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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12

56만7천 79만5천(명)

505(기관)

622(기관)

93만(건)

39만9천(건)

6만2천(건)

143

81

14(종)

425

상호대차 70 109 243 316 526 558

국내

해외

참여기관 36 93 114 132 142 147

DB 종 수 7 52 54 63 68 76

해외DB 국가라이선스 4 5 7 11 12 12(종)

해외DB

공동구매

65만

21만

4만7천

46만

366

46만

9만4천

3만6천

28만

306

13만

8만

1만7천

19만4천

204

-

2만4천

5천

2004

RISS 가입자` 10만2천 61만3천

443

학술지논문 75만

- 25만6천
학위

논문
- 5만2천

종합목록 154

-

원문DB

(기준 : 2005. 12월)RISS 주요 서비스 현황

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733만 목록 통합 구축

기타 해외 참조 목록

미국 의회도서관 자료 : 941만 건

일본 국립 정보학 연구소(NII) 자료 :  7,700 만 건

서비스 이용 현황 : 월 평균 60만건 검색

(자료추가는 월평균 4.2만건)

종 합 목 록

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대학
도서관
76%

전문/특수
도서관
24%

(단위 : 개)
기관 이용자 현황 : 505개 회원도서관 공동 활용

연도별 증가 현황

가입 기관 관종별 분포

구 분 참여도서관수(개)

대학도서관 385

전문/특수도서관 120

계 505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426 460
참 여
도서관수

148 154 204 306 366 505

2002 2005

종 합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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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기관 이용자 현황

연도별 증가 현황

가입 기관 관종별 분포

구 분 참여도서관수(개)

대학도서관 353

전문/특수도서관 89

계 442

구 분 1999 2000 2001 2003 2004

359 392
참 여
도서관수

29 108 243 316 442

2002 2005

상 호 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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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대 차

해외 상호대차 현황

해외원문신청 서비스(호주 Infotrieve사 제공) : 3,579건

일본 NII 원문신청 (일본 88개 국립대학도서관, 한국 226개

대학도서관 참여) : 1,423건

중국 CALIS 원문신청 서비스 : 2006-7년 추진 예정

상호대차 이용 현황

원문복사서비스 : 6,184 건 신청/월, 전년 대비 약 1.4% 증가

대출 서비스 : 83건 신청/월, 전년대비 약 1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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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회지 수록 논문(Articles)

KERIS 및 민간업체가 보유하는 국내 주요 학회 및 연구소

발행 학술지 원문의 통합 서비스

4,200여종 국내 학술지 및 수록 논문 93만 건에 대한 학술

지 정보와 원문 서비스를 제공

국내 총 학술지 중 약 74%,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중

약 47%의 학술지가 RISS에서 서비스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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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회지 수록 논문(Articles)

국내학회지 수록논문 서비스 현황

RISS 보유량
총 생산량

자체구축 민간연계 소계

국내학술지 5,800종 2,797종 1,488종 4,285종 73,88%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1,311종 147종 470종 617종 47.06%

학술논문 - 384,529건 544,265건 928,794건 -

RISS
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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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논 문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국내외 석·박사학위논문의 원문 제공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은 대학 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는 자

료에 대해 RISS에서 원문 파일을 구축하거나 URL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국내인의 해외취득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료 정보 및 원문은 RISS에서 구축하여 서비스

DDOD, PQDT 등을 통한 해외박사학위논문 서비스

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학 위 논 문

학위논문 서비스 현황

종 류 내 용 수 량

국내대학 학위논문
국내 144개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학 석박사 학위 논문

38만건

국내인의 해외취득

박사 학위논문
학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구축 2만건

해외대학 박사 학위논문

(DDOD)
해외 유명대학 박사 논문 6만건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논문

(PQDT)
북미 및 유럽 주요대학 논문 180만건

합 계 22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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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llection

40개 대학에 보급 완료

2003년 4개, 2004년 16개, 2005년 20개 대학, 총 40개 대학 보급

2005년 생산 학위논문 20,871편, 학술논문 372편 수집

총 319,960건 dCollection 탑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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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라이선스로 구독

외국학술정보의 절대적 부족 및 정보격차 해소를 14종의 DB를 국가

라이선스로 획득하여 전국의 연구자에게 제공

지방 대학의 40%가 해외 DB 1종도 구독하지 못하고 있음

공동구매 추진

예산 부족으로 충당치 못하는 DB는 구독을 희망하는 대학을 대표

하여 공동구매 추진함으로써 Buying Power를 형성함

2005년 현황 : 81종 143개 대학 참여

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해외 학술DB



국가 라이선스의 효과

국 가
라이선스
비참여대학
310개대학

(84%)

국 가
라이선스
참여대학
57개대학

(16%)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공동구매
참여대학
143대학
(39%)

공동구매
비참여대학

224대학
(61%

전국 대학 이용 가능공동구매 참여대학만 이용

해외전자정보 국가 라이선스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웹DB
전자
저널

eBook

해외 학술정보 사이트

웹DB
전자
저널

eBook

해외 학술정보 사이트

서비스이용불가

국가 라이선스
참여대학

전국 대학

…
KERIS

KERIS

공동구매
참여대학

기획,운영,협상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가능

서비스이용

공동구매
비참여대학

비참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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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

