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고객

적용분야
일반기업
- 역사컨텐츠관리 시스템

대통령기록관

- 시청각 기록물관리 시스템
-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 사료관리 시스템
- 사진관리 시스템
- RFID 서고관리 시스템

통일부

관세청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국민안전처

- 특수유형물관리 시스템
- 시청각기록물관리 시스템
- 시정 홍보 자료관리 시스템
-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 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
- RFID 서고관리시스템

Content is everything
Everything is Content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교기관
- 역사컨텐츠관리 시스템
- 사료관리 시스템
-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 사진관리 시스템
- 영상 관리 시스템
- RFID 서고관리 시스템

역사컨텐츠관리플랫폼

문의
회사문의

Tel 02-3444-4660

Email hello@jcone.co.kr

영업문의

Tel 02-3444-4661

Email sales@jc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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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UACentre는 기업이만든역사, 문화컨텐츠를
안전하게보존하여드립니다.

UACentre 는?
제이씨원의 UACentre(Unified Archive Centre) 는 기업 및 공공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생산-정리-보존-

특장점

UACentre의효율적인프로세스를통해기업이보유한핵심역사컨텐츠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여
영구보존및활용으로컨텐츠의가치를높여드립니다.

GOVERNANCE
·기록관리국제규격(ISAD)를준용한통합적기록관리
· 자체생산, 기증, 대여등에대한 소유권및사용권에대한근거
· 사진, 동영상, 음성, 스캔이미지, 전자문서, 도면등모든 중요
기록물의 통합및체계화

활용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역사컨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있는 플랫폼입니다.
UACentre는 사진, 동영상, 음성, 스캔이미지, 전자문서, 도면 등

SPECIFICATION

중요한 역사컨텐츠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며 , 장소에

·물리적저장구조와는별개로무제한의논리적 컨텍스트배치
·다중분류체계와사용자 정의메타데이터생성지원
·영구보존 아카이브 저장소(Repository)로서의 기능

제약없이신속하게활용할수있도록 지원합니다.
UACentre는 국제적 활용을 고려한 기록관리 국제규격(ISAD)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개방형 최신 표준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이며,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위변조방지 및 무결성

이미지데이터

동영상데이터

역사컨텐츠관리플랫폼

검증 기능을 적용한 역사컨텐츠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록관리 업무

SYSTEM
·웹사이트,내부시스템과연계를위한웹서비스제공
·오픈소스개방형최신 표준기술을활용한순수웹기반플랫폼
·RFID 기반모바일서고관리지원

의편의성및 기록문화유산활용의극대화를지원합니다.

음성데이터

사진데이터

전자문서

박물데이터

전자결제문서

도면데이터

기대효과
●

중요역사컨텐츠의체계적이고영구적인기록유지

●

장소의제약이없는역사컨텐츠의활용

●

중요역사컨텐츠의 멸실과훼손방지

●

보유역사컨텐츠자산의증대(약100%~200%)

●

기록관리국제규격(ISAD)를준용한표준기록관리

●

정통성과역사성을강조한역사컨텐츠의홍보

●

전자기록의안전한보존을위한 위변조방지 및 무결성유지

●

다양한시스템에서활용할수있는오픈웹서비스제공

●

분산되어보관중인사진, 동영상,음성, 스캔이미지,전자문서,
도면등중요한역사컨텐츠통합관리

●

●

철저한역사컨텐츠및사용자권한관리로보안의강화

주요기능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화 컨텐츠의 메타정보를 고속
등록할수있는도구제공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분류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논리적컬렉션생성

정리

수집/생산

수집/등록
기증, 구매, 위탁 등의 방법으로 역사
컨텐츠를 입수하여 기관의 중요 사료
로 획득하고 등록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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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태별
② 유형분류별
③ 공개구분별
④ 전자여부별
⑤ 상태별
⑥ 서고별
⑦ 획득방법별
⑧ 원본소장처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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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ful Interaction을 지원하여 실시
간으로 변경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① 형태별 등록건수 차트
② 원본 소장처별 차트
③ 스토리지 사용 차트
④ 최근등록기록물
⑤ 인기검색어 순위
⑥ 열람 순위
⑦ 인기 기록물 조회 순위



RFID기반의모바일서고관리지원



전자문서,이미지,동영상을지원하는통합뷰어제공



이미지섬네일자동생성및영상스트리밍기능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API 연계를
통한기록물등록기능제공

대쉬보드 기능
2

역사컨텐츠의 장기보관 및 영구 보존을 위한 단위
아카이브생성

① 통합검색
② 상세검색
③ 분류검색

1

포털, 내부 업무시스템 등과 간편하게 연계할 수 있는
웹서비스오픈API제공

일반 사용자를 위하여 제목, 내용,
주제어를 키워드로 한 손쉬운 통합
검색을 지원합니다. 전문가를 위하
여 계층, 유형, 주제, 출처, 시기 등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디렉토리
검색을 지원

① 수집계획서 관리
② 리드파일 관리
③ 케이스파일 관리
④ 수집대상자 관리
⑤ 기증확인서 관리

다양한 주제와 차원으로 컨텐츠 정보
의 시각화를 지원

보존

검색

통계 기능

www.jcone.co.kr

소유권과사용권근거자료생성

역사컨텐츠 관리 프로세스

역사컨텐츠의 관리프로세스를정립하여체계적이고전문
적인기록물의등록, 보존, 검색활용이가능

생산, 기증, 구매, 위탁 등 다양한 수집경로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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