/차수/접수/그룹번호를 선택한다.
만일 새로운 그룹/차수/접수/그룹번호를 생성하여 선정하고자 한다면 그룹추가/차수번호생
성/접수번호생성/그룹번호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그룹/차수/접수/그룹번호를 생성한

후 그룹이름/차수번호/접수번호/그룹번호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선정한다.

서지정보입력 화면에서 상세보기(

)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구분코드창이

나타나며 각 코드의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코드창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간략보기(

)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서지정보입력 화면에 기입한 서지정보에 대해 기본값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후 입력 시

서지정보입력화면의 기본내용이 되어 다음 작업 시에도 기본내용으로 입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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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입력 화면에서 MARC반입 버튼을 이용하여 자관에 등록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반입 받을 수 있다.

서지정보입력 화면에서 국가자료공동목록반입 버튼을 이용하여 자료의 서지정보를 반입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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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관리-업무환경설정-수서환경설정에서 서명자동복본조사를 사용함으로 설정해놓으면
서지정보입력 화면에서 서명 입력시 복본자료가 있으면 복본자료가 있다는 풍선도움말이 나
타난다.

풍선도움말을 클릭하면 복본조사 창이 나타나고, 복본으로 나온 자료를 선정-적용하게 되면
선정한 자료의 서지정보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서지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복본조사 창에서 자료를 선정한 후
상세보기 버튼 클릭하면 선정한 자료의 마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등록자료관리에서 자료입력시 입력버튼 클릭하고 수입구분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구입,
기증,교환 중에서 입력하려는 수입구분을 선택한다. 입력하는 수입구분에 따라서 구입의 경
우에는 차수번호, 기증의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기타 그외 수입구분을 설정

할 경우에는 그룹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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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검색
자료의 서지정보를 검색해주는 기능으로 검색 창에 있는 자료정렬 콤보 박스와 정렬조건설정
버튼에 대해 설명하겠다.

정렬조건설정 버튼은 검색하려는 자료에 정렬조건을 주어 그리드 화면에 검색시켜 주는
기능이다.
정렬조건설정 버튼 클릭 → 자료정렬기준 창에서 정렬조건 선택, 이때 정렬조건이 없을 때는
정렬항목설정 버튼 클릭 → 정렬항목설정 창에서 정렬조건으로 사용할 항목을 마우스로
순서적으로 클릭 → 변경내용저장 버튼 클릭 → 닫기 버튼 클릭
자료정렬기준 창에서 정렬기준을 변경한 후에 기본값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항목설정
창에도 변경한 기준으로 정렬우선순위가 변경되며, 이후 정렬할 때 변경된 정렬조건으로
정렬된다.
검색창의 정렬조건이 변경되면 화면의 정렬버튼의 정렬조건과 출력물의 정렬조건도 같은
조건으로 변경되며, 세 조건 중 한 조건이 변경되면 나머지 두 조건도 변경된다.
검색 완료 후, 자료정렬 콤보 박스를 체크 표시한 후 자료를 검색하면 정렬조건설정에서
부여된 정렬조건으로 정렬되면서 화면에 검색되며, 체크 표시하지 않고 검색하면 정렬조건
설정에서 부여된 정렬조건과 상관없이 자료의 고유 정렬조건으로 검색된다. 고유 정렬조건
기준은 - 수서대상관리 메뉴에서는 그룹번호 내 일련번호 순으로 검색.
- 구입은 차수 내 일련번호순이면서 검수자료관리에서는 주문번호순으로 검색,
- 기증은 접수번호 내 일련번호 순으로 검색,
- 등록은 수입구분/수입 년도/차수 > 차수-접수번호-그룹번호 > 책 일련번호 순으로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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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정
자료의 서지정보를 수정해주는 기능이다.
그리드 상에서 수정할 자료를 선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서지정보수정 화면이
나타난다. 또는 그리드 상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서지정보수정 화면이 나타난다.

서지정보수정 화면의 새로 저장 버튼은 한글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과 같은
기능으로 서지정보수정 화면에서 수정된 자료를 새로운 자료로 만들어 저장을 한다.

책정보 화면의 전집처리 버튼은 전집여부적용 버튼과 같은 기능으로
① 권정보 화면에서 등록구분의 권수를 수정→저장한 후
② 책정보 화면의 전집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전집처리 여부를 묻는 창이 뜨고
③ 전집처리 를 하게되면 수정된 권수만큼 권정보 화면과 책정보 화면에 자료가
증가하고 편/권차 번호가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되고,
④ 서지정보수정 화면의 등록구분 권 수도 ①에서 수정된 값으로 변경되어진다.
서지정보수정 화면에서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을 이용하면 2개 이상의 수정할 자료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서지정보수정 화면의 항목들의 내용은 종정보이고 이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다. 권정보나
책정보를 수정할 경우엔 권별정보 버튼을 눌러 각각의 권정보와 책정보를 수정한다.
권정보 화면의 화면지우기 버튼은 선정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한번에 지워주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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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삭제
수서에서 자료를 삭제하면 자료삭제 화면이 실행되고, 자료삭제 화면에서는 재활용자료로 처리
되는 재활용처리 버튼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되는 DB삭제 버튼이 있으며, 두 버튼 중
원하는 버튼 선택하면 삭제작업이 실행된다.
수서대상자료관리를 제외한 수서업무단계에서 삭제된 자료는 재활용처리와 DB삭제 중

선택하여 삭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수서대상자료관리에서 삭제된 자료는 DB삭제만 수행
된다.

수서대상자료관리 - 희망자료관리/재활용자료관리에서는 자료 삭제 시 자료삭제 화면이
실행되지 않고, 삭제여부를 묻는 창이 실행된다. 삭제된 자료는 재활용자료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수서대상자료관리 - 반입자료관리에서는 자료 삭제 시 DB삭제만 가능한 화면이 실행된다.
DB 삭제를 할 경우, DB상에서 자료가 완전히 삭제처리 되므로 복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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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구입처리
수서대상자료관리 - 희망자료관리/반입자료관리/재활용자료관리의 자료를 구입할 경우 구입 구입자료관리로 넘기는 작업이다.

구입처리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한 후 구입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차수를 부여받는데,
새로운 차수를 생성하여 부여받는 방법과 이미 생성되어 있는 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차수선택 창에서 새로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차수가 생성되며, 차수선택 창에서
차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차수 검색 후 선정 → 적용하면 기존 차수에 자료가 추가되어
구입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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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기증처리
수서대상자료관리 - 희망자료관리/반입자료관리/재활용자료관리의 자료를 기증자료로 접수 시
기증 - 기증자료접수로 넘기는 작업이다.

기증처리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한 후 기증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는데,

새로운 접수번호를 생성하여 부여받는 방법과 이미 생성되어 있는 접수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접수번호선택 창에서 새로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접수번호가 생성되고, 접수번호선택
창에서 접수번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번호 검색 후 선정 → 적용하면 기존 접수번호에
자료가 추가되어 기증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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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중복조사
동일한 차수내의 자료 가운데 중복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 확인해 주는 기능이다.
구입 차수에 대한 중복조사를 실시한다.
중복으로 나온 자료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다.
중복조사 화면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중복조사가 가능하다.

단행-구입-구입자료관리 메뉴를 실행한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조사를 수행할 차수를 선택한다.
중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조건을 지정한다.
중복조사 버튼을 클릭하면 중복조건설정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중복으로 처리된 자료를
중복조사결과 창에 보여준다.
중복조사결과 창에 중복대상자료는 분홍 바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중복으로 나온 자료
는 ‘**’로 표시된다.
선정 필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정/비선정/전체선정/전체비선정” 으로 선정
체크하고, 선정된 자료를 삭제하려면 중복자료삭제 버튼을 클릭하며, 재활용자료로 처리하
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목록출력 : 목록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차수단위 중복조사 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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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차수 내에서 자료의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지정해 준다.
중복조사대상자료가 중복조건 중 해당이 되지 않는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조건만
가지고 중복조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중복조건설정이 서명, 저작자, 편/권차로
설정되었는데, 중복대상자료 중에 세 조건 중 서명과 저작자만 해당되는 자료는 두 조건을
AND조합하여 중복조사를 수행한다.

전 단어 검색은 본 표제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조사하고 절취검색은 머리글만 가지고
조사한다. 전 단어 검색일 경우에는 우 절단 검색을 할 것인지 일치 검색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중복조건설정의 선택사항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체크한 사항까지 일치하는 자료들을
조회한다. 저작자와 발행자는 우 절단과 일치 검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 검색이다.
중복조건설정이 끝나면 조사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조사로 돌아온다.

중복조사결과 창에서 마크를 확인할 자료를 선정한 후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중복조사 대상자료는 선정자료에 표시되고, 중복으로 나온 자료는 중복자료에 표시된다.
선정자료와 중복자료가 2건 이상일 경우 각 화면 하단의 이전과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이전
자료와 다음 자료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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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료에 대해 선정자료선택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중복조사결과 창에서 선정된 체크가
해제되고, 중복자료에서 중복자료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중복조사결과 창에서 체크한 중복자
료의 선정의 체크가 표시된다. 중복조사결과 창에서 중복자료삭제 버튼을 클릭시 중복자료
선택으로 선정 체크된 중복자료도 함께 삭제가 된다.
상세 보기 화면에서 중복자료 확인이 끝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조사로 돌아온다.

중복조사결과 창에서 삭제할 중복대상자료를 선정한 후 중복자료삭제 버튼 클릭하면 선정한
자료에 대해 자료삭제 창이 실행된다.
자료삭제 창에서는 재활용자료로 처리되는 재활용처리와 DB삭제 중 원하는 버튼 선택하여

일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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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복본조사
자료에 대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복본인 자료를 확인하고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차수단위/선정단위로 복본조사가 수행되고, 수서에서의 복본조사 대상범위는 조사대상인
차수/선정자료를 포함하여 수서(수서대상관리는 제외됨)부터 소장까지 입력된 모든 자료에
대해 복본조사를 수행하고, 정리에서의 복본조사는 조사대상인 원부를 포함하여 정리(복본
조사)부터 소장까지 입력된 자료에 대해 복본조사를 수행한다.
복본조사는 조사대상 차수/원부에 대해서도 복본조사를 수행함으로 중복조사의 기능을
포함한다.
복본조사 화면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복본조사가 가능하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복본조사를 수행할 자료를 검색한다.
복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조건을 지정한다.
복본조사 버튼을 클릭하면 복본조건설정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복본으로 처리된 자료를
복본조사결과 창에 보여준다.
복본조사결과 창에 복본대상자료는 분홍 바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복본으로 나온
데이터는 ‘**’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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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필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정/비선정/전체선정/전체비선정” 으로 선정
체크하고, 선정된 자료를 삭제하려면 복본자료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재활용자료로 처리하거
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목록출력 : 목록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차수단위 복본조사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자료의 복본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지정해 주며, 각 조건은 AND조합이다.
복본조사대상자료가 복본조건 중 해당이 되지 않는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조건만 가지
고 복본조사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복본조건설정이 서명, 저작자, 편/권차로 설정되었는
데, 복본대상자료 중에 세 조건 중 서명과 저작자만 해당되는 자료는 두 조건을 AND조합하
여 복본조사를 수행한다.
전 단어 검색은 본표제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조회하고 절취검색은 머리글만 가지고 조회한
다. 전 단어 검색일 경우에는 우 절단 검색을 할 것인지 일치검색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
다.
복본조건설정의 선택사항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체크한 사항까지 일치하는 자료들을 조회한
다. 저작자와 발행자는 우 절단과 일치검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검색
이다.
복본조사 조건설정 후 우측 상단의 조사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복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복본조사결과 창에서는 복본으로 나온 자료의 마크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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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본조사결과 창에서 마크를 확인할 자료를 선정한 후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복본조사 대상자료는 대상자료에 표시되고, 복본으로 나온 자료는 복본자료에 표시된다.
대상자료와 복본자료가 2건 이상일 경우 각 화면 하단의 이전과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이전
자료와 다음 자료로 이동할 수 있다.
대상자료와 복본자료에서는 권별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된 자료의 권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상세보기 화면에서 복본자료 확인이 끝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복본조사로 돌아온다.

복본조사결과 창에서 삭제할 복본대상자료를 선정한 후 복본자료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한 자료에 대해 자료삭제 창이 실행된다.
자료삭제 창에서는 재활용자료로 처리되는 재활용처리와 DB삭제 중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

여 일괄 처리한다. 단, 수서대상자료관리에서는 DB삭제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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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코드변경
입력 자료의 구분코드를 일괄변경하여 적용시키는 기능이다.
①구분코드 변경할 자료 선정 → ②코드변경 버튼 클릭 → ③변경할 구분코드의 체크박스 체크
→ ④체크한 구분코드의 콤보박스 클릭 → ⑤변경할 구분값 클릭 → ⑥일괄적용 버튼 클릭

수서대상관리/구입/기증/등록자료관리 메뉴에 있는 구분코드 변경창은 아래와 같으며,
구입일 경우에만 업무구분코드를 변경할 수 없고 그 외 코드에 대해서는 전부 변경이
가능하다.

수입구분(구입,기증,교환) 코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 - 등록자료관리의 수서정보
버튼을 통해 수입구분변경이 가능하며, 배가자료의 경우 열람 - 장서관리 - 배가자료관리
메뉴의 코드변경 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수입구분 항목에 선정 후 수입구분
선택 시, 해당 수입구분과 함께 적용
할 작업단위를 선정할 수 있다.
(구입 – 차수번호 / 기증 – 접수번호)
 수입구분을 ‘적용안함’으로의 변
경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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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그룹변경/관리
그룹명을 변경해 주는 기능으로, 변경할 자료를 선정한 후 그룹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그룹이란 수서대상관리 자료를 그룹이라는 단위로 관리하는 것으로, 차수와 같은 기능을 한다.
검색
 전체자료는 KOLASIII에 로그인한 사용자와 관계없이 생성되어져 있는 모든 그룹의 자료를

볼 수 있고, 내 자료는 KOLASIII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생성한 그룹의 자료만 볼 수 있다.
 그룹 생성 년도나 그룹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입력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그룹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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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그룹이름을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할 그룹을 선정 후 수정 할 수 있다.

삭제 : 그룹을 삭제하고자 할 때 삭제버튼 클릭 시 그룹 삭제 창이 뜬다.
- 그룹내 자료도 삭제 : 해당 그룹의 자료까지 함께 삭제시킨다.
- 그룹정보만 삭제 : 그룹은 삭제시키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삭제시키지 않는 기능으로,
자료를 새로운 그룹에 저장시킬 수도 있고 기존 그룹에 저장시킬 수도 있다.
① 새로운 그룹에 저장시킬 경우는 그룹선택 창에서 새로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② 기존 그룹에 저장시킬 경우는 그룹선택 창에서 그룹보기 버튼을 클릭 → 그룹보기 창에서

삭제할 그룹의 자료가 저장될 그룹을 선정, 적용 → 선정한 그룹에 자료가 저장된다.

그룹통합 : 둘 이상의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시켜 주는 기능이다.
① 통합 대상의 그룹을 선정한 후 그룹통합 버튼 클릭한다.
② 통합그룹선택 창에서 통합할 자료가 새롭게 저장 될 그룹을 선정하고 확인하면 선정한
그룹에 자료가 저장된다.
③ 새로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자료를 저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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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분리 : 기존 그룹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분리하여 다른 그룹에 그 자료를 저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① 분리할 그룹을 선정한 후 그룹분리 버튼을 클릭한다.

② 그룹분리 창에서 분리할 자료를 선정한 후 분리 버튼을 클릭한다.
③ 그룹선택 창에서 그룹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그룹을 불러오게 되고, 그 그룹에 분리
할 자료를 저장한다.
④새로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그룹을 생성한 후 그 그룹에 자료를 저장한다.

그룹복사 : 그룹을 그대로 복사하여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① 복사할 그룹을 선정한 후 그룹복사 버튼을 클릭한다.
② 그룹생성 창에서 새로운 그룹이름을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③ 새로 생성한 그룹이 그룹관리 화면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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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구입정보
자료에 대해 구입처, 화폐구분, 할인율, 환율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구입정보를 변경할 자료를 선정한다.
구입정보 버튼을 클릭한다.
구입처, 화폐구분, 할인율, 환율정보, 비고 중에서 변경할 항목을 체크하고 변경 값은
콤보 박스를 클릭하여 선정한 후 적용 버튼 클릭한다.

구입정보변경 창에서 환율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환율을 선정할 수 있으며, 환율관리 창에서
화폐구분에 따라 환율을 입력,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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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가격합산
자료의 가격을 합산해 주는 기능으로 차수별가격합산과 월별가격합산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차수별가격합산
①가격합산할 차수 검색 ②가격합산 버튼 클릭 ③가격합산 창에서 가격합산 버튼 클릭
 가격합산 내용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
① 출력할 메뉴선정
② 출력 버튼 클릭

③ 미리보기화면
④ 출력 버튼 클릭
 다른 차수의 가격을 합산
① 차수조회 버튼 클릭
② 합산할 차수 선정
③ 가격합산 버튼 클릭
월별가격합산
①입력일/주문일/검수일 중 합산할 항목을 콤보박스에서 클릭 ②합산할 시작날짜와 종료날짜 기입
③가격합산 버튼 클릭
 가격합산 내용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
① 출력할 메뉴선정
② 출력버튼 클릭
③ 미리보기화면
④ 출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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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정렬
그리드에 검색된 자료를 정렬하려면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정렬기준 설정 후 자료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자료정렬 우선순위 : 제1기준 > 제2기준 > 제3기준 > 제4기준 (2이상 우선순위를 줄 경우엔
우선순위가 높은 기준으로 정렬되고, 정렬된 결과에 대해 그 다음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정렬기준 항목 : 검색하는 화면의 그리드 항목
정렬조건 : 오름차순(ㄱ～ㅎ, a～z, 작은 숫자～큰 숫자(예:1～9), 과거날짜～최근날짜
(예:1990～2003)), 내림차순(오름차순과 반대로 정렬됨)
정렬조건설정 버튼은 검색하려는 자료에 정렬조건을 주어 그리드 화면에 검색시켜 주는
기능이다.
정렬조건설정 버튼 클릭 → 자료정렬기준 창에서 정렬조건 선택, 이때 정렬조건이 없을 때는
정렬항목설정 버튼 클릭 → 정렬항목설정 창에서 정렬조건으로 사용할 항목을 마우스로 순
서적으로 클릭 → 변경내용저장 버튼 클릭 → 닫기 버튼 클릭
자료정렬기준 창에서 정렬기준을 변경한 후에 기본값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항목설정 창
에도 변경한 기준으로 정렬우선순위가 변경되면 이후 정렬할 때 변경된 정렬조건으로 정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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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차수관리
구입에서 등록번호부여 전까지 자료를 관리하는 묶음 단위를 차수라고 한다. 차수관리에서는
차수를 검색, 입력, 수정, 삭제, 차수통합, 차수분리, 차수복사, 차수상태변경을 한다.

검색 : 전체자료는 KOLASIII에 로그인한 사용자와 관계없이 현재 생성되어져 있는 모든

차수가 검색되고, 내 자료는 KOLASIII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생성한 차수만 해당된다.

입력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차수가 생성된다. 자료상태는 구입대상이다.

수정 : 차수 생성자․생성일, 주문일자, 검수완료일자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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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차수를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클릭 시 차수삭제 창이 뜬다.
 차수 내 자료도 삭제 : 차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삭제시킨다.
 다른 차수로 편입 : 차수는 삭제시키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삭제시키지 않는
기능으로, 자료를 새로운 차수에 저장시킬 수도 있고 기존 차수에 저장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 차수에 저장시킬 경우는 차수선택 창에서 새로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시
킨 후 확인하면 된다.

 기존 차수에 저장시킬 경우는 그룹선택 창에서 그룹보기 버튼을 클릭 → 그룹보기 창
에서 삭제할 그룹의 자료를 저장시킬 그룹 선정, 적용 → 확인하면 선정한 그룹에 자
료가 저장된다.
차수통합 : 둘 이상의 차수를 하나의 차수로 통합시켜 주는 기능이다.
 통합 할 차수를 선정한 후 차수통합 버튼 클릭
 통합차수선택 창에서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통합할 자료가 저장될 하나의 차수를 선
정하고 확인하면, 선정한 차수에 자료가 저장되고, 또는 새로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
로운 차수를 만들고 그 차수에 자료를 저장시킬 수 있다.
 차수 통합은 ‘내 자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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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분리 : 차수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분리하여 다른 차수에 그 자료를 저장시키는 기능
을 한다.
 차수관리 창에서 분리 할 차수를 선정한 후 차수분리 버튼 클릭한다.
 차수분리 화면에서 분리할 자료를 선정 한 후 분리 버튼 클릭한다.
 차수선택 창에서 차수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차수를 불러와 그 차수에 분리할 자

료를 저장하고, 새로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차수를 생성한 후 그 차수에 자료가
저장된다.
 차수분리는 ‘내 자료’만 가능하다.

차수복사 : 차수를 그대로 복사하여 새로운 차수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복사 할 차수를 선정한 후 차수복사 버튼 클릭한다.
 차수생성 창에서 차수번호에 마지막 차수번호가 부여됨 → 저장
 새로 생성한 차수가 차수관리 화면에 추가되어 있다.
 차수복사는 ‘내 자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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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출력
자료를 출력해 주는 기능으로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출력시 자료정렬 콤보박스를 체크하고 출력하면 목록이 출력될 때 정렬조건설정 버튼을 통
해 지정된 정렬조건에 따라 목록이 출력되며, 정렬조건설정 버튼은 수서시스템과 같다.
출력데이터 선정 창에서 출력데이터 재검색은 화면에 검색된 자료의 차수가 가지고 있는 모
든 자료를 다시 검색한 후 출력해 주는 기능이고, 바탕화면 검색데이터 사용은 화면에 검색
된 자료에 대해서만 선정체크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출력해 주는 기능이고, 그리드 선정자료
는 화면에 검색된 자료 중 선정체크된 자료만 출력해 주는 기능이다. 출력데이터 재검색은
심의대상자료목록/심의결과자료목록/주문자료목록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된다.
엑셀출력을 하게 되면, EXCEL 파일 저장 창이 뜨면서 출력할 목록을 엑셀형식으로 저장하
여 볼 수 있고, 일반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할 목록을 엑셀형식으로 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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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서대상관리
1.3.1 희망자료관리
도서관이용자가 신청한 희망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로, KOLASIII 이용자용검색
대에서 이용자가 희망자료를 신청하거나 희망자료관리에서 직접 희망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한
다. 희망자료의 자료상태는 홈페이지 희망자료에서 자료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용자는 신청
한 자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새로운 희망자료를 화면에서 입력하고자 할 경
우 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이용자검색용 PC 화
면에서와 동일한 희망자료관리 창이 나타난다.
‘우선대출예약’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
료가 배가(비치)될 경우 신청자에게 자동예약처
리가 됨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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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 복본조사
입력 시 저장을 하기 전에 ‘복본조사’ 기능을 통해 신청하려고 하는 희망자료가 도서관 소
장자료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수정
직접 입력하였거나, 홈페이지나 검색대를 통해
신청된 희망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입력된 희망자료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새로저장 버튼은
한글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과 같은
기능으로 희망자료수정 화면에서 수정된 자료를
다른 자료로 만들어 저장을 한다.

‘복본조사’ 기능을 통해 신청된 희망자료가 도서관 소장자료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 도서관에 소장중인 자료인 경우에는 비치상태를 소장 중으로 변경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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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희망자료관리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희망자료검색 창이 나타난다. 자
료검색은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검색을 할 수 있고, 간략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조건들은 AND조합이며 비치 상태별로 검색할 수도 있다.

상태변경
희망자료의 비치상태를 신청중, 처리중, 소장중, 취소됨 중에서 해당 상태 중 선택하여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희망자료관리의 자료 상태는 홈페이지의 희망자료 - 신청내역보기에서 보여지게 되
며, 비치상태를 변경하여도 자료의 작업상태는 변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작업상태
가 처리중인 자료를 소장중으로 변경하면, 희망자료관리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비치상태가 소장중이지만 실제 자료의 작업상태는 처리중이기 때문에 배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서 소장중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희망자료가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사유를 기록할 수 있다.
 비치상태와 취소사유는 KOLASIII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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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관리
희망자료의 자료상태를 신청자에게 메일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다.

 메일관리 버튼 클릭하여 비치희망자료 - 메일관리 화면에서 이메일 발송하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필드에 ‘V'체크하고 메일보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출력 버튼
클릭하여 검색된 내용을 인쇄할 수 있다.

 관리 - 수서환경설정 중에서 “단행 - 희망자료알림메일자동발송”을 사용함으로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엔 희망자료의 상태(신청중,처리중,소장중,취소됨)가 변경 시 자동으
로 신청자에게 비치상태를 메일로 발송해 주며, 사용안함인 경우엔 메일관리 창에서
메일발송을 하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출력
희망자료목록과 메일발송목록을 출력해 주는 기능이다.
 희망자료관리에서 입력 또는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검색된 자료를 희망자료목록으로
출력시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게 모두 희망자료목록으로 출력하며, 검색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희망자료 출력물 리스트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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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리
희망자료의 자료를 구입 - 구입자료관리로 넘기는 작업으로, 구입처리 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한 후 구입처리 버튼을 클릭한다. 구입처리 한 자료는 구입처리와 동시에 자료의 비치상
태가 신청중에서 처리중으로 변경된다. 구입처리 시 차수를 입력 한 후 해당 차수로 구입처
리 된다.

희망자료관리에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구입처리 된 자료는 열람업무 단계에서

배가기록을 하면 비치상태가 처리중에서 소장중으로 변경된다.
기증처리
희망자료의 자료를 기증 - 기증자료관리로 넘기는 작업으로, 기증처리 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한 후 기증처리 버튼을 클릭한다. 기증처리 한 자료는 기증처리와 동시에 자료의 비치상
태가 신청중에서 처리중으로 변경된다. 기증처리 시 접수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접수번호로
기증처리 된다.

기증처리된 자료는 열람업무 단계에서 배가기록을 하면 비치상태가 처리중에서 소장중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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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반입자료관리
KOLASIII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엑셀파일이나 마크형태(파일의 확장자명이 mrc 또는 txt)
로 작성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KOLASIII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검색 시 그룹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자료 검색창에 그룹명을 선택하지 않고 그룹명 이외 검색조건을 주어
검색을 할 경우, 그룹명이 없는 자료중에서 주어진 검색조건이 일치되는 자료가 검색된다.

파일반입
파일반입 버튼 클릭하면 파일반입 창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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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 또는 ◉ MARC 반입형태 중에서 반입받을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열기 버튼 클릭한
다.
◉ EXCEL 버튼을 선택하고 파일열기 버튼 클릭하면 EXCEL 파일 열기 창이 실행되고, ◉
MARC 버튼을 선택하고 파일열기 버튼 클릭하면 TEXT 파일 열기 창이 실행된다.

마크수정 버튼은 파일반입 창에 자료중 서지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마크수정
을 할 수 있는 기능이며, 오류항목의 자료를 정상자료로 반입 받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기
능이다.
반입 받을 파일 선택하면 파일반입 화면에 선택한 파일의 자료가 반입되며 오류가 있는 자료
는 오류항목에 반입되고, 오류가 없는 자료는 정상 항목에 반입된다. 정상 항목의 자료 중 반

입자료관리로 반입 받을 자료 선정 후 정상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면 반입자료관리에 자료
가 반입된다.
연속된 다수의 자료를 선정할 경우 마우스 블럭 지정을 이용하여 블럭을 지정하고, 비연속적
인 자료를 선택할 경우에는 반입할 데이터만 마우스로 클릭하여 선정한다. 선택할 자료를 선
정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선정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선정’을 클릭하면 블록 지정된 필드만 'V'가 표시된다. ‘비선정’을 클릭하면 블록 지정
된 필드에 ‘V' 표시가 사라진다. ’전체선정‘을 클릭하면 모든 필드에 ’V'가 표시되고,
‘전체비선정’을 클릭하면 모든 필드에 ‘V' 표시가 사라진다.
그룹이름을 지정하면 자료에 그룹명이 부여되어 반입이 되고, 구분코드일괄적용 버튼을 체
크하면 파일반입 화면에서 선정한 구분코드를 자료에 적용하여 반입받고, 미체크시 관리-업
무환경설정-일반부호관리에서 지정한 디폴드 코드값으로 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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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항목의 자료를 정상항목의 자료로 수정하려면 아래와 같다.
 오류항목을 선택한 후 수정한 자료를 선정한다.
 마크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가 있는 마크를 수정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마크편집 화면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된 다음 자료의 마크를 수정한다.
 수정이 모두 끝나면 파일반입 화면의 오류복귀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된 자료는 정상
항목의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된다.

 반입할 자료 선정 후 정상자료반입 버튼 클릭하면 성공 카운트가 증가하면서 반입자
료관리에 선정한 자료가 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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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을 파일반입시 엑셀-워크시트에 서지정보 입력할 때 열명(예:서명,저작자,발행지...)
을 파입반입 화면 그리드의 열명과 같게 작성해야하며, 만일 다른 이름으로 작성시 다른 이
름으로 작성된 열의 정보는 반입이 되지 않는다. 서지정보 입력이 끝난 엑셀파일은 파일반입
창의 ◉EXCEL 라디오버튼을 선택하고 파일열기 버튼 클릭하면, 실행된 “EXCEL 파일 열기
창”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반입 창의 그리드에 자료가 반입이 된다.
엑셀-워크시트에서 열명 입력시 입력순서는 파일반입 화면의 그리드 열명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엑셀 워크시트 -열명

그리드-열명

출력
반입자료목록을 출력해 주는 기능이다.
반입자료관리에서 입력 또는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
게 모두 반입자료목록으로 출력하며, 검색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반입자료 출력물 리스
트 창이 나타난다.

구입처리/기증처리
반입자료관리의 자료를 구입 - 구입자료관리 / 기증 - 기증자료관리로 넘기는 작업으로, 구

입/기증처리 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한 후 구입/기증처리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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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활용자료관리
수서대상자료관리를 제외한 KOLASIII 업무과정에서 삭제된 자료들은 KOLASIII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재활용자료로 저장하여 이후에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재
활용 처리된 데이터는 구입처리, 기증처리, 자료복원의 세 단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검색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조건을 주어 검색을 한 후 화면에 그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재활용자료관리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재활용자료 상세찾기 창이
나타난다. 자료검색은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검색을 할 수 있고, 간략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간락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조건들은 AND조합이며, 그룹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단위 검색을 할 수 있고, 삭제된 자료의 최종작업상태별로도 검
색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중 최종작업상태가 있는 그 항목에는 구입대상자료, 주문자료, 기증접수자
료, 기증부당자료, 등록인계자료, 등록자료, 정리대상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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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복원
자료복원이란 재활용자료관리에서 자료검색 후 선정된 자료를 삭제된 작업상태로 복원시키
는 기능이다.
 자료가 복원되는 위치는 ①등록자료관리 이전 단계 (수서~등록인계대상) - 삭제된 그
자료 상태로 이동함 ② 등록번호 받는 자료 : 정리중 자료 - 등록번호는 누락번호처리

되며 자료상태는 정리대상, 소장중 자료 - 등록번호는 누락등록번호처리되며 자료상
태는 정리대상가 된다.
 등록-등록자료관리에서 등록번호와 원부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삭제하게 되면 등록번
호와 원부번호는 같이 삭제되며, 자료복원하게 되면 등록자료관리에서 차수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다.
 구입자료관리에서 선정한 자료를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를 주문처리한 차수와 검수자
료관리에서 선정한 자료를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를 등록인계한 차수(자료)에 대해 두

단계에서 삭제한 자료를 자료복원 한다. 구입정보관리에서 삭제했던 자료는 구입정
보관리 작업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수가 있는 검수자료관리로 복원이
되고, 검수자료관리에서 삭제했던 자료는 검수자료관리 작업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수가 있는 등록대상처리 또는 등록자료관리 작업상태로 복원이 된다
삭제
재활용자료관리에서 삭제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출력
재활용자료관리에서 입력 또는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관
하게 모두 재활용자료목록으로 출력하며, 검색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재활용자료 출력
물 리스트 창이 실행된다.

구입처리/기증처리
재활용자료관리의 자료를 구입 - 구입자료관리 / 기증 - 기증자료관리로 넘기는 작업으로,
구입/기증처리 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한 후 구입/기증처리 버튼을 클릭한다. 해당 작업은
이전 상태와 무관하게 구입처리 / 기증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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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입
1.4.1 구입자료관리
구입자료관리에서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예정의 자료나 수서대상자료 단계에 있는 자료를 구입
처리한 자료에 대해 입력/수정을 통해 주문처리를 한다.
구입정보 버튼을 통해 그리드에 선정된 자료에 구입처 일괄변경, 화폐구분 일괄입력․변경, 할인
율 일괄적용, 환율관리 및 환율 일괄적용 작업을 할 수 있다.
코드변경 버튼을 통해 종,권의 구분코드를 일괄변경할 수 있고, 차수관리 버튼을 통해 차수번호
를 관리하고, 출력 버튼을 통해 그리드에 검색된 구입대상자료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검색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조건을 주어 검색을 한 후 화면에 그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구입정보관리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검색 창이 나타난다. 자료
검색은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검색을 할 수 있고, 간략검색 버튼을 클릭하
여 간락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시 차수번호는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검색조건들은 AND조합이다. 차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차수번호를 선정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차수번호로 한꺼번에 검색
이 가능하다.
54

Ⅰ. 단행자료
 정렬조건설정에 따른 검색 완료 후 자료정렬이 가능하다.

자료반입
자료반입이란 수서대상자료(희망자료관리/반입자료관리/재활용자료관리) 단계에서의 자료
를 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여 구입대상자료로 반입하는 기능이다.

 구입정보관리의 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생성된 차수가 있을 경우, 차수를
선정하여 자료를 반입할 수 있도록 차수설정 창이 뜨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선정된
차수번호가 없으니 선정하라”는 메시지창이 나타나고 차수번호보기 창에서 차수번
호 선택 후 구입대상자료반입 창이 실행된다.
 자료구분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기초/반입자료, 재활용자료, 비치희망자료 중에서 ①
반입받을 항목을 선택 → ②검색버튼 클릭 → ③검색된 자료에 대해 반입받을 자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한 후 ④반입 버튼을 클릭하여 구입정보관리로
반입을 받는다. 신규차수생성 버튼 클릭하여 새로운 차수에 선정한 자료를 반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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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복본조사
“구입자료관리 - 중복조사/복본조사” 에서는 차수 단위로 중복조사와 복본조사를 수행하
는데, 구입정보관리 - 중복조사/복본조사는 그리드에 검색된 자료 중 선정한 자료에 대해서
만 중복조사/복본조사를 수행한다.

정렬
구입정보관리 그리드에 검색된 자료를 정렬하려면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정렬기준 설정 후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자료정렬 우선순위 : 제1기준 > 제2기준 > 제3기준 > 제4기준
 정렬기준 항목 : 검색하는 화면의 그리드 항목
 정렬조건 :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조건설정 버튼은 검색하려는 자료에 정렬조건을 주어 화면 그리드에 검색시켜
주는 기능이다.
 정렬조건설정 버튼 클릭 → 자료정렬기준 창에서 정렬조건 선택, 이때 정렬조건이 없
을 때는 정렬항목설정 버튼 클릭 → 정렬항목설정 창에서 정렬조건으로 사용할 항목
을 마우스로 순서적으로 클릭 → 변경내용저장 버튼 클릭 → 닫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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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구입자료관리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또는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
게 모두 출력이 되며, 구입대상자료 출력물 리스트 창에서 출력물 목록(구입대상자료목록/심
의대상자료목록/심의결과자료목록/주문자료목록) 중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후 출력한다.

 출력데이터 선정 창에서 출력데이터 재검색은 화면에 검색된 자료의 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색한 후 출력해 주는 기능이고, 바탕화면 검색데이터 사용은
화면에 검색된 자료에 대해서만 선정체크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출력해 주는 기능이
고, 그리드 선정자료는 화면에 검색된 자료 중 선정체크된 자료만 출력해 주는 기능이
다. 출력데이터 재검색은 심의대상자료목록/심의결과자료목록/주문자료목록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된다.
 엑셀출력 버튼은 출력할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해 주는 기능이며, 다권본인 경우에
는 종정보과 권정보가 엑셀파일로 저장된다.
주문번호
구입정보관리 그리드에서 자료의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게 차수단위로 검색된 자료를 위
부터 아래로 주문번호가 부여되므로 정렬 조건을 부여할 경우엔 정렬한 후에 주문번호 버튼
을 클릭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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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처리
주문번호가 부여된 차수의 자료를 주문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처리하는 기능으로 선정된
자료 단위로 주문처리 할 수 있다.

주문취소메일
주문취소메일에서는 검수대상자료관리에서 주문취소한 차수의 자료에 대해 주문취소메일
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주문취소메일보내기 창에서는 주문취소된 차수(구입대상)의 자료와 구입대상 차수의
자료가 검색이 되고, 검색된 자료에 대해 메일보내기가 가능하다.
 관리 - 수서환경설정 - 제어값의 “단행 - 주문메일자동발송”이 사용함인 경우엔 검
수대상자료관리에서 주문취소시 자동으로 주문취소메일보내기 창이 실행되어 메일
을 보낼 수 있고, 사용안함인 경우엔 주문취소메일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취소한 차수
를 검색한 후 메일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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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검수자료관리
검수자료관리에서는 구입자료관리를 통해 주문처리하여 입수된 자료를 납품된 자료와 미납된
자료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한다. 검수자료관리에서는 종정보 항목과 권정보 항목으로 나뉘어
자료가 검색되고, 종정보 항목에서는 검수취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권정보 항목에서는 납품
처리/미납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미납처리
미납된 자료에 대해 납품책수를 미납책수로 수정하는 작업으로 그리드에서 납품책수를 미납
처리할 자료를 선정한 후 미납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한 자료의 납품책수가 미납책수로

변경되고 납품책수는 “0”이 된다. 미납처리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리드 납품책수
에서 책수를 수정할 수 있다.
납품처리
미납처리된 자료에 대해 미납책수를 납품책수로 수정하는 작업으로, 그리드에서 미납책수를
납품처리할 자료를 선정한 후 납품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한 자료의 미납책수가 납품책
수로 변경되고 납품책수는 “1”이 된다. 납품처리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리드 납품

책수에서 책수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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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책수나 미납책수를 수정한 경우 그리드상에만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내역저장 버튼을
클릭해야만 데이터베이스에 변경한 내용이 반영된다.

검수완료자료
검수완료자료에서는 검수완료된 차수의 모든 자료목록를 출력할 수 있다.

출력
검수대상자료관리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또는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
관하게 모두 출력이 되며, “검수대상자료 출력물 리스트” 창에서 출력물 목록(검수대상자
료목록/주문자료목록(차수별)/주문자료목록(구입처별)/주문자료목록(주제구분별)/검수자료
목록/미검수자료목록/구입신청자료도착목록/검수자료통계/미검수자료통계) 중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후 출력한다.

등록인계
등록인계는 검수대상자료관리에서 검수업무를 완료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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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구입자료출력
구입자료출력에서는 구입으로 입력된 모든 차수의 구입자료를 차수번호로 검색할 수 있고, 검
색된 차수에 대해 구입자료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검색
자료검색 창에서 차수보기 버튼 클릭하여 나타나는 차수보기 창은 구입의 업무단계와 관계
없이 전체 차수번호가 검색되어, 선정한 차수번호의 자료를 검색된다.

구입자료출력
구입자료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게 모두 구입자료목
록으로 출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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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통계
구입자료를 기간별통계, 차수별통계를 구축하는 기능이다. ①조건설정 버튼 클릭하여 조건설정

후 ②통계자료구축 버튼 클릭하면 결과가 열은 류별로, 행은 통계물목록으로 그리드에 보여지
며, ③구입통계출력 버튼 클릭하면 그리드에 보여진 통계를 인쇄할 수 있다.

조건설정
자료구분 / 자료구분일 / 통계물목록 / 자료기준의 조건을 이용하여 통계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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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증
1.5.1 기증자관리
기증자관리에서는 기증자 정보를 입력/수정/삭제 작업을 하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증자목
록 및 감사장/인수증을 인쇄할 수 있다.

입력
기증자관리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기증자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나 기증자정보를 입력하

며, 기증자ID 구분은 기증자를 개인기증자와 단체기증자로 구분하여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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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저장되어 있는 기증자에 조건을 주어 검색을 한 후 그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감사장/인수증 출력
감사장/인수증을 출력하는 기능으로 감사장/인수증을 출력할 기증자를 선정한 후 감사장출
력 또는 인수증출력 버튼 클릭한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출력 버튼 클릭하면 인쇄가 되고, 감
사장/인수증 내용을 수정하려면 형식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저장 → 미리보기
창에서 새로고침 버튼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미리보기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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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기증자료관리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자료나 수서대상자료 단계에 있는 자료를 기증처리 또는 자료반입한 자료
에 대해 입력/수정/삭제 작업을 통해 자관의 자료로 등록할 경우 기증자료단계에서 처리 및 저
장이 된다. 기증정보 버튼을 통해 그리드에 선정된 자료에 기증자 정보 일괄입력, 등록․미등록
일괄처리, 화폐구분 일괄입력 등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코드변경 버튼을 통해 종,권의
구분코드를 일괄변경 할 수 있고, 접수번호 버튼을 통해 기증접수번호를 관리하고, 출력 버튼을
통해 그리드에 검색된 기증자료에 대한 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입력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기능이다.
 기본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서지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기증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접수번호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번호를 선택하고, 새
로운 접수번호에 저장시킬 경우에는 접수번호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접수번호
를 생성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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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수서환경설정-제어값설정 중에서 기증자정보필수입력사항여부가 사용함으로
적용되어있으면 서지정보입력에서 기증자 입력란을 기입해야만 입력에 대해 저장이
된다.
 ISBN을 입력하고 ISBN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ISBN을 점검하여 수정해 준다.
 이전내용 버튼을 클릭하면 서지정보입력 화면을 닫기 전에 입력했던 내용중 가장 마
지막에 입력했던 서지정보를 불러오며 다권본을 단권본으로 입력할 때 유용하다. 서
지정보입력화면에서 “TEXT 기본값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면 입력화면의 기본값이 설정되지 않아 나타나는 메시지이므로 기본값 설정 버튼을
눌러주어야 한다.
 해당 입력 화면에서는 ‘기증자’를 입력이 가능하다.

자료반입
자료반입이란 수서대상자료 단계에서의 자료를 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여 수서대상자료 단
계의 자료를 검색 후 기증자료로 반입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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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료의 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화면에 선택된 수입년도와 접수번호가 있
으면 기증접수자료반입 화면이 바로 실행된다.
 자료구분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반입자료, 재활용자료, 희망자료 중에서 반입받을 항
목을 선택 → 검색버튼 클릭 → 검색된 자료에 대해 반입받을 자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한 후 반입 버튼을 클릭하여 기증자료접수로 반입을 받는다
기증정보

기증정보란 기본화면 그리드에 검색된 자료의 기증자정보 일괄변경, 등록 일괄처리, 미등록
일괄처리, 화폐구분 일괄변경, 비고(서지정보입력화면) 일괄변경을 하는 기능이다.
기증자료에 대해 기증미등록자료로 처리하려면 기증자료접수에서 미등록처리할 자료 선정
후 서지정보수정 화면에서 ◉ 등록 → ◉ 미등록으로 변경하거나 미등록처리할 자료 선정 후
기증정보에서 ◉ 미등록으로 선택하여 일괄적용 버튼 클릭하면 기증미등록자료로 처리된다.

검색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조건을 주어 검색을 한 후 화면에 그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기증자료관리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검색 창이 나타난다.
자료검색은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검색을 할 수 있고, 간략검색 버튼을 클
릭하여 간락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조건들은 AND조합이며, 접수번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번호로 검색을 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접수번호를 한꺼번에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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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번호란 기증 자료를 접수번호라는 단위로 관리하는 것으로, 구입자료관리의 차수와 같
은 기능이다. 접수번호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관리 창이 실행되는데, 접수번호관리에서
는 접수번호에 대해 검색/입력/수정/삭제/접수번호통합/접수번호분리/접수번호복사 기능이
있으며, 수서대상자료 단계에서의 그룹관리와 구입 단계에서의 차수관리와 같은 기능을 한
다. 접수번호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업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출력
기증자료접수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또는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
게 모두 기증접수자료목록으로 출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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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기증자료출력
기증자료출력에서는 기증에서 발급된 모든 접수번호의 기증자료를 접수번호로 검색 및 기증자
료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검색
자료검색 창에서 접수번호보기 버튼 클릭하여 나타나는 접수번호보기 창은 기증자료접수에
서는 등록대상 접수번호가 검색되고, 기증미등록자료관리에서는 미등록대상 접수번호가 검
색되는데, 기증자료출력의 접수번호보기에서는 업무단계와 관계없이 전체 접수번호가 검색
되어, 선정한 접수번호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기증자료출력
기증자료출력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자료를 선정/비선정과는 무관하게 모두 기

증자료목록으로 출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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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미등록자료관리
기증자료에 대해 자관 자료로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증자료접수에서 미등록처리를 하면
미등록자료관리에 저장이 되며, 미등록자료에 대해 자관 자료로 등록처리하려면 등록처리할 자
료를 검색하여 그리드에서 선정한 후 서지정보수정에서 미등록을 등록으로 수정하거나 기증정
보에서 등록으로 일괄변경하는 기능을 한다.

등록처리
서지정보수정 화면에서 ◉ 미등록 → ◉ 등록으로 선택한 후 저장한다.

일괄등록처리
기증정보에서 ◉ 등록으로 선택하여 일괄적용 버튼 클릭하면 기증등록자료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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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통계
기증자료를 기간별통계, 접수번호별통계를 구축하는 기능이다. 조건설정 버튼 클릭하여 조건설
정 후 통계자료구축 버튼 클릭하면 결과가 열은 류별로, 행은 통계물목록으로 통계 내용이 그리
드에 보여지며 기증통계출력 버튼 클릭하면 그리드에 보여진 통계를 인쇄할 수 있다.

조건설정
자료구분 / 자료구분일 / 통계물목록 / 자료기준의 조건을 이용하여 통계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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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록
1.6.1 등록자료관리
구입 및 기증 단계에서 인계 받은 자료와 신규 입력 및 반입한 자료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지원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료는 정리 단계로 인계한다.

검색
등록업무 처리할 대상 자료를 검색하여 화면에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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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수정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키거나 이미 입력된 자료와 구입 및 기증에
서 인계받은 자료의 서지정보를 수정하는 업무를 실시한다.
 기본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서지정보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자료의 수입구분에 따라 수입구분 콤보박스에서 지정한다. 구입으로 선정시 구입 기
본 입력창이 나타나고 기증으로 선정시 기증 기본입력창이 나타난다. 구입(차수)과 기
증(접수) 이외의 수입구분에 대해서는 그룹번호라는 묶음 단위로 작업이 된다.
 단권본을 입력할 경우엔 필수입력란(파란바탕색이 들어가 있는 입력란) 을 필수적으
로 입력 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다권본을 입력할 경우엔 권별정보 버튼을 클릭한 후 권정보를 입력한다.

삭제
목록에서 삭제할 자료를 선정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삭제 화면이 실행된다.

 재활용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한 자료는 재활용자료관리로 이동한다.
 재활용자료관리에서 복원처리하거나 새로운 구입자료/기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DB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삭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삭제 시 주

의가 필요하며, 복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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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부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 부여할 자료를 검색하여 선정 체크 후 등록번호 부여를 실행한다.

 등록번호부여화면 상단에 원부정보에 포함될 기본정보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보다 상세한 원부정보를 입력할 경우 원부정보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한다.

 선정한 자료의 등록구분에 따라 관리에 설정된 마지막 번호 다음번호부터 새롭게 부여할 등록
번호의 범위가 화면상에 표시된다.
 새롭게 등록번호를 부여할 자료의 원부번호를 확인한다. 기본값으로 관리에서 설정된 등록원
부 마지막번호 다음 번호가 표시된다.
 화면상에 기본값으로 보여지는 원부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화면의 입력란에 원부번
호를 입력한다. 단 이때 입력한 원부번호는 이미 생성된 원부의 번호이어야 한다.
 부여할 등록번호가 관리에서 설정된 마지막 번호가 아닌 특정 번호부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 할 경우 마지막 번호 관리에서 번호를 수정한다
 해당 등록구분 및 원부번호에 대한 마지막 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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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DB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신규자료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누락등록번호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DB에서 관리되고 있는 누락등록번호
리스트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부여할 자료의 등록번호 수만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을 클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선택 처리한 등록번호는 결과에 누적되며 기본화면에서 선정한 데이터의 건수보다
선택한 등록번호의 개수가 많을 경우 메시지를 보여준다.

등록번호취소
번호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자료 상태는 등록인계대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등록번호와 원부번호 정보가 삭제된다.
이때 취소된 등록번호는 누락등록번호로 등록된다.

 정리단계로 인계한 자료의 등록번호 부여를 취소할 경우 목록완성 화면에서 자료복
귀 처리 후 등록번호부여취소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번호를 삭제한다.
 등록번호부여 취소한 자료는 정보 확인후 다시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검수취소(수서복귀)
검수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구입/기증 단계의 등록대상처리 메뉴로 복귀할 수 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료에 대해 검수취소 처리하면 등록번호는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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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반출
등록자료관리에 있는 자료의 MARC 정보를 파일로 반출하는 기능이다.

등록자료관리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등록인계자료와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자료
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반출은 등록인계자료와 등록자료를 모두 반출할 수 있다.
코드변경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구분코드를 일괄적으로 변경한다.

구분값 가운데 변경할 항목을 체크하고 콤보를 지정하여 수정한 다음 일괄적용 버튼을 클릭
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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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그룹관리
차수번호, 접수번호, 그룹번호를 관리해 주는 기능이다.

수서그룹관리 버튼 클릭하면 수서그룹관리 화면이 실행되고, 수서구입차수관리/수서기증접
수번호관리/수서그룹관리 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마크교체
수서(구입/기증)에서 입력한 자료에 대하여 주문시 도서와 같이 제공받은 마크 파일이 존재
할 경우,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제공받은 마크로 일괄 교체 할 수 있다.(ISBN 기준)

교체하고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후 선정하여 ‘마크교체’ 버튼
을 클릭한다.
교체하고자 원하는 파일을 지정
하였을 경우, 입력된 ISBN을 기
준으로 동일한 자료를 추출하여
상태를 보여준다. 필요시 상세보
기에서 입력된 정보와 파일의 정
보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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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원부대장관리
원부를 부여받은 자료에 대해 원부정보를 수정하고 관리하는 업무 및 원부출력 업무를 수행한
다.

원부추가(원부번호 수정)
원부대장관리에서 원부번호 입력 및 수정할 자료를 검색 후 선정한 다음 원부추가 버튼을
눌러 선정 자료에게 부여할 원부번호를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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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관리
원부대장 리스트를 확인하고 신규 원부정보 입력 및 수정업무를 수행한다.

신규 원부정보를 생성/수정/삭제 할 수 있다.

원부출력
도서관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출력 시 원부번호와 등록번호범위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원부 출력 시 부록자료포함유무를 선택
하여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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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시스템
2.1 개요
정리 시스템은 자료에 대한 목록완성을 거쳐 열람 인계 처리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검수 및 등
록에서 정리 업무로 인계된 데이터와 정리 화면에서 신규 입력한 데이터, MARC반입 받은 데이
터에 대해 정리업무를 실시하며 배가기록이 끝난 자료의 MARC 정보 수정 및 장비 출력 업무를

지원한다.
정리에서 신규 입력하거나 MARC반입 시 정리 데이터와 소장 데이터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
다. 기본 목록완성 화면에서는 워크시트와 MARC폼 형태의 입력창을 지원하며 각 항목은 도서
관의 업무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리가 끝난 자료는 열람인계처리를 거쳐 열람
업무로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리 업무는 수서에서 인계받은 자료, 혹은 정리 신규 입력 및 반입 자료에 대해 복본조사를 실
시하여 복본추기 업무를 하고 완성된 형태의 MARC 데이터 정보를 생성한다. 정리가 끝난 자료

에 대해 장비 출력을 거쳐 열람 인계 처리한다.
정리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리시스템
정리

열람

목록완성

배가일자기록

장비출력

센터업로드
배가자료관리
장서점검
통계

정리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장자료 입력 및 정리 중 자료 가운데 선택하여 신규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수서에서 인계받은 데이터 이외에 수서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
는 경우 정리에서 신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이때 자료의 용도에 따라 열람인계-배가일
자 기록을 거쳐야 하는 정리중 자료와 기타 추가적인 작업 없이 입력과 동시에 배가상태로
입력되는 소장자료 입력이 있다. 또한 구입/기증 등 입수구분을 지정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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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국가자료공동목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입력 창에서 국가자료공동목록 DB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독립형 국가자료공동목록 시스템(KOLIS-NET)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배가와 동시에 센
터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로드 된 자료에 대해 이용제한 구분 변경 및 변경내용 일괄
적용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정확한 MARC 형식 검사를 실시한다.

각 자료 형태별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KORMARC)에 따라 실시간 오류 체크를 실시하며
잘못된 구두점, 필요없는 공백 등을 자동 수정한다. 최종 저장 시 MARC상의 필수 항목들을
체크하여 완전한 형태의 MARC이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록완성 단계에서 유용한 자동 TAG 생성 기능을 지원한다.
관리의 설정 값에 따라 자료 유형별 청구기호를 생성하며 분류지원 시스템, 분류기호 참조
기능을 통해 분류번호 관련 TAG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008tag 생성, 각종
부출지원, 키워드 생성 등을 통해 MAR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손쉽게 완성된 형
태의 MARC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서관 업무환경과 업무 담당자에 따라 다양환 환경 설정을 지원한다.
그리드 화면상의 각 필드 항목을 조정하여 원하는 필드들을 선별하여 볼 수 있다. 수서와 마
찬가지로 입력화면 기본값을 설정하여 기초 데이터로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타 정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구분값 설정, 용지양식에 따른 출력물 조정이 가능하다.
종정보, 권정보, 책정보로 데이터 관리
권정보(책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MARC 형식의 데이터를 보완한다. 또
한 권별정보에 입력된 내용은 505tag 및 700tag, 740tag 등 부출지원을 통해 MARC에 반
영되도록 연계한다.
열람인계처리 업무에 대한 필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도서관의 업무 환경에 따라 정리 업무 가운데 열람인계 처리 절차에 대한 필수 처리 여부를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다. 즉, 정리가 끝난 후 열람 인계처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배가

일자 기록단계로 넘어가도록 필수 절차를 지정할 수 있고 반대로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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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리
2.2.1 목록완성
정리 인계된 자료에 대해 완성된 형태의 MARC 데이터로 작성하는 업무와 신규데이터 입력 업
무, 기존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자료관리와 관련된 종통합/
종분리, 데이터 일괄 변경, 교열지 출력, MARC 데이터 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KOLAS III 설치시 도서관 환경에 맞게 설정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라 정리로 인계된 자료를
완성된 형태의 데이터로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서단계와 등록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리로 인계할 수 있다. 이때 자료들은 등록번호
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규자료 입력과 마찬가지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
다.
 등록처리 단계를 통해 목록완성화면으로 인계된 자료에 대해 완성된 형태의 MARC
정보를 생성하고 배가기준에 따라 자료실을 부여하여 다음 단계로 인계한다.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열람인계 처리 시 ‘단행열람인계자료’상태로 저장되며,
열람 - 배가일자기록 메뉴를 통해 배가일자 기록 시 소장자료 상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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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목록완성 업무를 실시할 대상 자료를 화면상에 불러오는 기능을 수행한다.

목록완성 대상자료를 불러오기 위해 간략검색과 상세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입수 구분, 입력일자, 차수/원부 생성년도, 차수번호/원부번호, 등록번
호 입력창이 나타난다. 오른쪽 하단의 상세검색 (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서지정

보, 자료구분, 매체구분 등 상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검색조건의 구분값 콤보와 각 입력항목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조건을 입력하고 검
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화면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화면이 초기화 된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검색을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닫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는다.

정리대상처리한 자료를 검색할 경우 자료상태를 ‘정리중자료’로 체크하고 검색한다.
이미 배가기록 실시한 자료들을 검색할 경우 자료상태를 ‘소장자료’로 체크한 다음 검색
을 실시한다. 자료상태값과 무관하게 검색을 하고자 할 경우 자료상태를 ‘전체’로 체크한
다음 검색한다.
 정리중자료 - 단행정리대상자료 (정리안됨 + 정리됨)
 소장자료 - 소장자료 (비치상태)
 전체 – 정리중자료 +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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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데이터를 한 화면에 불러오고자 하는 경우 파일 검색(

)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파일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열기 창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메모장에서 스캐너
등으로 입력한 등록번호 파일(다음 그림 참조)을 지정하면 파일 안에 입력된 등록번호
를 가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2) 입력
구입 및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규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입력시 소장자료와 정
리자료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정리자료로 입력시 배가기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장자료
로 입력시 저장과 동시에 별도의 작업 절차 없이 소장자료로 입력된다.

마크편집

워크시트

입력화면에 들어가면 기본 MARC정리 화면이 나타난다. 신규자료 입력은 다음의 절차를 거
친다.
 완성된 형태의 MARC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049Tag은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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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구분 입력란에서 책수를 수정하거나 다권본인 경우 권별정보화면에 들어가 이
자료에 부여할 개수만큼의 권/책정보를 추가한다.
 자동등록번호부여 또는 누락번호부여 기능을 사용하여 책정보에 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 저장한다.
MARC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005Tag, 040Tag, 653Tag은 직접 화면상에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과 동시에 자동 생성한다.

 마크 편집화면 및 워크시트 화면에서 직접 입력한다.
 MARC반입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마크정보를
반입 받는다.
 공동목록반입 기능을 이용하여 공동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소장되어 있는 서지 정보를
다운 받아 활용한다.
입력 기본화면에는 기본값설정에 적용된 식별기호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식별기호들은 저장 시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별도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값 설정
 화면 상단의 구분 값들을 지정하는 부분으로 관리의 일반부호관리에 설정된 기본값

이 보여진다.
 등록구분과 제어자료구분에 설정된 값에 따라 등록번호와 제어번호가 부여된다.
 형태구분은 MARC에 적용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을 결정하는 항목이며 형태구
분 변경 시 고정길이 008TAG을 다시 생성해 주어야 한다.
 고정길이 유지에 체크한 상태에서 데이터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 데이터 입력으로 넘
어갈 때 고정길이 관련 Tag(007/008) 항목과 각종 구분 값이 유지된다.
 소장/정리자료 콤보 설정 상태에 따라 정리중 자료로 저장할 것인지 소장자료로 저장
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수입구분을 구입으로 했을 경우 구입처 정보 구분값이 화면상에 나타난다. 기증으로
설정했을 경우 기증자 입력창이 화면에 나타난다.
자동완성
 MARC 입력 창 우측 상단의 ‘자동완성’에 V체크된 경우 각 TAG, 지시기호, 식별
기호에 대한 도움말이 제공된다. ( PC 별로 체크 값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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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메뉴

 마크정리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 메뉴가 실행된다.
 문법체크(F7) : 화면상의 MARC 정보에 오류 내용이 있는지 체크한다. 구두점 및 공
백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수정하며 기타 정리자가 직접 수정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Tag 번호와 오류 내용을 보여준다.
 인쇄(Ctrl+P) : 마크정리화면의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한다
 편집 : 마크정리화면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
편집 메뉴는 다시 찾기(Ctrl+F), 바꾸기(Ctrl+H), 복사(Ctrl+C), 잘라내기(Ctrl + X),
붙여넣기(Ctrl+V)로 구분된다.
 필드종단기호삽입(Ctrl+Y) : 커서가 위치한 자리에 필드종단기호인 삼각형모양의 ▲
기호를 생성한다.
 레코드종단기호삽입(Ctrl+R): 레코드종단기호인 ↔ 를 생성한다.
 특수문자 (F2) : MARC 정리 화면에서는 버튼 이외에 기능키를 사용할 수 있다.

 문자 입력시 특수문자를 입력하고자 할 때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키
고 F2 버튼을 선택하면 특수문자 입력 화면이 호출되고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문자구분 콤보
에서 '언어' ,'기호', '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문자선택 탭에서 문자종류를 선택한
후 에디트 박스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특수 문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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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단어(F6) :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자 할 때 선택한다. 바꾸고자 하는 한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6 버튼을 선택하면 한자변환 화면이 호출되고 바꾸고자 하는 한자를 선
택하면 된다. 등록된 한자에 대하여 선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한자를 등록하고자 하
면 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변환 : 한글을 일문 히라가나(F3). 일문 가타가나(F4), 영문(F5)으로 변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글 발음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일문/영문을 입력한 다음 해당 항목을 선택
하거나 단축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한다.

 전거 : 서명, 저자명에 대하여 전거통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전거통제 대상이 되는
MARC의 표목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전거 항목을 선택하거나 F9 버튼을 클릭한다. 서
명, 저자명 전거통제 화면이 호출된다.
 폰트 : MARC 정리 화면에서 사용할 글꼴 및 스타일, 크기를 지정한다.

 심볼컬러 : MARC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저장 및 닫기
 입력작업이 끝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DB에 반영한다.
 저장시 필수 Tag이 누락되었거나 MARC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확인 메시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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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료공동목록 반입(반입-국가자료공동목록반입)

 공동목록 반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검
색하여 서지 정보를 반입할 수 있다.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검색결과 화면에서 서지정보를 보여준다.

 MARC 보기 버튼을 실행하면 검색된 자료들의 MARC 내용을 볼 수 있다.
 하단의 3가지 라디오버튼 중 한 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실행하면 된다.
 기본정보반입: 020, 245, 300, 350, 440, 490 tag만 가져온다.
 전체정보반입: 마크상에 있는 정보 모두를 가져온다.
 다권정보 삭제한 전체정보반입: 505tag를 삭제한 후 정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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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반입(반입 – MARC 반입)
 도서관에서 이미 입력한 MARC 데이터 가운데 현재 정리중인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있을 경우 MARC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기능이다.

 MARC 반입 화면에서 검색 실시 후 동일 자료를 선정하여 반입처리한다.
 MARC 보기 및 기타 유형별 MARC 반입은 공동목록 반입과 동일하다.
별치기호 조회(지원 – 별치기호 조회)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중인 별치기호를 조회하고 정리중인 MARC 정보에 반영하는

화면이다.
 별치기호조회에서 보여지는 별치기호는 관리의 일반부호관리/별치기호에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선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된 별치기호는 MARC상의 049Tag $f에 반영된다.

89

Ⅰ. 단행자료
수입순번호 관리 (지원 – 수입순번호 관리)

 수입순번호는 동일한 분류번호와 별치기호에 따라 일련번호로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입순번호관리 화면에서는 마지막 수입순 번호와 누락수입순 번호를 관리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청구기호 부여방식으로서 수입순번호는 형식구분과 보
조등록구분에 따라 관리에서 설정한 생성원칙에 따라 부여한다.
 작업구분에서 검색 대상을 선정하고 분류기호 및 별치기호로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
할 수 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마지막 번호 및 누락번호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청구기호 생성원칙이 수입순번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청구기호 생성을 하
게 되면 090Tag에는 $a 분류기호 정보만 생성된다. 최종 저장 시 수입순번호 부여 창
이 나타나고, 마지막 번호의 다음 번호 또는 누락번호를 부여하고 저장된다.

저자기호 조회 (지원 – 저자기호 조회)

 저작자에 해당 저작자를 입력한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자기호표를 조회할 수 있
다. 여기서의 조회는 청구생성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저자기호를 열람하
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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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어 관리 (지원 – 역할어 관리)

 245tag, 505tag의 저자사항에 있는 역할어를 미리 역할어관리에 입력해 두면
100Tag, 700Tag 자동 부출시 역할어를 삭제하고 부출한다.
 기본값으로 제공되는 내용 이외에 입력 및 수정 기능을 사용하여 역할어를 추가할 수

있다.
분류기호 참조 (지원 – 분류기호 참조)

 KDC/DDC에 들어있는 분류기호를 검색하여 056, 082tag을 생성한다.
 분류기호참조 버튼을 이용하여 분류기호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구분에
서 KDC, DDC를 선택하거나 색인어를 선택하여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구분에서 KDC, DDC를 선택하고 분류기호 입력 후 검색을 실시하면 해당 분류번호
로 시작하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검색결과에 대해 본문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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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권/책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권별정보화면에서는 자료의 권정보와 책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및 수정
할 수 있다.
∙ 권정보와 책정보에 따라 각기 입력란에서 활성화 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시리즈-권정보, 복본-책정보)
∙ 별치기호, 편권차는 MARC 정보에 반영된다. 단권인 경우 편권차, 권서명은 각각

245Tag의 $n과 $p로 생성되며 다권본인 경우 505Tag $n과 090Tag $c로 생성된다.
∙ MARC 상의 ISBN 정보는 권별정보에서 수정해야 MARC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다.
 편/권차와 권서명이 입력된 자료에 대해 505Tag생성/확인 버튼을 사용하여 MARC
에 권별정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입력화면에서는 1권 1책 정보가 생성되어 보인다. 다권본 및 복본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권정보와 책정보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권별정보에서

추가된 개수만큼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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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정보
종정보에 딸려있는 부록자료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규 부록자료를 입력하거나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권별정보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화면 상단의 리스트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각종 구분 값 및 기본 정보를 확인한다.

 부록자료에 부여되는 등록번호는 일반 책정보에 부여되는 등록번호와 달리 MARC정
보에 반영되지 않는다. 부록으로 사용할 등록구분은 [관리-일반부호관리] 메뉴에서 새
로 추가해 주어야 한다.
 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자동 부여와 수동부여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록
자료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방식은 [관리 - 공통환경 설정] 메뉴의 ‘부록등록번호자동
부여여부’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다.
∙ 자동설정 (사용함) : 일반자료에 해당하는 등록번호 부여방식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번호관리에서 설정된 등록번호 다음 번호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때 부여하는 번
호는 원본 자료의 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부여된다. 자동 설정 시 위의 예제 그림에서와
같이 등록번호 입력란이 비활성화 되어 보인다.
∙ 수동설정 (사용안함) : 부록자료에 부여할 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여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원본자료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부록자료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등
록구분으로 변경하고 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입력한다. 이때 등록번호 입력란이 활성
화 되어 보인다. 수동으로 설정 시 부록자료에 사용할 등록구분이 마지막번호관리에

입력되어서는 안된다.
 입력된 부록자료는 모체자료 상태 값과 무관하게‘정리대상자료’로 저장되어 진다.
 1종에 2개 이상의 부록이 있을경우 등록번호가 다르게 저장된다.(AM1, AM2 OR
AM1, 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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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생성
 관리의 정리환경설정/저자기호관리 메뉴에서 지정한 청구기호 생성 규칙에 따라
분류기호와 저자기호 혹은 수입순번호를 가지고 청구기호가 생성된다.
 청구기호 생성 방법을 결정하는 항목은 형식구분, 보조등록구분, 분류번호 이다.
 구분값설정 내용에 해당하는 관리 설정값이 없을 경우 청구기호가 자동생성 되지 않

는다.
 MARC상에 관리에서 지정한 생성 관련 Tag(100Tag $a, 245Tag $d 등)이 없을 경우
에도 자동 청구기호 생성이 안된다.
 수입순번호로 청구기호 생성 시 청구기호 생성을 하게 되면 090Tag $a 정보만 생성
된다. MARC입력 및 분류번호 입력업무가 모두 끝나고 ‘저장’버튼을 클릭 하는 순
간 최종 분류번호와 별치에 따라 090Tag $b가 생성된다.
고정길이(008)

 Marc의 리더 및 008Tag 부호화정보필드, 007Tag 형태기술필드를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형식구분에 따라 기본정보들이 화면상에 보이며 해당 형식구분에 따라 필수 입력사
항을 추가하여 입력해 주어야 한다.
 각 입력란의 성격에 따라 기호가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F9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
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입력란에 입력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선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각 항목의 찾기 화면은 입력내용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입력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F9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입력할 수 있다.
 해당 도서의 이용대상지정은 Marc 창에서 바로 입력하게 되면 이용대상자 수준이 정
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008 고정길이 태그 버튼 선택 후, 22~24 이용대상자수준
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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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008 부호화정보 필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수위치
0-5

데이터요소

자수

예

입력일자

6

020416

발행년유형

1

s (단일발행년)

7-10

발행년 1

4

2002

11-14

발행년 2

4

####

15-17

발행국명

3

ulk (서울)

26-27

한국대학부호

2

AK (서울대학교)

28

수정레코드

1

h (한자를 한글로)

32

6

목록전거

1

a (자관)

35-37

언어

3

kor (한국어)

38-39

한국정부기관부호

2

AG (감사원)

 도서자료에 적용되는 008 부호화정보 필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수위치
18-21

데이터요소

자수

예

삽화표시

4

af## (삽화, 도판)

22

이용대상자 수준

1

# (일반이용자용)

23

자료의 형태

1

a (마이크로필름)

24-25

내용형식

2

e (백과사전)

29

회의간행물

1

1 (회의간행물)

30

기념논문집

1

1 (기념논문집)

31

색인

1

1 (색인있음)

33

문학형식

1

f (소설)

34

전기

1

a (자서전)

고정길이(006)
 008 필드의 보완 필드이다.
 입력대상자료에 다른 형태의 자료(특성)가 포함되어 있거나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이
에 관한 부호화정보(008필드에 해당)를 추가로 기입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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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현재 정리중인 자료에 분류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형태, 서명, 키워드, 저작자, 발행자, 분류기호, 등록번호, 매체구분, 발행년도 등
을 입력하고 자료찾기 버튼을 선택한다. 서명는 기본적으로 현재 정리중인 자료의 서
명 정보가 입력되어 보인다. 입력한 조건에 따라 도서관(자관) 소장자료를 조회하여
일치하는 자료를 화면상에 보여준다.
 MARC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자료의 마크정보를 볼 수 있다.

 화면상에 선정 필드를 지정하면 화면 하단에 선정된 자료의 분류기호 tag가 보인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마크보기화면에서 나오면서 분류정리화면에 056 tag과
082tag이 자동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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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지원

 245Tag, 505Tag의 서명, 저자 관련 항목을 100, 700, 740Tag 등으로 부출하는 업
무를 수행한다.

기본값
기본값으로 워크시트에 나타날 항목과 해당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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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구분에 따라 정리화면의 워크시트에 기본적으로 보여질 항목을 지정한다. 기본
으로 등록되어 있는 항목에서 식별기호를 추가할 경우 리스트의 맨 마지막 공백란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한다. 이때 나오는 항목 가운데 추가할 항목을 선정하여 저장한다.
 Tag별 식별기호와 함께 정리중인 자료에 동일하게 입력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내
용란에 입력한다. 여기에 입력된 내용은 등록에서 넘어온 MARC 정보에 이미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본값으로 설정한 내용이 MARC 정보에 반영된다.
 기본값으로 입력된 내용을 삭제할 경우 삭제할 항목을 선정하고 키보드 자판에서
Delete 카를 눌러 삭제한다.

키워드

 653Tag을 생성하며 이때 생성된 키워드는 검색 시 키워드 항목 검색조건으로 활용된
다.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전거파일 등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은 색인어가 주제명으로
채택된 경우에 기술한다.
 표제사항인 245, 총서표제인 440, 주기사항인 500 태그 등에서 추출한 자연어 키워
드는 이 필드에 기술한다.
 키워드 생성시 불용어, 조사, 단어 조사를 실시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키워드에 추가할 키워드는 직접 입력하면 된다.
 한자의 경우는 한글로 변환해서 653tag $a에 입력한다.
 이미 653TAG이 생성되어 있을 경우 KEYWORD란에 현재 입력된 내용만 보여진다.
이때 다시 MARC정보에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KEYWORD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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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편집
구축된 단행자료의 목차초록을 검색하여 해당 자료의 목차와 초록을 볼 수 있다. 목차초록
유무를 확인하여 신규 목차초록을 입력할 수 있으며 기존 목차초록을 수정할 수 있다.

 검색결과에서 새로운 목차초록을 입력하거나 입력된 목차초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선택한 후 목차편집 버튼을 클릭한다.
 팝업 창에서 새로 작성을 선택하면 서지사항 입력 창이 호출된다.

 서지사항 입력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목차정보 입력창이
자동 호출된다.
 목차정보 입력에서 목차 이외에 표목차와 그림목차가
있을 경우 선정 (V) 체크를 하면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
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며 활성화된 목차, 표목차, 그림목
차의 목차명은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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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입력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목차 편집 창에 서지사항 입력과 목차정보 입
력 창에서 적용한 사항이 나타난다.

 텍스트의 〈body〉와〈/body〉사이에 목차를 입력한다.

 목차를 입력한 후 목차 키워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목차의 색인어를 생성한다.
 목차 이용제한구분을 특수, 열람제한, 사서제한, 일반, 귀중자료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목차 입력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목차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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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본조사
화면에 불러온 자료들에 대해 복본조사 설정값에 따라 복본조사를 실시한다.

 목록완성 메뉴의 검색결과에서 선정란에 복본조사를 실시할 자료들에 대해 선정 체
크한 다음 복본조사 버튼을 클릭하여 복본조사를 실시한다.
 화면에 복본조사 진행창이 나타나고 복복조사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복본조사 결과
창이 나타난다. 복본조사 중 작업을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작업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한다.
 번호란의 숫자는 복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의미하고 **표로 표시된 자료는 복본조사
결과로 나온 데이터들이다.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복본추기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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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복본대상자료와 기존 소장자료(복본으로 나온 자료)를 비
교한다. 복본추기를 하려면 복본추기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정리중인 자료가 아닌 이미 소장자료에 대해 복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복본
추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복본추기 버튼을 클릭하면 복본대상자료의 등록번호가 소장 복본자료의 049 tag에
추기된다. 020 tag는 다권본일 경우에는 권차의 수만큼 생성되고, 단권본인데 020
tag가 서로 다르면 복본대상자료의 것을 가져오게 된다.
 복본추기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복본추기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복본해제된다.
 대상자료와 복본자료 각각 이전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
다.
 복본추기 작업이 끝나면 변경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복본조사 결과를 저장한다. 복본
추기 후 복본조사 창을 빠져나오면 기본 화면상의 복본 필드에 ∨가 표시된다.

복본조사 키설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설명

검색 자료

검색

본표제

245 ▼a

검색색인

저작자

100 ▼a

검색색인

발행자

260 ▼b

검색색인

발행년

260 ▼c

검색색인

ISBN

020 ▼a

검색색인

편/권차

049 ▼v

DB(책정보)

권서명

245 ▼p/권별정보 권서명

검색색인

매체구분

매체구분

DB(종정보)

종의 매체구분

별치기호

049 ▼f

DB(책정보)

한종에 있는 모든 별치기호

등록구분

등록구분

DB(책정보)

한종에 있는 모든 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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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본해제
복본추기한 자료를 복본추기 이전 상태로 초기화한다.

 복본추기한 자료 가운데 복본추기 해제할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선정한 다음
복본해제 버튼을 클릭한다.
 원본종자료 가운데 해제할 자료를 선정하면 복본종자료가 표시된다.

 복본종자료에 선정 체크하고 복본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복본추기를 해제한다.

5) 자동부여

입력자료에 대해 관리에 설정된 마지막번호 다음 번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자동번호부여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자료의 개수와 새
로 부여받을 등록번호의 범위가 보여진다.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자동부여 버튼을 클릭하면 MARC의 049Tag에 새로 부여받은 등
록번호가 보여지고 책정보에 등록번호가 반영된다.

6) 누락부여

신규 입력 및 추가된 자료에 대해 누락번호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누락번호부여 화면에 들어가면 현재 정리중인 데이터의 책정보 중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자료 리스트가 나타난다.
 등록번호 부여할 자료를 선정하고 누락부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누락등록
번호 적용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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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하단에 보이는 누락등록번호 리스트는 사용되지 않는 등록번호와 삭제한 데이
터의 등록번호이다. 누락등록번호에서 관리되지 않는 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관리의 마지막번호관리에서 등록번호의 마지막번호를 임의로 수정했을 경우) 누
락번호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한다. 특정 번호 범위를 지정하여 검색할 경우
화면 상단의 검색조건을 사용하여 재검색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등록번호 개수만큼 선정한 다음 번호부여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번
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부여가 완료되면 049TAG에 등록번호와 권차, 복본, 별치기호가 생성된다.

 원부번호는 관리의 마지막번호에 설정된 공통원부의 마지막번호 다음 번호가 기본값
으로 보여지며 기존의 원부에 자료를 추가할 경우 원부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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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정리중인 자료 및 소장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검색결과에서 삭제할 데이터에 선정 체크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삭제한다.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좌측에 삭제 선정한 데이터의 종정보가 보이고 화면 우측
에는 선택한 종 데이터에 속한 책정보가 보인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한 데이터가 삭제된다.
 대출 등의 이유로 삭제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대출중인 자료 등)가 있
을 경우 오류란에 표시되며 오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삭제한 데이터는 DB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서대상관리의 재활용자료관리 화
면으로 이동한다.
 재활용으로 처리된 자료는 구입대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복귀시 등록번호를 부
여 받지 않은 정리중 자료로 복귀된다.
데이터 삭제시 삭제된 등록번호는 누락등록번호로 관리된다.
목록완성에서의 삭제는 ‘종삭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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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복귀
정리 중 데이터를 등록자료 상태로 복귀처리 한다.
등록에서 인계되어 넘어 온 자료만 복귀가 가능하다. 마크반입을 통해 입력된 자료는 복귀가
불가능하다.

복귀할 자료 선정 체크 후 자료복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상태로 복귀 처리한다.
복귀한 자료는 등록 메뉴의 등록자료관리 화면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자료가 발생하여 그 이후 자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록
번호를 재부여해야 할 상황이거나 반대로 중간에 자료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번호를 부여하
고자 하는 경우 복귀 처리한 후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복귀시킨 자료들은 등록인계 과정을 거쳐 정리 화면으로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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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통합
2개 이상의 종자료를 하나의 종으로 통합하는 종통합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하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한다.
목록완성 기본화면에서 통합시킬 자료들을 지정하고 통합 버튼을 선택한다.
 종통합은 소장자료와 소장자료에 한해 통합이 가능하다.
 화면 상단에 선정한 데이터의 기본정보가 보인다. 화면상의 데이터를 마우스로 클릭
하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주자료/대상자료 선정 팝업창이 나타난다.
 선정한 내용에 따라 통합자료 필드에 주자료와 대상자료로 표시되면서 화면 하단에
각각 선정한 데이터의 MARC 정보가 보여진다.
 내용을 확인 후 주자료로 통합 버튼을 클릭하면 하나의 종정보로 합쳐지면서 대상자
료의 505Tag와 049Tag가 주자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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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자료에 대해 권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시 서로 권차가 다를 경우 다권본으로 인식하며, 권차가 동일하거나 없을 경우 단
권 복본자료로 인식한다. 이때 각각의 권별정보에 권차가 새로 생성된다.
 통합시 서로 별치기호가 다를 경우 049TAG의 제1 지시기호가 0에서 1로 변경된다.
 권별정보는 조회만 가능하며 직접 수정할 수 없다.

복본추기한 자료는 종통합 및 종분리가 불가능하며 복본해제 후 종통합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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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분리
다권본으로 구성된 하나의 종자료를 서로 다른 2개의 종자료로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목록완성의 기본화면에서 종자료를 분리하고자 하는 종정보를 지정하고 종분리 버튼을 선
택하여 종분리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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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분리를 위해 선택한 자료의 MARC가 종분리 화면의 좌측 ‘원래종자료’에 표시된다.
권별정보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종분리를 수행하면 분리된 종자료의 MARC가 종분리 화면
의 ‘분리된 종자료’ 에 표시된다.

 권별정보보기 화면을 클릭하여 종분리 대상자료의 정보를 조회한다.
 권별정보보기 화면의 원본자료 화면에서 별도로 분리하고자 하는 권자료를 지정하고
“분리자료에 추가” 버튼을 선택한다.
 선정된 자료들이 원래 종에서 삭제되고 분리자료 화면에 추가된다.
 이제 원본자료 화면에 남아있는 권자료들과 분리자료 화면에 추가된 자료들이 별도
의 종자료로 분리되게 된다.
 분리자료 화면에서 다시 원본자료 화면으로 옮기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
를 선정하고 “원본자료로 복귀”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지정된 자료는 분리자료에
서 삭제되고 다시 원본자료로 추가된다.
 편권차가 다른 자료들의 경우 ‘권단위로 자동분리’작업을 통해 권차 수만큼 일괄

로 분리작업이 가능하다.
분리 후 저장하면 동일한 MARC 정보를 갖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종으로 분리된다.
종분리시 부록자료는 자동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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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괄변경
검색자료에 대해 008tag 정보와 기타 MARC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일괄변경할 데이터를 검색하여 선정 체크 후 데이터 일괄변경 조건을 지정한다.
 작업 내용에 따라 변경모드를 지정한다. 특정 Tag의 식별기호에 포함된 데이터 내용
을 변경하거나 신규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MARC 구분에서 일반 MARC 정보인지 008Tag 내용인지를 선정한다. 008을 선정하
면 변경전과 변경 후 입력란에 Tag NO와 지시기호란이 비활성화 된다. 식별기호 입
력란은 콤보 상자로 변경되며 변경할 008Tag 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변경조건 설정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상에 변경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리스트가 나
타난다.
 텝 메뉴를 선정하여 변경대상 자료의 MARC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조건에 따라 일괄변경이 이루어진다.

 변경작업 중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에러건수에 대한 확인 메시지가 보여지고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탭 메뉴의 에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049Tag $l), 제어번호(001Tag), ISBN(020Tag)은 일괄 변경 및 추가, 삭제가 불가
능하다.

111

Ⅰ. 단행자료
12) 마크반입
엑셀 파일 및 MARC 정보 데이터를 소장 및 정리중 자료로 반입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반입 형태를 결정하고 반입받을 파일을 불러들인다.
 반입 형태는 엑셀 파일과 MARC, MODS 파일 가운데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서에서의 반입과 달리 정리에서의 반입은 완성된 형태의 MARC 정보를 반입받아
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MARC, MODS, EXCEL 파일을 반입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보
면 된다.
 파일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MARC 파일에 있는 데이터의 정보를 읽어 들여 화면상
에 보여준다. 이때 MARC상에 오류가 있는 자료는 오류 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 MARC로 자료반출 버튼을 클릭하여 반입대상자료의 교열지 파일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리중반입 - 체크 후 반입시 정리대상자료 상태로 반입된다.
 등록번호 자동부여 – 등록구분이 활성화되며 원하는 등록구분을 선택할 수 있다. 등
록번호 자동부여는 마크에 등록번호가 미리 입력되있지 않을 경우 사용
 원부적용 – 반입받는 자료에 원부번호를 부여한다.
반입시 적용할 구분값을 지정한다.
 MARC 정보에는 들어있지 않은 KOLAS III에서 자료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구
분값을 지정한다. 소장자료로 반입시 이 가운데 제어자료구분과 수입년도에 따라 제
어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형식구분과 화폐구분은 기본적으로 MARC 정보에 포함된 내용을 참조하여 자동 인
식한다. 형식구분은 리더의 06번째 항목 레코드형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리더에 레코드형태 값이 없을 경우 구분값에 지정한 형식구분으로 일괄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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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자료 반입 버튼을 클릭하여 반입처리 한다.
 정리중 자료 반입 체크 박스에 체크한 상태에서 반입을 하게 되면 정리중인 자료로 반
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반입된 데이터는 목록완성의 수정 화면에서 데이터를 확인
하고 저장한 다음 열람 인계 처리 한다.

 등록번호 자동부여 체크박스에 체크한 상태에서 반입하게 되면 구분 값에 설정된 등
록구분에 따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기
본 MARC 정보에서 갖고 있는 049Tag의 개수만큼을 책 수로 인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MARC 상에 입력되어 있는 049TAG $l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등
록번호 자동부여에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원부적용에 체크 시 원부번호란이 활성화되어 나타난다. 원부번호는 [마지막번호관
리]메뉴의 당해년도의 마지막원부 다음 번호로 자동생성되어 지며, 필요 시 직접 입력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원부번호로 입력이 가능하다.
 다권본 반입에 체크 시 049Tag $l의 개수만큼 책 수로 인식한다.
오류 데이터의 정보를 수정하여 저장한다.
 오류 데이터가 있을 경우 오류TAB으로 이동하여 오른쪽의 오류 내역을 참조하고 화
면 상단의 마크정리 화면으로 들어가 정보를 수정한다. 마크 수정이 완료되면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오류 수정이 적용된 자료는 선정 후 상단의 ‘오류복귀’ 버튼 클릭 시 정상TAB으

로 이동된다. (마크 열기 시 해당 MARC이 저장된 위치로 자동 이동처리되어진다.)
 정상자료반입을 클릭하여 자료를 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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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크반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MARC 정보를 파일로 반출한다. 타 도서관에 자관의
MARC 정보를 전달할 경우 사용한다.

MARC 반출할 자료의 등록번호 조건을 설정한 다음 반출처리 한다.
 반출할 파일의 자료실 구분과 등록구분, 등록번호로 조건을 지정한다. 등록번호 입력
란에는 등록구분을 제외한 숫자정보만 입력한다.
 “첫 등록번호가 등록번호 조건에 포함하는 자료만 반출”에 체크 후 반출할 경우
MARC상의 등록번호 (049Tag $l) 가운데 첫 번째 등록번호가 등록번호 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반출파일에서 제외한다.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번호 삭제 후 반출”은 등록번호 범위에서 지정한
049Tag 정보만을 포함하여 MARC을 반출한다.
자관정보(049Tag, 090Tag)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반출할 수 있다. 체크하지 않을 경우
049tag와 090Tag을 제외한 파일을 반출한다.
반출 대상 파일의 범위가 클 경우 건수를 조정하여 반출할 수 있다.
 “파일 자동분할” 항목에 체크하면 화면 하단에 건수지정 콤보가 활성화 된다.

 적당한 크기로 선정한 다음 반출처리 한다. 이때 반출파일명에 지정한 파일명 뒤에 일
련번호가 부여되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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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부류별통계
원부에 대한 류별 통계를 출력한다.

통계출력 조건을 지정한다.
 통계구분을 등록구분/별치기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출력할 수입년도와 원부번호를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15) 열람인계

 열람인계 처리시 지정된 제어자료구분코드에 따라 제어번호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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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장비출력
각종 장비와 카드목록을 출력한다.

1) 검색
장비출력 업무를 실시할 대상 자료를 화면상에 불러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장비출력 업무 대상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위해 간략검색과 상세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 버
튼을 클릭하면 입수구분, 입력일자, 차수/원부 생성년도, 차수번호/원부번호, 등록번호 입력
창이 나타난다. 오른쪽 하단의 상세검색을 클릭하면 서지정보, 자료구분과 매체 구분 등 상
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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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의 구분값 콤보와 각 입력항목에 찾고자하는 데이터의 조건을 입력하고 검
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화면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화면이 초기화 된다.

배가기록을 실시하지 않은 자료는 정리중 자료로 검색하고 배가완료된 자료는 소장자료로
체크하고 검색을 실시한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데이터를 한번에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파일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열기 창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스캐너 등으로 입력
한 등록번호 파일(아래 그림 참조)을 지정하면 파일안에 입력된 등록번호를 가진 데이
터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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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된 자료 출력
자료 검색 후 선정처리한 자료에 해당하는 레이블과 바코드를 출력한다.

장비 출력할 대상 자료에 선정 체크 후 장비출력을 실행한다.
 선정 처리한 자료들의 책정보 리스트가 화면상에 보여진다.
 출력형태 변경시 출력형태를 수정하고 “출력형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한다.
 그리드를 클릭하면 출력자료를 정렬할 수 있다.

확인이 끝나면 장비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위의 출력 설정 화면에서 용지 방향, 출력물 종류, 출력 범위, 출력 시작위치, 출력 설
정 업무를 할 수 있다.
 연속용지로 출력할 경우 연속용지 체크박스에 체크 후 연속용지 설정 창으로 들어가
설정값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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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 출력 : 이어찍기와 줄바꿔찍기 가운데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출력되
는 대상은 이전 화면에서 설정한 개별 자료의 출력 형식에 해당하는 자료만 대상으로
출력된다. 등록번호 출력 위치는 용지 오른쪽과 레이블 사이, 레이블 안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코드 출력 : 바코드 출력을 선정하면 오른쪽에 바코드에 인쇄될 기관명을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 된다. 여기에 자관 도서관 명칭을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다.
 북카드 출력 : 북카드와 스티커 양식을 출력할 수 있다.
 출력범위 : 이전 화면에서 선정한 자료 가운데 등록번호로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범
위의 데이터에 대한 장비만 출력이 가능하다.
 시작 위치 : 새로운 용지 아닌 앞 일부분을 이미 사용한 용지를 이용할 경우 시작위치
를 지정해 주면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위치부터 출력이 시작된다.
 설정값 저장 : 오른쪽 화면의 출력 설정 값을 저장한다. 출력설정을 조정하였으면 반
드시 저장처리 해야 다음에 장비 출력에 들어왔을때 동일 한 값을 가지고 출력 업무를
할 수 있다.
 출력 정보 :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각각의 위치를 지정한다. 조정 단위는 픽셀과 밀리
미터(mm)로 변경할 수 있다.
출력을 실시하여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하고 출력을 실시한다.

3) 카드목록
자료 검색후 선정처리한 자료에 카드목록이나 부출지시서로 형태로 출력한다.

 카드목록과 부출지시서 가운데 출력할 양식을 선정한 다음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

력한다. 출력물에 대한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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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자료보관 및 보관된자료출력
반복 검색하여 출력을 원하는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출력한다.

출력자료로 보관할 자료를 검색한 다음 선정 체크하고 출력자료 보관을 실시한다.

 계속해서 다른 조건으로 검색을 실시한 다음 반복해서 출력자료 보관을 실시한다.
 보관한 자료를 모두 출력한 후에는 보관내용삭제를 클릭하여 보관내용을 삭제한다.
보관된 자료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자료 보관했던 자료의 목록이 보여지고
앞서 선정자료출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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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시스템
3.1 배가일자기록

정리에서 열람인계된 자료를 검색하여 배가일자를 기록한다. 배가일자가 기록되면 정리 작
업은 완전히 완료되고 이용자 검색에서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배가일자 기록에서 검색되는 자료들은 열람인계된 자료나 이미 배가일자를 마친 자료, 두 가
지이다. (열람인계자료, 소장자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배가일자 기록할 자료들을 검색한 다음 배가기록 버튼을 클릭하여 배
가일자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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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배가기록하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려면 자료의 상태를 열람인계자료로 선택한다. 자료상
태가 소장자료일 경우에는 이미 배가기록된 자료를 검색한다.
입력일자, 등록일자, 인계일자, 차수번호, 원부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등록번호나 서명으로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세검색(

)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한다.

2) 배가일자기록
자료를 검색한 후 선정하고 배가기록 버튼을 클릭한다.

배가일자 란에는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나타나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입
력한다.
자료실의 이름과 각 자료실로 배가될 책수가 나타난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배가일자가 기
록된다.
중복자료, MARC 에러, 센터와의 통신문제 등으로 센터에 올리지 못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

는데 이때는 배가기록만 수행되고 센터에는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여기
서 올리지 못한 자료는 배가기록-CENTER UPLOAD 메뉴에서 다시 올릴 수 있다.
배가기록시 센터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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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센터업로드

배가일자를 기록하고 난 도서관 소장 자료의 marc를 kolisnet 센터 서버에 올리는 업무를 수
행한다.
여러 마크를 한꺼번에 일괄 전송하거나, 한 건 한 건을 건별 전송할 수 있다.

1) 검색

‘UPLOAD상태’ 조건으로 센터에 올라가지 않는 자료를 원인별(확인요망, MARC 에러,
기타)로 검색하거나 전체자료를 대상으로, 또는 원부별로 검색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자료
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자료를 선정하여 일괄 업로드하거나 건별 업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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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상태’ 조건 내용
 반출 후 국중에 제공한 자료 : 파일로 반출하여 센터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제공한 자
료를 조회한다.
 안올린자료 : 업로드되지 않은 자료
 안올린자료(기타) : 네트웍의 문제나 센터 서버에 문제가 생겨 업로드되지 않은 자료
이다.
 안올린자료(확인요망) : 센터의 자료와 로컬의 자료를 직접 비교하여 개별 업로드해
야 한다.
 안올린자료(MARC에러) : MARC 문장검사에 오류가 있는 자료이므로 오류를 수정하
여 업로드해야 한다.
 올린자료 : 센터업로드를 통해 올린자료를 조회한다.
 임시DB로 올린자료 : 센터의 임시DB영역으로 업로드한 자료를 조회한다.
 전체 : 위의 모든 자료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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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전송 & 건별전송
일괄전송은 그리드의 자료 중 선정된 자료만을 일괄적으로 업로드한다.
일괄 업로드하는 과정이 화면에 보여지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일괄적으로 업로드 되지 않는 자료는 화면상에 보여지게 되는데, 업로드상태 유형이 확인요
망, MARC에러, 기타로 나타난다.
건별 전송은 일괄업로드시 센터에 업로드 되지 않은 자료 중 확인요망 자료를 로컬에서 하나
씩 확인작업 후 건별 업로드하는 과정이다. 확인요망 자료는 1건 이상 중복된 자료가 발생한
경우이다.
건별업로드시 중복일경우 복본자료를 보여주며 같은 부분을 다른색으로 표시하여 준다

3) 자료수정
센터 UPLOAD시 MARC 에러가 발생하여 업로드되지 않은 자료를 수정하여 업로드한다.
자료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화면에서 마크를 확인한다.
저장한 후 센터업로드 기본화면의 일괄 UPLOAD 버튼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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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가자료관리
배가관리 메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자료실, 배가상태, 이용제한구분, 관리구분, 수입구분을 변
경하는 것이다. 각각의 코드들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배가상태 : 비치자료, 수리제본자료, 분실자료, 제적자료, 파손자료 등
이용제한구분 : 일반, 열람제한, 사서제한, 특수, 귀중자료

자료실, 관리구분, 수입구분은 ‘관리 – 부호관리’에서 입력되어 있는 값들중 선택
이 중에서 배가상태와 이용제한구분은 고정된 값이며 자료실과 관리구분, 수입구분은 자관에
맞는 코드설정을 할 수 있다.
대출중인 자료의 코드값(배가상태, 이용제한구분, 관리구분)은 변경할 수 없다.

배가자료관리에서는 자료를 검색하여 그리드에 불러낸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실을 변경할 때에는 배가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이용제한구분, 관리구분, 배가상태, 수
입구분을 변경할 때에는 코드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프린터로 출력한다.
도서의 최초배가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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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검색에는 조건으로 검색과 파일로부터 검색이 있다. 조건으로 검색은 검색조건 창에서 콤보
로 선택하거나 날짜, 서명, 저작자 등을 입력하여 찾는 방법이고 파일로부터 검색은 등록번
호가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이다
조건으로 검색

 검색화면의 각 항목들은 모두 AND 조합으로 검색하며, 간략검색과 상세검색을 이용
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했던 조건이 모두 지워지면서 검색화면이 초기화된다.
 변경일자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코드변경구분값을 꼭 지정해야 한다. 자료실, 배가상
태, 이용제한구분, 관리구분으로 변경한 가장 최근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에 작업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미대출 자료 검색은 해당 기간 동안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자료를 검색한다.

파일로부터 검색
 파일로부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 반입 창이 나타난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번호가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오고 확인 버튼을 클릭
하면 기본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파일을 여러 개 불러올 경우에는 파일 찾기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불러오면 등록번호
들이 계속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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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점검이 완료된 후 C:\Program Files\KOLAS III\BookCheck에 생긴 파일들을 이
화면에서 파일찾기 하여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코드 변경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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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가변경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면 선정해서 자료실 변경 작업을 처리한다.
자료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가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타
난다.

변경 모드에는 일괄변경과 낱권변경이 있다. 낱권변경은 자료 한 건 한 건을 모두 각각 다른
자료실로 배가변경할 때 선택하고, 일괄변경은 선정된 자료를 모두 한 자료실로 변경할 때
선택한다. 위의 그림은 낱권변경 화면이며, 낱권변경시에는 각 데이터의 서지 데이터를 확인
하면서 배가변경할 수 있다
일괄변경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서지 데이터 대신 선택된 책
수가 보인다. 변경사항 항목에 변경할 자료실을 선택하고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입력
한다. 배가 변경한 이후에 배가변경 사유로 검색할 수 있다.

3) 최초배가일 변경
배가일자가 없는 자료나 배가일자 변경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가일자를 넣
어주는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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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서점검
장서점검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등록번호와 각 자료의 등록번호를 스캐너로 읽은 파일을 비교
하여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서가에는 없는 자료를 추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KOLASIII의 장서점검에서는 DB에는 있지만 스캔되지 않은 등록번호, DB에 없는 등록번호, 자
료실이 다른 등록번호를 추출, 관리할 수 있다.

장서점검이 끝난 후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장서점검 결과가 파일로 저장되며
(:\Program Files\KOLAS III\BookCheck )해당 등록번호 파일을 배가관리 메뉴에서 불러들여
자료실 변경, 배가상태 변경 등의 나머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장서점검을 할 때에는 대출/반납 업무를 중지하는 것이 좋으며, 각 자료실별로 할 때에도 전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순서 : 자료실 선정 - 초기화 - 번호 편집 - 장서체크 - 자료검색 - 점검완료


자료실 선정 – 장서점검할 자료실을 선정한다.



초기화 – 체크한 상태의 자료들은 소장여부를Y로 변경하고 그 이
외 상태의 자료들은 소장여부를N으로 변경한다.



번호편집 – 메모장에 입력해놓은 등록번호들을 불러온다.(이전등
록구분설정에 따라 등록번호를 자동 수정)



장서체크 – 기타자료1(다른 자료실에 존재하는 자료)과 기타자료
2(DB에 입력되어있지 않으나 메모장에 입력되어있는 등록번호)
를 조회한다.



자료검색 – 비소장자료를 조회한다.(DB상에는 존재하나 실제 메
모장에는 입력되어있지 않은 자료)



점검완료 – 장서점검의 결과가 C:\KOLAS III\BookCheck 경로에
차수별 폴더에 저장된다. (기타자료1, 기타자료2, 비소장자료의
등록번호)



저장된 비소장자료의 등록번호를 배가자료관리에서 검색하여 필
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적처리, 분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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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점검은 자료실별로 하거나 전체 자료실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전체 자료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료실명을 적용안함으로 선택한다.
점검번호는 마지막으로 실시한 장서점검의 다음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번호는 C:\Program
Files\KOLAS III\BookCheck 경로에서 폴더 이름으로 생성된다.
비소장자료는 분실 자료이다.
기타자료 1-다른 자료실에 존재하는 자료는 자료실별로 장서점검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인
데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실과 실제 배가되어 있는 자료실이 다른 자료이다. 예를 들어 현재

종합자료실을 장서점검하는데 입력된 등록번호의 자료실은 참고실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등
록번호는 기타자료 1에서 보이게 된다.
기타자료2-DB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실물 자료는 존재하나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존
재하지 않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정리 메뉴에서 Marc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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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 ~ 통계까지의 버튼은 업무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장서점검시 차례차례

클릭하면 된다.
 장서점검을 할 자료실을 선택할 때 자료실명 콤보를 선정 후 >> 버튼을 클릭하여 대
상 자료실을 추가한다. 자료실 구분 없이 도서관 전체 장서에 대해 장서점검 할 때에
는 자료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점검년도와 차수번호는 장서점검을 할 때 자동으로 생긴다. 장서점검을 하고 난 결과
가 생성될 때, C:\Program Files\KOLAS III\BookCheck 아래에 날짜별 폴더 안에 화
면의 차수번호로 생성된다.

 이동 버튼은 화면에 대량의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특정 줄에 있는 자료로 이동하고
자할 때 사용한다. 숫자를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번호(줄)에 있는 자료로
이동한다.
 등록번호수 란에는 번호편집에서 입력한 등록번호의 수가 나타난다. 등록번호수에
보이는 수가 실제 입력된 등록번호의 수, 즉 현재 서가에 있는 자료의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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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계
3.5.1 작업종통계

작업종 통계의 대상자료는 등록 이후부터 배가이전까지의 자료이다.
작업종 통계의 종류에는 등록구분별, 자료구분별, 별치기호별 통계가 있다.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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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계
3.5.2 소장종통계

소장종 통계의 대상자료는 소장자료이다.
소장종 통계의 종류에는 배가상태별, 등록구분별, 자료실별, 자료구분별, 수입구분별, 별치
기호별, 보조등록구분별, 발행년도별, 자료실별이용, 신규구입도서이용, 제어자료구분별, 이
용대상구분별, 가격합산, 형식구분별 통계가 있다.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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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계
3.5.3 자산통계

자산 통계의 대상자료는 소장자료이다.
자산 통계의 종류에는 업무구분별, 자료구분별, 등록구분별, 별치구분별, 보조등록구분별 통
계가 있다.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자산 통계 시 제적자료의 포함유무는 [공통환경설정] 메뉴 내 ‘자산통계 제적자료포함유무’
의 설정값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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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서시스템
1.1 구입자료관리
구입자료관리에서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자 하는 간행물을 선정하여 구입대상자료로 등록,
주문처리를 하는 연속간행물의 수서시스템이다. ( 구입대상자료입력+주문처리)

업무처리 단계
 간행물 자료의 수서업무진행은 구입대상 자료 입력 → 주문 → 주문서 출력/ 주문메일
발송으로 이루어진다.

1) 검색
구입대상으로 입력된 자료중에서 주문처리 할 대상자료와 현재 주문중인 자료를 검색한다.
입력방법(화면, 자료반입, 파일반입) 및 자료상태(구입대상, 주문중)로 검색가능하다.
구독이 끝난 자료 중 재구독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검색조건에서 구독기간별로 자료를 검색
하여 대상자료의 구독기간을 수정 한 뒤 주문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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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도서관에서 신규로 구독할 자료의 구입정보를 입력하여 주문자료로 처리한다.

차수정보 생성
차수년도는 해당년도로 자동 부여된다
사용 할 차수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고 (해당 차수번호가 발주단계에
있는 번호만 가능) 도서관에서 부여받은 차수번호 열람을 한 뒤 차수를 생성하고자 할때는
‘차수입력’버튼을 통해 차수보기를 할 수 있다.

 작업상태별(전체, 구입대상, 주문) 검색이 가능하며 차수년도, 차수번호, 생성자, 생성
일, 작업상태, 종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생성된 차수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합하여 입력할 때는 같은 작업상태의 차수를
선택한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새로운 차수번호를 생성하려면 ‘입력’을 클릭하여 부여받을 차수번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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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 설정
 제어자료구분 코드에 따라 해당 제어번호를 자동 부여받는다. (ex. KSE201600001)
 제어번호의 구성은 ‘제어구분코드+년도+일련번호 5자리’로구성된다.
 등록구분은 실시간배가 후 등록처리할 때 부여받게 되는 등록번호의 식별자이다.
 자료구분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ex. 신문, 잡지, 학술지, 고서… .)

간행물 정보 입력
 간행빈도는 체크인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정보이다. 간행빈도에 따라 예측유형이 결정
되어 발행일/입수일 예측입력 폼을 결정짓는다.
 ‘적용안함’,‘불명’일 경우는 입수예정자료를 예측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체크인에서 자료가 입수되었을 때 ‘권입력’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여 입수처
리한다.
 본서명, 발행자는 필수입력항목이며 저자는 발행자와 동일한 경우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

방하다
구입정보 입력
 구입처 정보는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입력한다. 새로운 구입처 등록은 ⌈관리-부호관리-구입
처관리⌉에서 등록한다. 주문자료에 대해 구입처별로 e-mail로 주문내역을 발송하고자 한다
면 구입처를 꼭 입력해야 한다.
 구독기간은 해당 간행물의 입수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yyyy/mm/dd ~ yyyy/mm/dd'
형태로 입력한다.
 구독만료자료에 대해 구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①구입자료관리에서 만기자료 검색
후 주문처리 하는 방법과 ②서지정보 수정에서 구독기간을 바로 수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구독기간에 따라 입수예정자료를 산출한다. 구독기간이 만료되면 ⌈체크인-권호별 체크인⌉
에서 구독기간경과 안내창이 나타난다
 구독가격은 ‘구독기간 총 입수자료 ✕ 권 가격’이다.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대략적인 가
격을 입력해도 무방하다.
 입수책수는 도서관에 입수되는 권수이며 (복본 포함 안됨) 등록책수는 실시간 배가이후 등
록.정리시킬 자료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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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반입
엑셀 파일 반입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입력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외에 파일반입을
받는 방법이 있다. 파일반입에는 엑셀파일반입과 마크파일반입의 두가지 방법이 있
으며, 엑셀파일반입시에는 EXECL 에 체크를 하고 파일을 검색하여 찾아 해당 경로로
반입하면 된다.
 반입할 대상 엑셀파일의 첫 번째 셀의 제목이 파일반입 창의 필드명과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명, 간행빈도, 발행자 등으로 셀의 제목을 맞춰야 반입이 된다.
 파일열기에서 엑셀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파일위치를 찾아 선택한다.

 반입할 대상의 파일에 대한 구분값(등록/자료/관리/형태/매체/보조등록/이용대상/분
류표/이용제한)을 설정한다.
 화면상의 데이터 중 반입할 데이터를 선정체크하고 <정상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
여 자료를 반입한다.
 자료반출 버튼을 통해 화면상에 나타난 데이터를 다시 마크형태로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다.
 반입한 데이터는 작업상태 (구입대상/검수대상/검수완료) 와 입력구분 (화면/자료반입
/파일반입/전체) 을 선택하고, 입력일자란에 반입일자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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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파일 반입
 마크파일 반입시에는 MARC에 체크를 하고 파일을 검색하여 찾아 해당 경로로 반입
하면 된다.
 파일열기에서 마크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파일위치를 찾아 선택한다.

 반입할 대상의 파일에 대한 구분값(등록/자료/관리/형태/매체/보조등록/이용대상/분
류표/이용제한)을 설정한다.
 화면상의 데이터 중 반입할 데이터를 선정체크하고 <정상자료반입> 버튼을 클릭하
여 자료를 반입한다.
 화면하단에서는 반입대상데이터의 반입 진행 정도를 보여주고 전체/정상/오류/성공
건수가 나타난다. 전체는 반입할 데이터의 전체건수이며, 정상건수는 정상데이터건
수, 오류데이터는 오류데이터 건수, 성공은 정상적으로 DB로 반입된 성공건수를 말
한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정상/ 오류/ 성공 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문처리
 구입대상으로 입력한 자료를 차수단위로 검색하여 주문처리 한다. 주문 후 바로 주문
대상목록을 이메일로 구입처에 자동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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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크인관리
도서관에 입수된 간행물을 검색하여 해당 권호에 대해 입수처리, 결호처리, 합병호처리, 미발행,
입수포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입수처리된 자료를 열람으로 인계하여 실시간배가열람,
대출시키며 실시간열람 기간이 끝나면 도서관 소장자료로 등록한다.

체크인 화면에서는 대상 자료를 검색하여 입수처리를 하고 입수가 지연되고 있는 자료에 대
해 지연처리하여 결호로 관리한다.

또한 새로운 서지정보 등록과 수정도 가능하다.

1) 검색

체크인 할 대상자료를 검색한다. 서명, 발행자,ISSN 정보 이외에 간행빈도별, 구입처별로 대
상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간행빈도 검색을 통하여 특정 간행빈도별 소장자료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간행상태 검색을
통하여 간행중, 폐간, 휴간 등의 간행상태별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144

Ⅱ. 연속간행자료
2) 체크인
처리할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체크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권호별 체크인 창이 나타난다.
모든 체크인 관련 업무는 이 권호별 체크인 화면에서 이루어진다.

자료의 입수상황을 확인하여 상태별로 체크인 업무처리를 한다.
KOLAS III에서 지원하는 자료상태는 예정, 입수, 결호, 미달(책수미달), 지연이 있다.
자료처리 화면은 자료상태에 따라 4가지 탭화면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정/결호」부분은 입수되지 않은 예정자료와 결호자료 및 지연,미달자료를 확인
할 수 있고 입수처리와 결호처리가 가능하다.
 「입수」화면에서는 입수처리된 자료를 볼 수 있고 입수된 권호정보 수정과 권호 삭

제가 가능하다.
 「입수/결호」화면에서는 입수된 자료 열람과 함께 결호자료의 입수처리와 삭제가
가능하다.
 「결호」화면에서는 결호 자료만을 볼 수 있고 입수처리와 삭제가 가능하다.
 기사를 입력하였다면 ‘기사수’에 기사 갯수가 표시된다.
 부록자료가 있다면 ‘부록수’에 부록 갯수가 표시된다.

종정보 보기는 좌측 상단에 표시된 ‘보기’를 통해 보기여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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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처리
 입수처리 대상 자료는 예정, 결호, 지연, 책수미달자료가 있다.
 예정자료의 입수처리는 「예정/결호」화면에서만 가능하고 결호나 지연, 책수미달자료에
대한 입수처리는 「예정/결호」,「입수/결호」,「결호」 화면에서 입수처리가 가능하다.

① 예정자료 입수처리
― 입수처리 순서: ‘예정’자료 선정 → ‘입수처리’ 아이콘 클릭
― 입수상태 변경(예정자료) : 예정 → 입수(예정) → 입수
― 자료 위치 이동: 예정/결호 화면 → 입수 and 입수/결호 화면에서 검색
② 결호자료 입수처리
―입수처리 순서: ‘ 결호’자료 선정 → ‘입수처리’ 아이콘 클릭
―입수상태 변경(결호자료) : 결호 → 입수(예정) → 입수
③ 지연자료 입수처리
―입수처리 순서: ‘ 지연’자료 선정 → ‘입수처리’ 아이콘 클릭 →‘저장’버튼 클릭
―입수상태 변경(결호자료) : 지연 → 입수(예정) → 입수

결호처리
 결호처리 대상이 되는 자료는 예정, 지연, 미달상태의 자료이다.
 결호처리를 하고 나면 입수자료 화면 이외의 모든 화면에서 결호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결호처리순서 : ‘예정 or 지연 or 미달’자료 선정 → ‘결호처리’ 아이콘 클릭
 입수상태 변경(예정자료) : 예정 → 결호

 입수상태 변경(지연자료) : 지연 → 결호
 입수상태 변경(미달자료) : 미달 → 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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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입력

 예측되지 않은, 즉 입수예정되지 있지 않은 자료가 도서관에 입수되었을때 직접 해당
호를 입력할 수 있다.
 「예정/결호」화면에서 ‘권입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은 권호 정보 화
면이 나타난다.
 해당 종정보의 서명이 자동으로 뜨고 형태와 매체구분은 기본값이 나타난다. 권호명
과 부차적 권호명은 직접 입력을 하고 발행일, 예정일, 입수일과 입수책수를 입력한다.
권수정

 권수정 버튼을 통해 입수자료의 권호정보를 확인, 수정 할 수 있으며, 권정보와 함께
부록정보와 책정보를 확인, 변경이 가능하다.
 입수자료는 권수정 창에서 책정보관리 창을 통해 자료상태와 인계된 자료의 자료실
변경이 가능하다. 단 자료상태변경은 인계대상자료만 상태 변경됨 (실시간인계자료,
등록인계, 제본인계)
147

Ⅱ. 연속간행자료
권삭제

 입수처리는 되었으나 인계처리는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권삭제가 가능하다. 즉 실시간인
계자료(실시간인계대상), 등록인계(등록인계대상), 제본인계자료(제본인계대상) 자료의 삭
제가 가능하다.
합병호처리
 「예정/결호」화면에서 합병으로 처리 할 대상자료를 선정한 후 입수처리한다.

 합병처리를 하면 두 권호명이 하나로 통합된다. ex2015년 11월, 2015년 12월 ⇒ 2015년
11월,12월
미발행처리
 입수예정자료나 지연, 결호 자료 중 발행되지 않는 권호에 대해서는 미발행처리를 한다.

책수미달처리
 입수예정 책수 중 일부만 입수되었을때 우선 입수된 책을 입수처리하고 입수되지 않는 책
은 미달로 남겨두어 추후 입수 혹은 결호처리를 할 수 있다.
 권수정 창에서 입수책수/결호책수를 입력하여 미달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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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결호 화면에서 예정 or 지연 or 결호 상태의 자료 중 대상 자료 선정하여 ‘권수
정’아이콘을 클릭하여 책수를 수정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권호정보 화면에서 입수예정 책수를 확인 후 입수책수와 결호책수
를 각각 수정한다

목차편집
기사, 목차 유무를 확인하여 신규로 기사와 목차를 입력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입력된 기사, 목

차를 수정할 수 있다.
 ‘입수’ 화면에서 기사 입력 대상 자료를 선정 한 뒤 ‘목차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편집 화면이 나타난다.

 위의 그림과 같이 목차편집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새로작
성’ 선택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호출되면 기사의 서지정보를 확인 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149

Ⅱ. 연속간행자료

 목차정보 입력 창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기사의 서지정보는 자동생성되고 기사 목차를 텍스트의 〈body〉와〈/body〉사이
에 목차를 입력한다. 기술방식은 「기사번호.기사명 / 저자 = pag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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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기사생성’ 버튼이 활성화 된다.

 생성할 기사를 선정한 후 저장을 하면 기사제어번호를 부여받고 기사목차가 완성된

다.
 기사제어번호는 종제어번호 + 권호 key + 기사 일련번호로 조합되어 생성된다.

 권호별 체크인 그리드에 기사수가 표시되고 목차편집 화면에서 기사를 열람할 수 있
다.
부록자료 입수처리
 부록처리는 예측정보에서 입수가 예측된 부록이 들어왔을때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부록이 입수되었을때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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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호관리(독촉)
지연, 결호중인 자료에 대해 클레임 처리를 한다. 클레임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클레임 처리 후
전자우편으로 구입처로 클레임장을 바로 발송 할 수 있다.
독촉처리는 서지정보에서 ‘독촉대상’으로 체크된 자료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독촉이 가능
한 자료상태는 지연 & 예정 자료이다.

1) 검색
독촉처리 할 대상 자료를 검색한다. 독촉대상이 되는 자료는 서지정보에 ‘독촉대상’으로
체크된 자료 중 현재 지연, 결호 상태의 자료이다.

 ‘독촉대상’은 지연, 결호자료의 독촉과 함께 이미 독촉처리 된 자료에 대해 재독촉
이 가능하다.
 이미 독촉된 자료 중 독촉간격일(서지정보에서 입력한) 이 경과한 뒤에도 입수되지 않
고 있는 자료는 독촉대상에서 다시 검색되며 재독촉이 가능하다. 재독촉시에는 독촉
차수가 증가한다.
 ‘독촉자료’는 독촉된 자료만을 검색한다.

2) 독촉처리
대상 자료를 선정한 후 ‘독촉’아이콘을 클릭한다.
독촉차수와 일자가 부여되고 자료는 ‘독촉자료’에서 검색된다.
독촉처리 된 자료 중 독촉간격일이 지나도 입수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재독촉이 가능하다.
 검색조건을 ‘독촉대상’으로 두고 찾기 하여 재독촉 할 대상자료를 검색한 후 ‘독
촉’한다.
 재독촉한 자료는 ‘독촉자료’검색에서 독촉차수 1이 증가하여 보인다.
독촉자료에 대한 상황은 권호별 체크인 화면에서 위 그림과 같이 독촉차수와 독촉일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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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발송
독촉한 자료에 대해 독촉장을 이메일로 구입처에 발송 할 수 있다.
메일 발송은 자동과 수동으로 나누어 선택 할 수 있다. 자동발송은 독촉처리와 동시에 구입
처에 독촉장이 발송되며 수동은 독촉처리한 자료를 검색한 후 메일보내기를 한다.

 구입처 정보와 대상 자료를 확인 한 후 ‘보내기’한다.

 메일보내기가 실패한다면 메일 서버 정보를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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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지정보관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간행물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소장 간행물 정보를 수정 및 서지 변경이 가능하다.
구입자료관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를 신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입정보를 변경,수정한다.
소장자료를 삭제한다. (DB에서 삭제)
간행물 교열지를 출력한다.

1) 검색
간략검색은 본서명, 발행자, 간행빈도 등 자료의 서지정보를 대상으로 검색한다.
상세검색은 제어번호, 구독기간과 자료의 형태,매체, 자료구분을 조건으로 하여 대상자료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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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도서관에 신규 입수할 자료를 입력한다. 서지정보에서의 입력은 구입(주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
수되는 간행물을 등록한다.

서지정보 입력은 크게 7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① 자료의 구분값 결정
② 제어번호와 간행물 자체에 부여된 각종 번호를 기술
③ 간행물의 서지정보를 입력 ( = MARC 가변장 생성)
④ 간행물의 상태와 자료실을 결정 ( = MARC 고정장 생성)
⑤ 간행물의 구입정보를 생성
⑥ 대상 간행물의 업무처리(업무과정) 방식 결정
⑦ 체크인에 필요한 예측정보 생성
구분코드 설정

 제어구분코드별로 제어번호를 부여받는다. 제어번호는 저장시 자동부여된다.
 등록구분은 실시간 배가 후 등록처리 할 때 부여받게 되는 등록번호의 식별자이다.
 자료구분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이용자 검색시 표시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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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번호입력

 제어번호는 저장시 자동 생성된다 (서지정보 수정화면에서 확인)
 ISSN 부호를 XXXX-XXXX형태로 입력한다.
 간행물 등록번호와 CODEN부호는 해당시 입력한다.
서지정보 입력 ( MARC 가변장 정보)

 서명, 발행자는 필수입력 항목이다.서명 입력 후 복본조사 버튼을 클릭해 복본여부를 확인한다.
 저자가 발행자와 동일한 경우는 발행자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저자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화면에서 발행자(550)에 변경된 정보를 기술한다.

간행물 상태 설정 ( MARC 고정장 정보)

 간행빈도는 체크인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정보이다. 간행빈도에 따라 예측유형이 결정되어 발

행일/입수일 예측입력 폼을 결정짓는다.
 ‘적용안함’,‘불명’일 경우는 입수예정자료를 예측할 수 없다.
※ 이 경우는 체크인에서 자료가 입수되었을 경우 ‘권입력’을 통해서 입수처리한다.
 간행상태가 ‘폐간’,‘휴간’인 경우에는 구독기간에 상관없이 입수예정자료를 예측할 수 없
다. 이 경우에는 ⌈체크인-권호별 체크인⌉에서 안내창이 나타난다. 또한 간행 도중 휴간된 경우에
는 간행상태를 휴간으로 변경해야 지연, 결호자료로 처리되지 않는다.
 창간년, 폐간년은 알고 있는 경우에는 YYYY형식으로 해당 년도를 기술한다.
 가격은 권호 가격을 기술한다.
 자료실은 필수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저장시 경고창이 나타난다.
(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정리환경설정-배가기준관리⌉의 자료실로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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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정보 입력

 구입처 정보는 해당시 입력한다. 새로운 구입처 등록은 [관리-부호관리-구입처관리]에서 등
록한다.
 구독기간에 따라 입수예정 자료를 산출한다. 구독기간이 만료되면 [체크인-권호별 체크인]
에서 구독기간 만료 안내창이 나타난다
 구독만료자료 구독기간 연장하고자 할 때는 ① 구입자료관리에서 만기자료 검색 후 구입대
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② 서지정보 수정에서 구독기간을 바로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새로 구입이 이루어지는 자료는 구입이력을 재생성할 수 있다.
 구독가격은 ‘구독기간 총 입수자료 ✕ 권 가격’이다.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대략적인 가
격을 입력해도 무방하다.
 입수책수는 도서관에 입수되는 권수이며 (복본 포함 안됨) 등록책수는 실시간 배가이후 등록.
정리시킬 자료를 표시한다

처리방식 결정
 ‘제본대상’은 실시간 배가 이후 낱권으로 처리된 자료를 묶어 제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V'표시한다.
 ‘열람우선’은 입수처리 한 후 실시간 배가처리 할 자료에 대해 ‘V'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논문자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열람시키지 않고 바로 등록하여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열람우선에 ‘V'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독촉대상’은 입수예정일이 지나도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는 자료에 대해 클레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V'표시한다. 독촉대상 체크 후 독촉간격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독촉간격은 입수예정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하면 독촉대상으로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한 간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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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예측정보 생성

 입수가 예상되는 자료의 발행일과 입수일을 예측하여 간행빈도에 맞게 입력한다.
 발행일/입수일 예측유형은 간행빈도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셋팅 된다.
 서지정보에서 설정한 간행빈도에 따라 입력 폼이 결정된다.
 발행일 예측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날짜부터 입수예정 자료로 인식한다.
즉, 예측 시작일이 다음 예정자료의 발행/입수 일자이다.
 입수 처리된 후에는 다음 입수 예정자료에 맞게 예측 시작일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한다.

 클레임 대상자료인 경우 입수예측일을 기준으로 지연여부를 확인한다.
 입수 예측일을 기준으로 체크인에서 입수날짜가 보이지만 실제 입수처리가 되면 입
수처리한 그 날짜로 부여된다.
 발행일 예측정보와 입수일 예측 정보가 동일하다면 ‘복사’버튼을 클릭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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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보기
① 월간 예측하기

 발행예측시작일이 ‘2015년 01월 01일’인 자료는 매달 01일에 발행이 된다고 가정
하에 매달 01일로 기재한다.
 월간의 경우 12달 모두 발행되므로 1월에 체크하면 12월 모두 자동 설정된다.
 발행일/입수일예측유형은 서지정보에서 입력한 간행빈도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 설정
한다.

 입수일예측 시작일이 ‘2015년 01월 05일’인 자료는 매달 01일에 도서관에 입수된
다는 가정하에 매달 05일로 기재된다.
 발행일예측시작일과 입수일예측 시작일이 같다면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하게 적
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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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간 예측하기

 1년에 4번 간행되는 자료로 1월, 4월, 7월, 10월에 발행, 입수되는 자료 화면이다.
 계간의 경우 발행일/입수일을 사용자가 해당 날짜에 수동으로 각각 체크한다.

③ 주간 예측하기

 매주 화요일 발행되고 목요일 입수되는 자료 화면이다.
 발행일 예측시작일인 2015년 01월 06일인 경우 화요일에 체크하지 않고 수요일로

체크되면 요일이 맞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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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간 예측하기

 매년 01월 23일 발행, 28일 입수되는 자료 화면이다.

⑤ 반월간 예측하기

 매달 10일과 25일에 발행되고 12일과 28일 입수되는 자료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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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월3회간 예측하기

 매달 1,10,25일 발행되며 1,10,25일 입수되는 자료 화면이다.

⑦ 3년 1회간 예측하기

 3년에 한번씩 매달 01월 23일에 발행,입수되는 자료화면이다.
 2015년 01월 23일에 발행, 입수되고 다음 호는 3년이 경과한 후

즉, 2018년 01월 23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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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예측
간행물의 권호유형을 정의해줌으로써 체크인에 필요한 입수예측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측하게 한다.
권호유형은 직접 입력 할 수도 있고 이미 기본값으로 저장된 ‘패턴관리’에서 유사한 형태
의 권호명을 복사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림 왼쪽의 패턴관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본적인 패턴 유형들로 수정, 삭제
및 새로운 패턴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패턴관리에서 검색을 통해 등록된 패턴유형을 검색한다.
 등록된 패턴 삭제는 ‘패턴관리’화면으로 들어가서 ‘패턴삭제’를 한다.
 패턴관리’버튼을 클릭하면 패턴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라인추가’를 하면 패
턴정보화면에 파란색으로 처리된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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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명을 입력하고 ‘라인추가’하여 단계명, 단계식별명, 시작수, 끝수, 단계증가값,

증가단위를 입력한다. 단계식별명의 경우 콤보박스에서 등록된 값을 선정하거나 더
블클릭하여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
 ‘라인추가’하여 단계명을 추가하고 입력한다.
 단계명은 권호유형 이름과 호수가 합쳐진 값이다.
 권호명은 직접 입력하고 변하는 부분(자료 호수)는 ?로 표기한다.
 단계식별명은 단계명의 ?에 들어갈 값으로 자료의 호수를 표기한다.
 시작수는 단계명의 ?에 들어갈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이다.
 끝수는 단계명의 ?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이다.
 최상위단계에서의 끝수는 도달할 수 없는 값, 9999로 표기한다.
 증가단위는 자료 호수가 증가하는 범위를 표기한다.
 단계증가값은 상위단계명으로 올라가기 위해 증가하는 값을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끝수와 동일하다. 최상위단계는 증가할 단계가 없으므로 단계증가값은 없다.
 예측시작수는 입수예정호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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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보기
① ‘vol/no’로 발행되는 잡지 권호명 예측하기 - 월간의 경우

 vol 1, no 1로 최초 입수(입수예정)되는 자료 예측 화면
② ‘년도/호’로 발행되는 잡지 권호명 예측하기 - 계간의 경우

 2008년 봄호로 최초 입수(입수예정)되는 자료 예측화면
 단계식별명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 1,2,3,4로 표시한다.
③ ‘권/호’로 발행되는 잡지 권호명 예측하기 - 격월간지의 경우

 2008권 1-2호로 최초 입수(입수예정)되는 자료 예측화면
 단계식별명 1-2, 3-4, 5-6, 7-8, 9-10, 11-12는 각각 아라비아 숫자 1,2,3,4, 5, 6으로
표시한다.
④ 발행일자와 권호명이 같은 자료 예측하기 - 일간,주간지의 경우( ex. 신문)

 ‘발행일예측정보사용’에 체크하면 발행일예측정보에 입력된 날짜로 권호명이 표
시된다.
부차적 권호예측
 기본이 되는 권호명과 별도로 부차적인 권호명을 가진 자료가 있을 경우 부차적 권호
예측 화면에서 예측 가능하다.
 부차적 권호는 기본이 되는 권호명과 상관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권호이다.
예를 들어 2권 3호/통권16호로 발행되는 잡지가 있을 경우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진
행되는 권호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통권에 대해 ［부차적권호예측］에서 정
의한다.
 부차적권호 입력 방법은 권호유형 입력과 동일하다.
165

Ⅱ. 연속간행자료
3) 수정
서명 변경하기
서명은 직접 입력필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서명 옆의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폐간여부를 선택
하여 수정한다. 폐간하는 경우는 종이 분리된다. 즉 기존 서명 1종과 새로운 종으로 1종이 생성된다.
변경된 정보는 이력정보로 남아 이용자 검색시 확인이 가능하다.

① 폐간하는 경우

 자료가 종분리된다. 선행저록은 780Tag정보로 남고 후속저록은 785Tag로 새로이 기술한다.
 자료변경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후속 저록에 대한 서지정보를 입력한다.
 현재서명과 변경서명은 ‘이력관리’와 MARC정보를 통해 변경 정보들을 상호공유한다.
 간행빈도, 예측정보 등은 새로운 종에 그대로 복사된다. 변경시에만 수정한다.

② 폐간하지 않는 경우

 서명만 변경되고 나머지 정보는 유지된다. (종분리 없음)
 변경표제 기록은 위 세가지 버튼 중 해당 부분에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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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빈도 변경하기
자료의 간행빈도가 변경이 되면 이전 간행빈도로 예측된 ‘예측정보’들이 모두 초기화가
된다. 따라서 변경후에는 변경된 간행빈도에 맞게 예측정보를 재설정해야 한다.

매체 변경하기
매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발행자 변경하기
발행자가 변경된 저작물은 변경 전 정보와 변경 후 정보를 기술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 열
람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발행자(550) 옆의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발행자를 입력한다.
 이전 발행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260tag) 새로운 발행자 정보가 ‘이력관리’와
MARC의 550Tag(발행자 변경주기) 에 기술된다.

4) 삭제
정보관리에서 자료를 삭제하면 종정보 뿐만 아니라 입수된 모든 권호정보, 기사정보, 이력정
보가 가 DB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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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계
도서관이 보유한 간행물 소장통계를 확인. 출력한다.
구입과 기증으로 분리되어 보여지며 종/권/책으로 나타난다.
통계의 종류는 간행빈도별, 자료구분, 등록구분, 자료실 구분별 통계가 있다.

조건설정을 한다.

 입수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날짜에 상관없이 소장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산출
 조건설정에 따라 통계가 화면에 나타난다.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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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시스템
2.1 실시간자료관리
등록과 정리를 거치지 않고 입수 후에 바로 자료실로 넘겨진 실시간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를 수행한다.

입수된 자료를 배가기록을 할 수 있다.

입수된 자료에 가등록번호부여 및 번호취소를 할 수 있다.
배가된 자료를 배가취소한다.
실시간 배가자료에 대한 함번호를 부여한다.
데이터 복귀 및 폐기처리한다.
실시간 배가 자료의 배가변경 및 코드변경이 가능하다.
인계자료 목록 및 레이블을 출력한다.

1) 검색
간략검색은 자료실, 자료상태, 인계․폐기․복귀일자, 함번호를 조건으로 자료를 검색한다.
상세검색은 간행빈도, 가등록번호, 제어번호, 서명, 발행자, 발행일, ISSN 등 서지정보를 조
건으로 자료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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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 설명
 실시간인계자료: 실시간 배가 대상 자료이다. ( 이용자 검색 X)
 실시간자료(배가자료 + 대출자료) : 실시간 배가된 자료와 현재 대출중인 자료 모두를 검색한다.
( 이용자 검색 ○)
 실시간배가자료 : 실시간 배가기록된 자료이다.( 이용자 검색 ○)
 대출자료 : 실시간 배가된 자료 중 현재 대출중인 자료이다. ( 이용자 검색 ○)
 복귀자료 : 실시간 배가에서 등록대상/제본대상으로 복귀한 자료이다 ( 이용자 검색 X)
 등록인계자료 : 실시간 배가에서 등록대상으로 복귀한 자료이다.( 이용자 검색 X)
 제본등록인계 : 실시간 배가에서 제본대상으로 복귀한 자료이다.( 이용자 검색 X)
 폐기자료 : 실시간 배가이후 폐기처리한 자료이다( 이용자 검색 X, DB에는 존재)

2) 배가기록

배가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배가기록을 클릭하면 종수와 책수가 나오고 배가일자와 배가 담당자를 입
력한 후 기록을 클릭하면 배가일자가 기록된다.

배가기록된 자료는 이용자 검색에서 해당 권호 정보가 보이며 대출이 가능하다.
실시간 배가된 자료는 이용지 및 홈페에지 검색에서 자료상태가 ‘ 대출가능’으로 표시된다.
해당 자료에 대해 대출을 하지 않는 도서관은 해당 자료실로 대출불가 제한을 걸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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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가취소
배가일자가 기록된 자료를 선정한 후에 '배가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배가취소가 된다
배가취소된 자료는 실시간 인계 대상으로 바뀐다.
대출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배가취소를 할 수 없다.

4) 가등록번호 부여/취소

번호부여
 자료를 선정하고 번호부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가등록번호는 총 12자리로 작업년도(4자리)와 일련번호(8자리)로 구성 되어있다.
 가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는 바코드 출력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 자료가 된다.
번호취소
 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선정한 후 “번호취소”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취소된다.
 가등록번호는 마지막번호관리에서 관리되는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부여시 무조건 일련번
호가 부여되며, 번호 취소를 하더라도 누락번호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함번호변경

자료를 선정한후 함번호 버튼을 클릭하면 선정자료의 종에 해당하는 자료가 모두 선택되며 새로운
함번호를 부여하거나 기존 함번호를 변경, 삭제 할 수 있다.
함번호는 종단위로 수정되며 한 종에 하나의 함번호만이 존재한다.
이전과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이전이나 다음 선정 자료로 이동가능하다.
실시간 열람자료관리에서 함번호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출력의 레이블 출력에서 함번호 레이블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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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귀처리(등록대상 / 제본대상)
데이터 복귀

 자료 선정후 복귀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복귀일자를 기록한 후 데이터복귀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복귀경로에 나타난 상태로 자료가 복귀된다.
 기록된 복귀일자를 가지고 실시간 열람자료관리의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복귀 취소

 자료상태가 복귀자료이거나 복귀일자로 검색하여 자료를 선정후 복귀 취소한다.
 복귀취소된 자료는 배가정보에 배가일자가 기록된 상태의 자료로 되돌아오게 된다.

7) 페기처리
데이터폐기

 자료 선정후 폐기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폐기일자를 기록한 후 폐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자
료가 폐기된다.
 기록된 폐기일자를 가지고 실시간 열람자료관리의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폐기된 자료는 DB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폐기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 자료찾기에서는 검색이 불가능 하지만 업무용자료찾기에서는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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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취소

 자료 선정후 복귀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복귀일자를 기록한 후 데이터복귀를 클릭하
면 해당자료의 복귀경로에 나타난 상태로 자료가 복귀된다.
 기록된 복귀일자를 가지고 실시간 열람자료관리의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8) 책배가변경
일괄변경

 배가상태의 자료를 선정한후 일괄적으로 배가실을 변경해 줄때 사용한다.
낱권변경

 배가상태의 자료를 선정한후 낱권으로 배가실을 변경해 줄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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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배가변경

검색 선정한 자료에 대하여 종 전체의 배가실을 수정할 수있다.

10) 코드변경
이용제한 코드변경

 구분 코드 종류에서 이용제한 구분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변경될 구분값을 지정한
후에 변경 버튼을 누르면 이용제한 구분 값이 변경된다.
 이때 변경버튼 옆에 있는 종변경을 체크한 후 변경하게되면 선택자료의 종 전체에 반
영된다.
관리구분 코드변경

 구분 코드 종류 라디오 버튼을 선택후 변경될 구분값을 지정한 후에 변경 버튼을 누르
면 관리 구분 값이 변경된다.

11) 출력
검색된 자료의 실시간 인계자료 목록, 실시간 자료목록, 복귀자료목록, 등록인계자료 목록,
제본인계자료목록, 폐기자료 목록 들 필요한 목록의 종류를 선정한 후 출력버튼을 누르면 각
종 출력물을 얻을 수있다.
출력 형식 및 용지 레이블 세팅을 확인 후 출력 버튼을 누르게되면 검색된 자료의 레이블을
출력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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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출/반납 시스템은 대출, 반납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반납 화면, 대출자료, 반납자료, 연체자료, 예약자료
등을 관리하고 메일을 보내는 대출자료관리 화면, 이용자를 입력, 수정, 삭제하고 일괄변경, 반입반출 업
무를 처리하는 이용자관리 화면, 대출과 관련된 통계를 출력할 수 있는 통계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
리 메뉴에서 자관에 맞는 대출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정지일자가 지난 회원의 일괄해제, 예약만기
일 지난 자료의 일괄해제 기능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대출반납 시스템의 메뉴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출반납

대출반납
대출자료관리

예약자료관리
이용자관리
배달자료관리
통계

대출/반납 시스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관리 - 열람관리 메뉴에서 설정된 대로 대출반납 업무가 수행된다. 처음 한 번만 설정을 하면 같은 환
경에서 대출반납 업무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대출/반납을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특별대출, 관내대출,
일괄반납, 소급반납)
가족 회원 기능을 사용하여 가족별로 관리가 가능하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아이디로 대출할 수 있고
가족별 통계, 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긴급 대출 기능이 있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도 대출할 수 있다.
부록자료 대출시 메시지가 나타나서 모체자료와 같이 대출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메일이 있으며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고 건별로 보낼 수 있다. 메일의 내용은 편집이 가
능하다.
예약 업무에 대한 상세한 환경설정을 할 수 있으며 간편하며 예약취소된 자료의 이력도 관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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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반납시스템
2.1 대출반납

KOLASIII를 실행하여 대출/반납 화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화면에 들어가는 순간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된다. 대출정지일이 지난 대출정지 회원들을 일괄적으로 대출정지 해제하며, 관
리 - 열람환경설정 - 대출환경설정에서 예약자동취소가 Y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만기일
이 지난 예약자료를 자동으로 취소한다.
이 화면은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대출/반납 화면에 접근한 PC에서 하루에 한번 실행되고,

해당작업은 완료되기 전에 창을 닫게 되면, 대출정지 자동 해제와 만기일 지난 예약자료 자
동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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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자료 찾기 버튼은 업무용 자료 찾기와 이용자 자료 찾기 기능을 지원한다.
 반납 버튼은 수동으로 반납할 때 사용한다.
 반납 연기 버튼은 반납연기 시 사용한다.
 예약 버튼은 자료의 예약 시 사용한다.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된
다. (자료 찾기 후 자료를 선택하여 예약 할 수 도있다.)
 예약대출 버튼은 예약된 자료를 대출할 때 사용한다.
 예약취소 버튼은 자료에 대한 예약을 취소 할 때 사용한다.
 예약상태 버튼은 현재 이용자의 예약상태를 보여준다.
 긴급대출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대출할 때 사용한다.

 이용자입력 버튼은 신규 이용자가 방문할 경우 이용자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색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대출/반납 화면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다. 대출자료, 반납자료, 예
약자료, 연체자료의 글자색과 바탕색, 화면색 등을 지정가능 하다.
 개인별대출이력보기는 이용자가 대출, 반납, 예약 취소한 모든 자료를 보여준다.
 부록대출은 부록이 있는 자료에 대해 부록을 추가적으로 대출 시킬 때 사용한다.
 취소버튼은 잘못 대출된 자료를 취소시킬 때 사용한다.(반납연기를 취소 할경우
반납연기 이전상태로 되돌린다.)
화면설명
 대출형태는 일반, 특별, 관내 대출이 있고 환경설정에서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특별 대출은 대출자의 상태나 자료의 상태에 관계없이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관내 대출은 도서관 내에서만 대출하는 것으로 대출일과 반납예정일이 같다.
 반납형태에는 특별, 일괄, 소급 대출이 있다. 일괄대출은 화면에 보이는 반납예정자료를 모
두 일괄적으로 반납 처리하는 것이고, 소급대출은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그 날짜에 반납한
것으로 처리하는 기능이다.

 대출일 란에 날짜를 변경하면 그 날짜로 대출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간이 아닌 날짜로
대출하고자 할 때 대출일 란에 임의의 날짜를 입력하고 대출하면 그 날짜에 대출한 것으로
처리된다.(예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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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일 란의 날짜는 오늘 대출한 자료의 반납예정일이 아니라 반납처리를 할 때의 날짜를 말한다.
반납일 란은 반납 형태가 소급반납일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임의의 날짜를 입력하고 반납하면 그
날짜에 반납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용자가 전날 반납했으나 도서관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반납처
리할 경우, 소급반납을 선택하고 반납일의 날짜를 어제 날짜로 고치고 반납하면 어제 반납한 것
으로 처리된다.
 비고란은 메모사항을 입력하고 비고수정통해 비고를 저장 할 수 있다. 비고란을 더블클릭하면 큰
사이즈의 화면에서 비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고크기와 명암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 가능
하다. X버튼을 누르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 수정 권한
이 없는 이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했을 경우, 수정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다.
 번호&이름 란을 클릭하면 등록번호와 이용자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번호로 설정되어 바코드 스캐너로 작업할 경우 번호 란에 대출자의 번호를 스캔하면 대출자
의 번호가 뜨고 번호 란은 자동으로 비워진다. 그리고 나서 자료의 등록번호를 스캔하면 자료가
대출된다. 번호 란은 대출자번호와 자료의 등록번호 모두를 입력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용자번호는 이용자번호와 책의 등록번호가 같을 경우 사용하는 기능으로, 번호 란은 무조건 이
용자번호만 검색하는 기능이다. 이런 경우 우선 이용자번호를 선택해서 대출자의 번호를 스캔하
여 대출자 정보를 불러들인 후 다시 번호 란의 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자료의 등록번호를 스캔하여
대출한다.
 대출되어있는 자료를 더블클릭 하면 자료의 상세정보, marc와 부록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른 이용자를 불러낼 경우, ESC버튼이나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화할 수 있다.

 대출정지일 수동부여는 연체된 자료의 반납시 열람환경설정에서
설정된 연체일로 자동부여하지 않고 반납 작업과 동시에 대출정지
일을 수동으로 부여하는 기능이다. 대출정지일 수동부여를 체크하
고 연체된 자료를 반납할 경우 대출정지일 수동부여 창에서 대출정
지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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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및 예약목록과 처리목록으로 화면이 분리되었다.
대출 및 예약목록에서는 대출처리자와 대출한 곳의 정보를, 처리목록에서는 반납처리자와 대출한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정보는 간략정보와 부가정보로 화면이 분리되었으며, 이용자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성별
에 따라 별도의 이모티콘이 표시된다.

 자관 항목은 자관 대출 책수/자관 대출 가능 책수를, 통합 항목은 관리구분이 여러 개인 통합도서
관의 경우 통합 대출 책수/통합 대출 가능 책수를 의미한다.
 자관 대출 가능 책수와 통합 대출 가능 책수는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직급별 환경탭
에서 설정 가능하다.(자관대출권수,자관예약권수는 각 관 별로 설정가능.)

 Beep 항목에 체크하면 대출 반납 시 소리음이 지원된다.
 Simple Display 항목에 체크하면 대출반납이 처리될 때 건당 처리되는 화면에서 일괄처리되는
화면으로 변경되어 대출반납 속도를 개선해준다.

 여러 개의 관리구분이 1개의 서버에 존재하는 통합도서관의 경우 A도서관과 B도서관의 등록구
분이 동일하다면, 반납책의 관리구분에 설정된 등록구분으로 반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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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일반대출
 대출은 이용자 정보가 화면에 나타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자 정보를 불러오려면 번호 검
색 란에 대출자 번호를 스캔하거나 이름 란에 대출자 이름을 입력한다.
 대출자 정보가 조회 후 번호 검색란에 등록번호를 입력(스캔, 키보드)하면 대출된다.
 키보드로 입력할 때에는 엔터를 누르거나 대출 버튼을 클릭하면 대출된다.
긴급대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등록번호(소장된 등록번호가 아닌 자료)를 대출하는 기능
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자료를 서명, 저자 등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입력해서 대출한다. 다
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에 긴급대출하게 된다.

 예 버튼을 클릭하면 긴급대출 화면이 나타난다. 기존에 긴급대출한 자료의 이력도 보이게 된다.
 등록번호는 처음 스캐너로 입력한 번호가 그대로 입력되고, 서명, 저자, 출판사 항목을 입력하
고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긴급대출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대출된다.

 긴급대출된 자료는 대출자료통계에서 통계에 포함되지만, 자료실 정보가 없으므로 자료실을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분류기호가 없으므로 분류기호의 ‘적용안함’
란으로 통계가 잡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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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원대출

 가족 아이디는 각각의 개인 대출자를 같은 아이디로 묶어주는 개념이다. 만약 가족 아이디를 전화
번호로 사용한다면 같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대출자는 자기의 대출자 번호가 아니라, 가족 아
이디 내의 다른 대출자 번호로도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가족 아이디 입력은 이용자 관리 - 새 이
용자 입력 부분 참조) 가족 아이디 자체로 자료를 대출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

아이디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대출자번호로 자료를 대출한다.
 가족 상세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조회되어 있는 이용자의 가족 아이디가 나타난다. 이용자를
더블클릭 하면 그 이용자가 조회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가족 아이디 기능을 사용하면 가족별 다독자 통계를 낼 수 있다.
 가족 회원 기능 사용여부는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 -대출/반납 형식 &이용자 환경 탭에
서 가족회원기능 사용여부에서 설정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가족정보 화면이 대출반납
화면에서 사라진다.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대출/반납 형식 &이용자 환경 탭에서 가족아이디 자동부여 사
용여부를 선택하여 가족아이디를 임의로 부여 또는 자동부여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가족 이름 옆의 숫자는 해당 이용자가 현재 대출가능 한 책 수를 의미한다.
 가족 대출 목록을 클릭하면 현재 가족회원이 대출중인 자료의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단, 예약도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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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출
 이용자가 대출정지 상태이거나 대출가능책수가 0일 때. 특별대출을 선택하고 자료를 대출하면 대
출이 가능하다. 특별 대출은 이용자의 상태나 대출가능책수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자
의 상태가 대출정지회원일 경우, 대출가능책수가 3권인데 3권 모두 대출했을 경우에 특별대출을
선택하고 대출을 하면 자료가 대출된다.
 열람제한과 사서제한이 걸린 도서도 대출 가능하다.
재대출
 한 이용자가 같은 자료를 한 번 이상 대출하려고 할 때 대출 이력을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관리 업무환경설정 - 대출환경설정 - 대출/반납 형식 &이용자 - 재대출 항목에서 ‘대출 이력 보여주기’
항목의 값(Y/N)에 따라서 다음의 화면이 나타난다.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대출/반납 형식 &이용자 탭에서 재대출 사용여부가
사용안함이고 재대출제한일이 3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반납일 이후 3일 동안 재대출이
불가능하다.
 재대출 이력보기는 재대출제한일 기간일 동안만 화면에 표시되며 재대출 제한일 이후에는 대출이
력이 있어도 재대출 이력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다.
대출취소
 상단의 취소 버튼을 이용하여 잘못 대출된 책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
 개인별대출이력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취소 시에는 DB상에서 대출 이력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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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납
일반반납
 반납시에는 대출증이 없어도 반납할 자료를 스캔하면 그 자료를 대출해 간 이용자의 정보가
나타난다. 한 번 더 스캔하면 해당 자료가 반납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스캔해도 자료가

반납된다.
 바코드 사용 란에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의 등록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대출된 자료
를 선정하고 반납 버튼을 클릭하면 반납 대화창이 나타난다.
 반납 책 상태에서 분실을 선택하면 배상비 란에 자료의 가격이 나타난다. 연체된 자료일 경우
에는 자동으로 계산된 연체료가 보인다.

 확인 후 반납에 체크하지 않으면 책의 등록번호를 스캔하자 마자 반납처리가 된다.
 확인 후 반납에 체크하면 책의 등록번호를 스캔 후 자료를 대출반납화면에서 확인 후 다시 스
캔 하면 반납처리가 완료된다
일괄반납
 자료를 전체선정하고 일괄반납을 선택한 다음 반납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창이
나타난다. 반납 책 상태를 선택하고 반납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책들이 한권 씩 반납으로 변
경된다.
 일괄반납은 많은 수의 자료를 한 건씩 스캐너로 입력하지 않고 책 수만 맞춰보고 반납 처리할
때 사용한다.(일괄반납선택, 이용자 검색후 자료 선정, 반납버튼으로 반납)
 반납 책 상태를 정상이 아닌 파손이나 분실로 지정할 경우 반납 처리된 후 자료의 배가상태는
일괄적으로 파손이나 분실로 바뀐다. 그러므로 반납할 책 전부가 파손이나 분실이 아닌 경우
라면 정상으로 놓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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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반납
 자료를 오늘 날짜가 아닌 어떤 특정한 날짜에 반납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소급반납에 체크를
하면 화면 오른쪽의 반납일 란이 활성화된다. 날짜를 오늘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꾸고 반납을 하면
그 날짜에 반납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납취소
 개인별 대출이력보기에서 정상 반납된 도서에 한해 복원버튼을 이용하여 반납취소 가능하다.
 연체된 책이나 예약이 걸려 있던 책은 반납취소가 불가능하다.

3) 부록자료의 반납
부록자료가 있는 자료를 대출할 경우, 관리에 설정되어 있는 값에 따라 작업 형태가 다르다.
부록자료가 대출 권수에 포함되는 경우
 부록은 별개의 자료로 인식되며 부록 등록번호를 스캔하면 개별로 대출된다.
부록자료가 대출 권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록이 있는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뜬다.

 ‘예’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부록의 목록이 다음 화면과 같이 나타나고 바코드 확인 란에 부록
의 등록번호를 스캔하거나 혹은 그리드에서 선정란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출된다.

 대출된 부록자료는 그리드환경설정에서 그리드추가를 통해‘부록자료수’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부록이 대출된 상태라면 같은 종의 다른 자료를 대출할 때 부록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출환경설정에서 부록자료 반납 여부가 Y이면 , 부록이 있는 자료는 반납할 때에도 메시지가 나
타난다. 이 때, 부록이 반납되지 않으면 모체 자료도 반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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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
자료예약

 예약할 이용자를 불러낸다.
 이용자가 조회된 상태에서 번호검색 란에 예약할 자료의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예약된다.
대출중인 자료 예약
 대출중인 자료도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된다. 혹은 바코드
체크란에 체크하지 않고 키보드로 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른다. 대출중인
자료를 예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예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된다.
바코드 체크란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을 대출한 이용자 정보가 나타나고 반납
업무로 전환된다.

 기존에 자료를 예약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예약자를 보여준다. 기존에 예약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예약된다.

예약자료 대출
 예약된 자료를 선정하고 예약대출 버튼을 클릭하면 대출된다. 예약된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자료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스캔하면 안 된다. 스캔하면 반납이 되어버리므로,
반드시 예약대출 버튼을 클릭한다.
 자료의 상태가 대출로 바뀌면서 대출일과 반납예정일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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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료 반납
 예약된 자료를 반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타난다.

 예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예약처리 창이 나타난다.

 예약만기일 부여 버튼을 클릭하면 1순위 예약자에게 예약만기일이 부여된다.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1순위 예약자에게 예약통보 메일을 발송한다.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반납연기 & 예약환경 탭에서 예약만기일

부여시 SMS 자동발송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SMS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해당 이용자에게 SMS가 자동발송 된다.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반납연기 & 예약환경 탭에서 예약만기일 부여시 휴관일
포함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예약만기일 기간 안에 휴관일이 존재한다면 휴관일 수
만큼 플러스 되어 예약만기일이 부여된다.
예약취소
 예약된 자료를 선정하고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예약 취소된다. 다른 창은 나타나
지 않는다.
 앞 순위 이용자가 예약취소 했을 경우 바로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예약취소된 자료를 일괄적으로 검색하려면 대출자료관리 - 검색 화면에서 대출상태를 예

약취소만 선정하고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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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제한 기능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직급별 환경 탭에서 예약취소제한갯수와
예약취소제한적용기간을 설정해 두면 예약취소를 자주 하는 이용자에게 예약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줄 수 있다.
(예약취소제한기간:10, 예약취소제한갯수3 : 10일동안 예약취소를 3번한 이용자는 10일동
안 예약기능이 제한됨)
 예약 제한 기능에서 예약취소는 예약만기일이 부여되어 자동 취소된 자료를 의미한다.

한줄서기 기능 (DB에서 일반예약과 한줄서기 예약 기능 선택 가능함)
 한줄서기 기능이란? 책단위가 아니라 권단위로 예약처리 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처음 예약 시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예약된 책이 반납 될 때 예약처리 화
면에서 예약지정 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한줄서기를 사용하면 권단위로 예약처리가 되기 때문에 먼저 예약한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책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비치 자료 중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예약지정하면 예약된 책에 등록번
호가 부여되며 예약지정 시 지정여부는 X에서 O로 변경된다.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반납연기 & 예약환경 탭에서 한줄서기 기능예약된 자료를 반납시 예약자료 지정, 예약만기일부여, 메일발송여부 결정을 사용함으로 설
정하면 예약처리 시 자동으로 예약자료가 지정상태로 변경되고 예약만기일이 자동부여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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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납연기
반납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중인 자료를 선정하고 반납연기 버튼을 클릭한다.
관리 – 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 – 반납연기 & 예약환경 탭에서 반납 연기 자동 부여 여부가
사용함으로 되어 있으면 반납연기일수가 직급별 환경에 설정된 일수로 자동 지정되며 사용안함
으로 되어 있으면 반납연기일 부분에 직접 입력해서 날짜만큼 반납연기 할 수 있다.

6) 비고수정
비고란에 내용을 입력하고 비고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 정보에 비고가 저장된다.
비고 창을 더블 클릭하면 비고 크기 및 명암, 비고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다

7) 상세정보
이용자 상세정보를 확인가능하며 바로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다.
상세정보 창의 수정 버튼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자 수정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프로그램에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수정 버튼이 나타난다.

8) 색설정
색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각 대출상태의 바탕색과 글자색을 지정할 수 있다. PC별로 설정되는 부
분이다.
지정하고 난 다음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조회해야 적용된다.

9) 개인대출이력
이용자 정보가 화면에 나타난 상태에서 개인별대출이력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불러진 이용
자가 대출했던 자료의 목록과 예약 취소한 목록이 나타난다.
복원 버튼을 이용하여 반납취소 가능하다. 단, 연체된 자료나 예약이 걸린 책은 대출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10) 화면 출력
현재 이용자의 대출중, 반납연기, 예약중인 도서의 자료 목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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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료찾기
업무용 자료찾기와 이용자 자료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용 자료찾기에서는 배가기록 이전 자료
인 정리중 자료도 검색되며, 이용자 자료찾기에서는 배가기록 이후 자료인 소장자료가 검색된다.
부록자료인 경우에는 부록자료에 체크 표시되며, 해당 자료의 부록자료 수를 검색결과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다.

관외대출자료인 경우 이용자보기 버튼을 통해 현재 대출중인 이용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가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자료도 검색 가능하다.

12) 이전대출자
이전대출자 화면에 바로 이전에 대출한 이
용자 이름이 표시되며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전에 대출한 이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
다.
최대건수는 PC별로 설정 가능하며,
비우기 버튼을 통해 이전대출자 목록 삭제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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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출자료관리
대출자료관리에서는 대출, 반납, 예약에 관련된 자료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단행자료와
긴급대출자료로 분리되어 있어 긴급대출자료는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반납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자료를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어 자료의 상태
에 따라 다양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기능설명
 검색 : 대출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검색조건 창을 띄운다.
 수정 : 현재 대출, 반납, 예약 자료들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일괄수정 : 여러 자료의 대출일, 반납일 등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력보기 : 화면에 나타난 자료의 대출반납 이력을 볼 수 있다.
 회원정보 : 자료를 대출, 반납, 예약한 이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메일 : 여러 종류의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출력 :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연체일계산 : 선정된 이력의 총 연체일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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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검색 창에서 현재 대출 자료의 상태, 대출, 반납 날짜 등을 조건으로 자료를 검색한다. 대출
의 상태와 날짜를 잘 조합하여 검색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반납된 자료를 찾으려면 대
출자료의 상태는 반납으로, 반납일에 날짜를 지정한다. 자료의 상태를 대출로 하고 반납일을

입력하면 그 기간에 반납된 자료중 현재의 상태가 대출중인 것을 검색하므로 아무 의미 없는
자료가 나오게 된다. 자료의 상태는 대출로 하고 대출일을 입력하면 그 기간에 대출된 자료
중 아직 반납되지 않은 것만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약자료를 검색할 경우에는 예약일이
나 예약만기일로 지정한다.
대출상태를 반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된다. 서지관련 정보나 대출자
관련정보, 날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한다.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특정 자료나 특정 사용자
의 반납 정보를 찾으면 자료나 사용자의 대출했다가 반납한 책은 모두 나오므로 대출이력을
볼 수 있다.
대출자료상태의 ‘전체’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전체가 다 체크되고, 한 번 더 체크하면 모두
해제된다.
대출형태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대출한 자료인지를 선택하면 해당 대출자료만 검색할 수 있
다. 적용안함 으로 선택하면 모두 검색된다.
자세히/간단히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의 조건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모든 검색은
and 조합이므로 검색에 맞는 자료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조건들을 적용안함 으로 수정하고

다시 검색해본다.
긴급대출 자료를 검색할 경우에는 자료실을 지정하지 않고 검색한다. 긴급대출된 자료는 자
료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긴급대출을 선택하고 특정 자료실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
당 자료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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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
현재 대출자료의 상태에 따라 날짜를 수정할 수 있다. 자료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
면 다음과 같은 수정 창이 나타난다. 한 번에 한 건씩만 수정할 수 있다.
 대출중자료 수정

 예약중자료 수정

 반납된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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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괄수정

일괄 수정은 여러 대출 자료의 날짜, 연체료, 배상비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기능이다. 변경할
수 있는 날짜에는 대출일, 반납예정일, 반납일, 예약일, 예약만기일이 있다.
일괄수정을 할 때에는 대출상태가 같은 자료들만 선정해야 한다. 다른 자료들을 선정하면 수
정가능사항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어 수정할 수가 없다. 대출이면 대출자료만, 반납이면 반
납자료만 선정하고 일괄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반납 예정일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태가 대출인 자료를 선정하고, 반납일을 수정하려면 반납
인 자료를 선정한다.

4) 이력보기

자료를 선정하고 이력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출되고 반납된 이력을 볼 수 있다.

5) 메일이력보기
그리드에 나타난 자료를 선택하고 메일 이력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에 대해 메일
이 발송된 이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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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약처리

예약자료를 검색하고 난 다음 예약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처리 대화창이 나타난다.
예약 만기일 지난 자료 선정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만기일이 지난 자료들이 자동으로 선정된
다. 그 상태에서 예약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취소된다. 이러한 업무는 예약취소가 자
동으로 되지 않을 때 수동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업무이다.
예약만기일 부여는 현재 자료의 배가상태가 ‘비치’인 것에만 가능하며 1순위 이용자인 경
우에만 부여된다.
대출자 상세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자의 정보를 볼 수 있다.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반납연기 & 예약환경 탭에서 예약만기일 부여시 SMS 자
동발송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했다면 예약만기일 부여와 동시에 SMS가 전송된다

7) 메일
KOLASIII 의 메일 기능은 먼저 검색을 해서 자료를 화면에 불러낸 다음에 메일의 종류를 선
택하여 메일을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환경설정에서 일괄 메일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에는 수동으로 선정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각 대출 상태에 따라 보낼 수 있는 메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검색을 할 때 같은 상태(대출중,
연체중, 예약중 등)의 자료를 불러내도록 한다.

메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약안내(반납시) : 예약된 자료중 현재 반납한 자료에만 발송된다.
 예약안내(비치자료예약) : 비치된 자료를 예약했을 경우 발송된다.
 반납독촉 : 연체된 자료에 발송된다.
 대출안내 : 대출한 자료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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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확인(연체안된 자료) : 연체되지 않은 자료를 반납한 경우 발송된다.
 반납학인(연체된 자료) : 연체된 자료를 반납했을 경우 발송된다.
 예약취소 : 예약취소된 자료에 발송된다.
메일을 보낼 자료들을 검색한 다음 메일 보낼 자료를 선정하고 메일의 종류를 선택한다. 선
정한 자료중 해당하는 자료에만 메일을 발송한다.(현재 대출중인 자료에는 대출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연체인 자료에는 반납확인(연체된 자료)메일이 발송된다.)

 메일서버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에 설정된 메일 서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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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력

대출관리에 관련된 목록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 목록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출력물의 종류에 따라 조건을 줄 수 있으며 조건을 입력해두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
지는 조건이 남아있게 되므로 날짜에 해당하는 각 목록들을 모두 출력할 수 있다. 목록이름
이 있는 탭을 클릭하면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된다.
목록의 종류에는 개인별대출현황목록, 개인별대출이력목록, 대출자료목록, 반납자료목록,
반납독촉장, 대출자료반납요청서주소레이블, 반납독촉장 카드 형식, e-mail 발송현황목록

등이 있다. 반납독촉장 카드 형식은 A4 용지를 두 번 접어서 겉부분에 주소가 나오게 하고
안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형식이다.
반납독촉장 카드 형식과 대출자료반납요청서주소레이블을 출력할 때에는 화면 하단의 정렬
조건 옆의 반납요청서 정보를 클릭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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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번호 선정 기능

검색된 결과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선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자동 선정된다. 무
인반납처리, 야간예약자료 처리 시, 원하는 자료만 선택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다. (바코드 기능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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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약자료관리

예약된 자료를 검색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예약처리를 할 수 있는 메뉴다.
검색버튼을 통해 기간을 넣어 검색할 수 있고, 예약만기일 부여,미부여, 예약처리 대상자료
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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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버튼을 눌러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예약만기일 부여, E-Mail 보내기,SMS보내기,
예약 취소 등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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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용자관리
이용자 관리 메뉴에서는 이용자의 입력, 수정, 삭제, 제적처리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대출증 출력이 가능하며, 이용자 반입, 반출을 지원한다.

기능설명
 검색 : 이용자를 검색하여 화면에 불러낸다.
 입력 : 신규 이용자를 입력한다.
 삭제 : 이용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상세보기 : 이용자정보를 볼 수 있다.
 제적처리 : 선정한 회원의 상태를 제적회원으로 변경한다.

 일괄변경 : 소속, 직급, 연체횟수, 대출정지일을 일괄변경한다.
 탈퇴처리: 탈퇴회원을 검색하여 DB에서 탈퇴처리한다.
 파일반입반출 : 이용자정보를 파일형태로 반입, 반출한다.
 출력 : 이용자 목록을 출력한다.
 개인정보 항목(주민번호)는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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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증출력 : 그리드에 선정된 이용자를 저장한다.
 목록출력 : 그리드에 나타난 검색결과를 출력한다.
 회원증출력설정 : 회원증 카드 설정으로 RFID 시스템에서 사용한다.
 메일관리 : 신규 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한다.

1) 검색
이용자를 찾을 때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간단히,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검색 또는 상세조건을 주어 검색 할 수 있다.
등록일자는 이용자 정보를 입력한 날짜이다.
최종 대출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날짜 이후로 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대출자들을 검색
한다.
누적 연체일과 누적 연체횟수로 불량 대출자를 검색, 관리할 수 있다.
미대출일로 검색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자료를 한 번도 대출하지 않은 이용자들이나 대
출횟수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들을 검색된다.
한 번도 대출하지 않은 이용자를 검색하려면 ‘대출횟수가 0회 이하인 대출자’를 검색하면
된다.

보유기간만료/파기대상검색을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탈퇴정보보유기간 만료된 회원
을 날짜를 입력하거나, 각 대상자 선택 박스를 체크하여 검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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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
새로운 이용자를 입력하려면 입력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가족 아이디로 등록하려면 가족 ID 찾기 버튼을 클릭한다.
 기존에 입력된 가족 아이디가 있다면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해서 결과 중에서 선
택하여 입력한다. 아이디 중에서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기존 가족 아이디에 해당하
는 대출자들의 정보가 보인다.
 새로운 가족 아이디를 입력하려면 화면의 하단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가족 ID 생성 버
튼을 클릭한다.

가족 입력버튼을 통해 기존 가족추가나 신규가족 입력이 가능하다
 가족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기존 가족을 가족 아이디로 묶을 수 있다.
 신규입력 버튼을 이용하여 신규로 가족을 입력함과 동시에 가족 아이디 부여도 가능
하다.
 가족 추가 버튼을 통해 기존 이용자 정보를 검색 할 경우에는 이미 가족 ID가 부여된
이용자는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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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대출/반납 형식 & 이용자 탭에서 대출자번호
부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사용안함: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 16자리까지 입력 가능
 마지막번호: 이용자번호구분+일련번호로 자동부여

이용자번호구분은 8자리까지,일련번호는6자리로 자동생성
이용자번호구분은 관리-업무환경설정-일반부호관리에서 입력 가능하다.


사용자 ID: 입력된 사용자 ID로 자동부여

이용자의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진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
며, [...]버튼을 선택하여 사진을 불러온다. 불러온 사진을 선택하면 이용자 입력창의 사진란
에 나타난다. 이미지 편집에서 크기조절 등을 할 수 있다.

 이미지 편집기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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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입력할 때에는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입력할 주소의 지역을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주소가 검색된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를 선택하여 검색,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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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회원에 대해 본인인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이핀,마이핀,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입력 시 진행여부 팝업이 뜨고
이후에는 이용자사진 아래 부분을 클릭
하여 진행 가능하다.

인증방식은 아이핀, 마이핀, 휴대폰 인증 이있다.

 아이핀 : 신용평가사에서 만든 아이디를 통한 본인인증
 마이핀 : 신용평가사에서 부여받은 13자리의 마이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핸드폰 :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본인인증 성공시 위와 같이 초록색 체크로 확인 가능하다.
 본인인증은 개인 고유의 값을 부여 받는 것으로 중복회원 방지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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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일자가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된다.
누적연체회수는 관리에서 설정된 대로 계산된다.

4) 삭제와 제적처리/ 탈퇴처리
이용자 삭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고 제적처리는 회원의 상태를 제
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제적된 회원이 대출중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반납은 할 수 있지만 대
출, 예약은 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 삭제 시 이용자 통계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원상태를 제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용자를 개별로 수정해도 되고 여러 이용자를 선정하여 제적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할 수도 있다. 이용자 정보는 DB에 남아 있다.
탈퇴처리 기능은 도서관 DB에서 이용자를 삭제하는 것이나 이용자 통계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탈퇴 신청된 회원은 탈퇴처리 툴바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탈퇴처리 버튼을 클릭해야 DB에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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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변경
일괄변경할 수 있는 항목에는 소속, 직급, 연체 횟수, 대출 정지일, 누적 연체일이 있다.
변경할 이용자를 검색해서 선정한다. 컬럼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정렬되므로 편리하다.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대화창이 나타난다. 변경할 코드의 체크박스에 선정하고 콤
보에서 값을 선택한 다음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연체 횟수란에 0을 입력하고 일괄변경하면 선정한 이용자들의 연체 횟수가 0으로 바뀐다.

특정 이용자들에게 대출정지일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대출정지일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일
괄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특정 이용자들의 누적연체일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누적연체일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누적연
체일을 입력한 다음 일괄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6) 파일 반입/반출
반입반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반입과 반출을 선택할 수 있다. 반입할 데이터의 형식은
반출한 데이터의 형식과 같다. 그러므로 이용자정보를 일괄적으로 반입 받고 싶다면 현재 프로
그램에 있는 이용자정보를 반출해서 엑셀에서 열어 데이터의 형식(각 칼럼의 이름)을 확인한 다
음 그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엑셀 파일을 작성해서 반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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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파일반입 버튼을 클릭해서 반입할 파일이 있는 경로에서 파일을 불러온다. 파일을 선택하면
화면에 불러온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나타난다. 반입할 데이터를 선정하고 반입 버튼을
클릭하면 반입된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먼저 수정한 다음 반입할 수 있다.

 엑셀 헤더 설정하기는 엑셀 파일에 있는 대출자 정보를 반입할 경우에 형식에 맞게 반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EXCEL 필드 제목과 버전업의 제목을 연결해주어 항목에 맞게 반
입한다.
 호출된 엑셀 파일 헤더 설정하기 창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여기
에서 EXCEL 필드 제목과 버전업 프로그램의 제목을 연결시킨다.
 관리구분은 필수 항목이다. EXCEL 파일에 관리구분이 없으면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는다.

반출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용자 정보 파일 반출

 파일을 반출할 때에는 이용자를 검색해서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할 이용자를 먼저 찾은 다음 반입반출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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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선택이나 반출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한 파일이 저장될 경로와 파일의 이름을 지
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혹은 경로란에 경로를 직접 입력하고 반출 버튼을 클릭
한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 반출된 것이다.

7) 출력
이용자 목록 출력
 이용자관리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는 목록은 회원가입명단, 장기미대출자목록, 연체
회원목록, 이용자상세정보와 대출증을 출력할 수 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출력하고자 하는 목록을 탭에서 선택하고 조건을 입력해서 출력한다.
 정렬해서 출력하려면 정렬조건란에서 조건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결정
란으로 옮겨지면서 그 조건에 따라 정렬된다.
 출력은 그리드의 데이터와 관계없이 목록의 종류와 조건을 가지고 출력하는 것이고
목록 출력은 화면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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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증 출력
 대출증을 출력할 때에는 조건으로 출력하거나 보관된 이용자 정보로 대출증을 출력
한다.
 다음과 같은 대출증 출력 화면에서 조건을 입력하거나 보관된 이용자 출력 체크 박스
에 클릭하고, 오른쪽의 도서관정보를 입력한 다음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새로운 형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새로운 대출증 포맷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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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증 출력
회원증 출력 화면에서는 그리드에 조회된 이용자를 바로 불러서 출력할 수 있으며, 이 기능
은 RFID의 회원증 출력시 이용한다.
이용자를 검색하여 화면에 불러낸 다음 회원증을 출력할 이용자를 선정하고 회원증 출력 버
튼을 클릭한다.

9) 목록출력
목록출력은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그리드에 나타난 자료 중 선정된 자료만 이용자 목록으로
출력한다.

10) 회원증 출력설정
회원증의 앞면과 뒷면의 형식을 설정한다. 초기에 한 번만 설정하면 출력할 때마다 그 양식
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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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일관리
신규 회원에게 회원 가입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메일 발송 대상 중 그리드에 선택된 이용자는 그리드에 있는 이용자 중 선정체크된 이용자이
고, 미발송 이용자는 메일이 발송되지 않은 이용자 전체이다.
환경설정에서 이용자 입력시 자동 메일 발송 여부가 Y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자
를 입력할 때 메일 주소가 있으면 신규 회원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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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달자료관리

1) 검색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상태와 신청일자를 가지고 검색한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와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자료 모두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상태(전체, 신청자료, 접수완료, 배가완료)와 신청일자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2) 입력/수정/삭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신청자 정보와 배달을 신청한 자료를
입력한다.
 이용자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자 선택 버튼을 사용해서 검색한 다음 더블 클릭하
면 입력할 수 있다.
 책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책정보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검색한 다음 더블 클릭
한다.

입력된 직후의 배달 상태는 신청자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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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처리/배달처리
그리드상의 신청일, 접수일, 배달일로 자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신청일에만 날짜가 있으면 신
청중인 자료이고, 접수일까지 날짜가 있으면 접수중인 자료, 배달일에 날짜가 있으면 배달된 자료
이다.
상태가 신청자료인 데이터를 선정하여 접수처리한다. 접수처리하고 난 자료는 접수완료 상태로 보
이게 된다.
접수완료한 자료를 배달처리하면 자료가 배달완료 상태로 바뀌고 자료상태는 배달자료가 된다. 대
출반납 화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대출처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본 대출기간은 관리-업무환경설정-대출환경설정-대출/반납 형식 & 이용자 정보 탭에서 설정 할
수 있다.

배달대출되었던 자료가 반납되면 자료상태는 비치자료가 된다.

4) 출력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조회되어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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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
대출의 통계는 행열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통계를 만들 수 있다. 대출 통계의 종류에는 대출자등록통계,
미대출자통계, 대출자료통계, 대출자통계, 반납자료통계, 반납자통계, 최대대출자료통계, 다독자통계,
가족별다독자통계가 있다. 통계 종류를 선택하고 통계 버튼을 눌러 호출된 통계 창에서 조건설정과 행
열 미리보기 항목을 설정하여 통계를 낼 수 있다.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통계를 출력할 조건을 입력한다.
행열미리보기의 열 조건 중의 하나를 예상 모습 란의 세로 부분에 드래그 앤드 드롭한다.(마우스로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 그대로 끌어다가 원하는 부분에 놓는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상 모습
란에 보이게 된다. 행 조건도 마찬가지로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통계의 행과 열을 설정한다.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상태에 그래프가 표시되고 완료되면 메시지와 함께 화면에 통계가 나타
난다.
중복 포함 합계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중복된 이용자나 자료는 1로 잡고 통계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씩 열흘 동안 왔다면 그 기간 동안 통계에서는 1명의 이용자라고 산출하지
만 중복 포함 합계를 내면 10명의 이용자로 산출된다.
합계가 0인 항목 감추기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합계가 0인 데이터는 통계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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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종류
대출자 등록 통계 : 대출자의 등록일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 날짜에 따른 신규 대출자의 통계를 출력할
수 있다. 대출자 등록통계의 자료실은 이용자 정보의 자료실을 의미한다.
미대출자 통계 : 해당 날짜에 등록한 대출자 중, 해당 날짜에 대출하지 않은 대출자의 통계를 낸다.
대출 자료 통계 : 자료실과 대출일을 조건으로 그날 대출된 자료의 통계를 낸다.
예약 대출 자료 통계 : 대출일과 예약일, 반납예정일 등을 조건으로 예약대출 된 자료의 통계를 알 수
있다. 방법은 대출자료통계와 동일하다.
대출자 통계 : 자료실과 대출일을 조건으로 그날 대출한 사람의 통계를 낸다. 열 부분을 분류기호로 설

정할 경우 한 사람의 이용자가 여러 분류기호의 자료를 대출했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에는 중복 포
함 합계 옵션에 체크를 하고 통계를 낸다. 그럴 경우, 데이터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여러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1명으로 계를 잡기 때문이다. 즉 대출자와 대출자료의 관계
는 1:n의 관계이므로 중복포함합계 옵션을 사용하여야 정확한 대출자의 수를 알 수 있다.
반납 자료 통계 : 반납일을 조건으로 반납된 자료의 통계를 출력한다.
반납자 통계 : 반납일 조건으로 반납자의 통계 출력. 방법은 대출자 통계와 동일하다.
최대 대출 자료 : 순위 범위를 1위부터 몇 위까지 할 것인지를 입력한다. 조건은 대출일이며, 분류기호
별, 자료실별, 연령별로 출력할 수 있다.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단위에 있는 컬럼명들을 예상모습 란
에 끌어다 놓으면 단위가 바뀐다.
다독자 : 최대 대출 자료 통계와 마찬가지로 순위를 입력하고 대출일 조건으로 출력한다. 단위의 종류
에는 전체, 소속별, 직급별, 자료실별, 연령별이 있다.
가족별 다독자 : 개인별 아이디 대신 가족 아이디로 출력한다. 자료실별로 출력할 수 있다.
연체자통계 : 대출일과 반납예정일을 조건으로 회원구분별, 자료실별로 연체자를 알 수 있다. 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반납연기자료통계 : 대출일과 반납예정일을 조건으로 반납연기가 된 자료를 알 수 있는 통계이다.
회원증발급통계 : 회원증 발급 횟수를 위한 통계로, 이는 이용자의 수정 창에서 회원증 발급이력에 등
록을 한 경우에만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대출횟수통계 : 대출일과 배가일, 대출횟수, 순위, 분류번호 등을 조건으로 대출횟수를 알 수 있다.
대출일, 혹은 배가일 중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지정한 조건에 따라 등록번호, 서명, 저
자, 발행자 대출횟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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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료찾기

1) 업무용 자료찾기
서명, 키워드, 저자명 등을 우절단 형식으로 전체 검색이 가능하다.
상세검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두고 검색이 가능하다.
이 때 조건은 모두 and 조건이므로 이를 유의한다.
업무용 자료찾기에서는 배가 이전의 수서/등록/정리 중 단계의 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2) 이용자용 자료찾기
업무용 자료찾기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수서/등록/정리 단계의 자료는 검색이 불가하다
사서제한 등 의 제한된 자료는 검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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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전등록번호관리
2.6 메일관리
2.7 메일서버설정
2.8 도서관정보설정
2.9 휴관일관리

^ ^ ^ ^ ^ ^ ^ ^ ^ ^ ^ 241p.
^ ^ ^ ^ ^ ^ ^ ^ ^ ^ ^ 243p.
^ ^ ^ ^ ^ ^ ^ ^ ^ ^ ^ 244p.
^ ^ ^ ^ ^ ^ ^ ^ ^ ^ ^ 245p.
^ ^ ^ ^ ^ ^ ^ ^ ^ ^ ^ 246p.
^ ^ ^ ^ ^ ^ ^ ^ ^ ^ ^ 247p.
^ ^ ^ ^ ^ ^ ^ ^ ^ ^ ^ 248p.
^ ^ ^ ^ ^ ^ ^ ^ ^ ^ ^ 249p.
^ ^ ^ ^ ^ ^ ^ ^ ^ ^ ^ 2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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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바코드

IV. 관리
1. 업무환경설정
1.1 일반부호관리
관리구분, 등록구분, 자료실구분, 별치기호 등의 다양한 코드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관리구분 :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의 관리구분 코드를 확인하고, 자관의 관리
구분을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출소속/직급정보 : 대출자의 소속과 직급정보를 입력, 수정, 삭제 가능하다.
사용중인 대출자직급정보를 삭제하거나 코드 값을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록구분 : 새로운 등록구분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다른 통합도서관의 등록구분과

자관의 등록구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입력한다.
 별치기호 : 별치기호의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자관에서 사용하는 별치기호를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번호구분 : 대출자번호 부여를 위한 코드 값을 입력, 수정, 삭제 가능하다.
‘코드’는 도서관부호 6자리 (123456) + 년도 2자리 (16) 를 입력한다 (코드_12345616)
 자료실구분 : 새로운 자료실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다른 통합도서관의 자료실 코드
와 자관의 자료실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입력한다.

해당 자료실에 입력된 자료가 있을 때, 자료실을 삭제하거나 코드 값을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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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 업무환경설정
1.1 일반부호관리
코드패턴관리에서 코드 패턴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코드패턴관리를 통해 통합도서관인 경우 관리 구분 별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선정하여 적용해줄 수 있다. 코드패턴은 관리-업무환경설정-시스템환경설정-사용자관리에서
사용자 ID별로 코드패턴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코드패턴 별 설정 방법은 일반부호관리 설정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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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2 MARC부호관리

발행국부호, 한국대학부호, 언어구분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한국지역구분부호, 외국지역
구분부호, 국가부호, 한국도서관부호의 검색,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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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3 수서환경설정

가격절사단위 설정 및 복본/중복 조사 여부 설정 등의 수서환경 설정값 변경적용이 가능하다.

 가격절사단위설정 : 1원단위, 소수점1째 자리 이하,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절사를 설정한다.
 구입가격단위설정 : 구입가격단위를 백원, 십원, 원, 소수점 1째 자리, 소수점 2째 자리 중 선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기증자정보필수입력사항여부 : 기증자료 입력 수정 시, 기증자정보가 필수 입력사항인지 여부를 설
정한다.
 비치희망우선예약특별조건 : 비치희망자료를 배가하여 우선예약 시, 이용자직급별 예약가능 권 수
초과허용 여부를 설정한다.
 희망자료신청제한권수 : 희망자료신청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희망자료신청제한사용여부 : 희망자료신청권수제한 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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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4 정리환경설정

배가실 우선순위 설정 및 복본기호 부여 방식 등에 대한 정리환경 설정이 가능하다.

 레이블권책기호설정 : 레이블 출력 시, 권책기호의 출력 설정값을 설정한다.
 배가실우선순위 : 분류기호, 등록구분, 별치기호 중 배가실 선정 시 우선시되는 순위를 지정한다.
 저자기호생성방법 : 서명첫자 또는 서명초성의 저자기호 생성방법을 설정한다.
 청구기호키설정 : 청구기호 설정 시, 별치기호의 포함 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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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대출형식, 반납형식 설정, 대출자번호 부여 방식, 반납연기 및 예약환경설정, 직급별 대출기한
설정 등에 대한 대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출환경 설정이 가능하다.

대출/반납 형식 & 이용자

 대출형식 : 일반, 관내, 특별대출의 사용 여부를 설정한다.
 반납형식 : 일반, 일괄, 소급반납의 사용 여부를 설정한다.
 재대출 : 가족, 개인의 재대출 허용 여부와 재대출 제한일을 설정할 수 있다.
재대출이란? 대출하려는 자료가 해당 이용자 혹은 가족 구성원의 대출이력에 있어도 대출이 가능 한 것

 부록자료 : 부록자료의 대출 여부와 반납시 대출된 부록자료가 있는 자료의 부록자료 반납 필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부록자료의 대출 책 수 포함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이용자관리 : 가족회원기능 여부, 대출자번호/가족아이디 자동부여, 대출정지일 자동일괄해제/선정 여부
를 설정한다.
 배달자료관리 : 배달처리 시의 기본 대출기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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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반납연기 & 예약 환경

 반납연기관리 : 반납연기사용여부와 당일 대출한 자료의 반납연기허용 , 반납연기일 자동부여 여부를 설
정할 수 있으며, 반납연기 가능 횟 수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반납연기 대상자료가 이미 예약된 자료이
고 예약우선이라면 반납연기 기능의 미적용 여부도 지정할 수 있다.

 예약관리 : 예약기능 사용여부와 예약허용인원을 설정하고 등록구분 별로 예약을 제한 할 수 있다.
예약만기일이 지난 예약자료에 대해 자동 예약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약만기일 자동부여, 예약
만기일부여시 SMS 발송 여부를 설정한다.
 한줄서기예약기능 : 책 단위 예약이 아닌, 권 단위 예약처리 기능으로 처음 예약 시에는 등록번호가 부여
되지 않고, 예약처리 시 등록번호를 지정하여 같은 서명의 책이라도 먼저 예약한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책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예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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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연체 자료

 대출정지일부여 : 이용자가 연체된 자료반납 시 대출정지일 부여 여부를 설정한다.
 연체료부여 : 이용자가 연체된 자료반납 시 연체료 부여 여부를 설정한다.
 기본연체료 : 연체 하루 당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설정한다.
 대출정지일 휴관일포함 : 대출정지일에 휴관일을 포함한 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대출정지일 부여기준 : 대출정지일 부여 시, 각 자료의 연체일 합 또는 연체일 중 가장 큰 연체일로 대출
정지일 부여기준을 설정한다.
 연체일 가중치 : 연체 하루 당 부여되는 가중치를 설정한다.
 최대대출정지부여일수 : 대출정지일 부여 시,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일 수를 설정한다. (0일: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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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수수료

 기본 연체료 : 연체일 하루당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설정한다.
 부록연체시 대출정지일 부여 : 부록자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대출정지일을 부여할지 결정 한다.
 대출정지일 휴관일 포함유무 : 대출정지일에 휴관일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최대대출정지부여일수 : 대출정지일 부여시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일 수를 설정한다. (0일: 제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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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직급별 환경

 이용자 직급별 대출 환경값 : 이용자 직급별로 성인자료대출여부, 대출기간, 반납연기일수, 통합대출가능
책수, 자관대출가능책수, 예약유효일수, 통합예약가능책수, 자관예약가능책수, 예약취소제한적용기간,
예약취소제한갯수를 설정 할 수 있다.

이용자 직급별 대출 환경값 설정의 경우, 통합되어있는 모든 도서관에 적용됨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이용자직급별 등록구분별 대출기한, 반납연기일수 : 등록구분별 대출기한과 반납연기일수를 이용자직급
별로 설정 할 수 있다. 대출기한을 ‘0’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이용자직급의 해당 등록구분 자료 대출
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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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대출자료 제한

 대출자료제한 : 별치기호, 등록구분, 자료실 별로 대출 가능여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대출여부 ‘Y’, ‘N’ 으로 대출자료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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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메일 관리

 예약안내, 반납독촉, 대출안내 등의 메일 발송 기능 사용여부와 일괄 발송 시 필요한 설정을 확인 및 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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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5 대출환경설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본인인증 : 이용자 회원가입 시 필요한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 수정 할 수 있다.
 알림 설정 :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 , 파기, 갱신 알림 주기를 설정 할 수 있다.
 유효기간 관리 : 회원정보 보유기간과 탈퇴회원 보유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용약관 관리 : 이용자 회원가입 시 필요한 이용약관을 추가, 삭제 및 수정 할 수 있다.
** 유효기간 /이용약관 관리는 통합도서관의 경우 설정 사항이 공유되기 때문에 수정 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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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6 공통환경설정
자료찾기 검색형식 및 부록자료 등록번호 자동/수동 부여 방식 등에 대한 환경설정 값을 설정 한다.

 자료찾기검색형식 : 자료찾기 시, ‘종’, ‘책’검색형식을 선정 할 수 있다.
 부록등록번호자동부여여부 : 부록에 대한 등록번호를 자동 혹은 수동 부여할 것인지 결정한다.
 센터업로드사용여부 : 배가기록 시, Center upload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통합대출책수제한 : 통합대출책수 제한 여부를 설정 할 수 있다.
 자산통계 제적자료포함 : 자산통계 산출 시, 제적자료 포함 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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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7 등록번호점검
등록번호리스트와 누락등록번호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누락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누락등록번호 재구축이 가능하다.
누락등록번호 임에도 누락등록번호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누락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등록번호
테이블과 누락등록번호 테이블을 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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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8 제어번호점검
제어번호리스트와 누락제어번호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
단행-정리-목록완성에서 열람인계자료로 인계 시, 혹은 마크 반입 시 제어번호가 중복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제어번호 마지막 번호를 확인하여 관리-업무환경설정-마지막 번호관리에서 제어번호를 수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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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9 배가기준관리
등록구분별, 별치별, 분류별로 자료실을 결정한다.
자료실은 목록완성 입력. 수정 화면에서 저장 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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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1.10 마지막번호관리
단행부분(차수번호, 기증접수번호, 그룹번호) 마지막 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연속부분(차수번호, 구입접수번호, 기증접수번호, 제본차수번호) 마지막 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공통부분(등록번호, 가원부번호, 이용자번호, 기증자번호, 제어번호, 원부번호) 마지막 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MARC 파일을 반입하여 자료를 등록한 후, 마지막번호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기때문에
반입 시 자료들의 등록구분과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마지막번호관리에서 번호 수정이 필요하다.

240

IV. 관리
2. 시스템환경설정
2.1 사용자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상세보기가 가능하다.

사용자 입력 시 등급은 일반사용자/관리자/통합관리자로 구분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일반사용자 :
- 관리-시스템환경설정-사용자관리에서 입력,수정,삭제 기능 제한
- 관리-업무환경설정-일반부호관리에서 코드 입력,수정,삭제 기능 제한
 관리자 : KOLAS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능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통합관리자: KOLAS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능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타도서관의 통계 기능 열람 가능(통계 시 관리구분 항목 표시됨)
- 메일서버 정보 셋팅 가능
- 공통 – 관리 – 업무환경설정 – 대출환경설정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이용약관관리 및 유효기
간
관리는 통합관리자만 확인 가능

241

IV. 관리
사용자 입력 시 ID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권한: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
 수서,등록권한~연속자료권한: 각 선택된 메뉴별로 접근이 가능하다.
해당 항목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
 사용자 정의 권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여 메뉴 접근 가능 권한 Alias와 권한설명을 입력하

고 접근 가능한 메뉴를 선정해준다.

사용자 입력 시 대출자 수정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권한: KOLAS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 검색, 입력, 수정, 삭제 가능
 권한없음: KOLAS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 검색만 가능. 입력, 수정, 삭제 제한됨.
 입력 및 수정가능: KOLAS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 검색, 입력, 수정 가능 삭제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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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2.2 저자기호관리
발행형태구분(단행,연속), 형식구분(도서, 시청각자료 등) , 보조등록구분(동양,서양)등에 따라 저자기호
방식을 입력,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tag와 식별기호를 지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245 $d를 보고 저자기호 결정. 245태그가 없다면 100 $a를 보고 저자기호 생성
Up, Down 버튼을 통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243

IV. 관리
2.3 수입순번호관리

저자기호 대신에 090 태그 $b가 수입순번호 대로 부여 될 경우, 마지막수입 번호와 누락수입순 번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수입순번호가 잘못 입력될 경우 마지막 수입순 번호를 수정 할 수 있으며, 중복 입력된 수입순번호에 대

하여 삭제도 가능하다.

244

IV. 관리
2.4 문자변환관리
저자기호, 역할어, 불용어 등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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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2.5 이전등록번호관리
자료의 바코드에 붙어 있는 등록번호와 DB에 저장되어 있는 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이전 등록번호를 변
환하여 DB에 있는 등록번호와 일치하도록 한다.
예제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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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2.6 메일관리
수서, 정리, 열람 등 다양한 종류의 메일에 대한 내용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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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2.7 메일서버 설정
메일 서버 정보에 대한 입력,수정이 가능하다. 사용자 ID 권한이 통합관리자인 경우에만 메일 서버 정보
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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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2.8 도서관정보설정
관리구분별 도서관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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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리
2.9 휴관일 관리
휴관일 입력, 수정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등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휴관일이 있다면,
일괄적용 툴바를 통해 일괄로 휴관일을 적용해준다.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휴관일은 휴일관리를 통해 입력해두면 휴일 적용 버튼 클릭 시 일괄로 휴관
일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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