제공대상 제 공 내 용

PQDT 전 주제분야 해외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 초록 180만건 제공

LION 영문학 분야 원문정보 제공

Sage Education 교육학분야 원문정보 제공

DDOD 전 주제분야 북미 상위권대학의 최신 박사학위논문 원문 6만 여 편 제공

netLibrary eBook 전 주제분야 전공서적 및 참고자료(Reference)  전자책 원문 무료 제공

OCLC FirstSearch OCLC Worldcat 외 11종 DB의 서지 ·초록 정보 제공

Safari Tech

Online eBook
공학 기술, IT분야 전문 해외 전자책 원문 제공

순수연구용 DB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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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공 내 용

PML 의학분야 425종의 전자저널 제공

Westlaw 법학분야의 전자저널 800여 종의 원문 제공

OED
사전, 영어영문학, 문학, 정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천사 등을

수렴한 영어의 종합 데이터 베이스

ACM Digital
Library

컴퓨터·전자공학 분야 전자저널 및 Proceedings 등 300여 종의 원문제공

LC CDS & OCLC 
Cataloging

목록작성을 위한 해외 유틸리티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

순수연구용 DB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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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리스트 제 공 내 용

Scopus
전 세계 최대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 인용 색인 정보

(14,000 여종 해외 학술지 수록)

저널의 인용정보 및 과학기술, 사회과학 분야 누적 논문 수 및 인용횟수

를 통한 비교 평가 정보(Impact Factor 등) 제공
JCR Web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

연구평가용 DB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Scopus, JCR 도입 시

소요 예산
5억 5.1억 5.2억 5.3억 5.4억

※ SCI 는 현재 구독 협의 중

소요 예산

※ 향후 평가용DB 확대 필요 시 추가 예산 반영 필요 (SCI, SSCI, NCR 및 NSI 등)

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KERIS 제공 국가 라이선스 해외전자정보(4)

해외전자정보 국가라이선스 예산절감 효과 : 총 2조 9천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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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정책정보통합서비스(KERIC)

KERIC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현황

(http://www.keric.net)

구분 보고서 원문제공 건수

교육인적자원부 5,579건

한국교육개발원 3,404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18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78건

합계 13,393건

한국개발연구원 1,906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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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술정보 DB별 비교 평가

대학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의 계획서 및 강의록 메타데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 국가의학전자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운영 모델 수립 방안 연구

국가지식정보 유통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모형 및 표준 업무 모델 개발 연구

국제기구 현황 조사‧분석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 해외전자정보 구독 현황 및 수요 조사 보고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해외 학술정보 습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관한 연구

오픈 엑세스 환경에서의 학술연구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관리 방안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도서
관 비교분석)

2005년 대학도서관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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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목 록

종합목록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교 연세대학교, 부위원장교 중앙대학교 등 20개 대학으

로 구성 (사서 커뮤니티 등 참조)

운영 규칙 제정, 분과위원회 구성 등 (사서 커뮤니티 등 참조)

서지레코드 품질기준 개발 및 적용

운영위원교 중 18개 대학으로 구성된 품질분과위원회 구성

품질분과위원회를 통한 서지레코드 품질기준 확정 및 적용

품질 기준에 따라 회원등급 연차적 조정 (3년 주기 예정)

2006년 사업 주요 변화 내용



상 호 대 차

교수 해외논문 구매 지원 서비스

2006년 시범서비스 제공 중

교수 5만3천명 메일 공지(5월22일), 6월2일 기준 1,000명 등록

상호대차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교 서울대학교, 부위원장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20개

대학으로 구성 (사서 커뮤니티 등 참조)

해외 상호대차 연계 활성화

일본 NII와 상호대차시스템 연계를 통한 소요일수 단축 및 회원

기관 확대

중국 CALIS와 상호대차 연계를 위한 협의 예정(8월)

2006년 사업 주요 변화 내용



dCollection

호스팅시스템 개발

별도의 시스템 없이 dCollection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별 대학에 보급된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 제공

2006년 10개 대학 시범 보급 후 2009년까지 보급 완료

2006년 총 62개 대학 보급

비동의 학위논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

이용 비동의 논문에 대한 대학도서관 간 전송을 위한 비용 정산

시스템 개발

2006년 사업 주요 변화 내용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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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웃소싱의 함의와 유형

￭ 아웃소싱의 함의

√ 어 의 : out(외부) + sourcing(자원화, 자원활용)의
합성어 insourcing vs. co-sourcing

√ 정 의 : 부차적인 업무의 처리기능을 외부 업체에 의존
하는 대신에 내부의 가용자원을 핵심기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영전략

√ 관련어 : 외주, 용역, 하청, 외부화(externalization), 
위탁(contracting out), 민영화
(privatization)

√ 개념의 폭 : 외주 < 위탁(공단, 민간) < 지정관리자 제도
< 민영화



<그림 1> ‘소유’와 ‘운영’으로 본 도서관 아웃소싱(민영화)의 추세



￭ 아웃소싱의 유형

√ 전면적 아웃소싱(total outsourcing) 
: 도서관의 특정 업무나 기능을 일괄해서 단일 업체에 외주하는 것.  
예: 정보 시스템의 구축(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네트웍 관리 등)을 특정 업체에 일임하는 형태

√ 선택적 아웃소싱(selective outsourcing) 
: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업무나 기능을 다수의 전문업체에 분할․
외주하는 형태. 예 : 외국자료의 구입업무에서 단행본은 국내 서점,
학술지는 국내의 중개상, 학위논문은 외국의 대행사에 각각 외주
하는 방식

√ 전환적 아웃소싱(transformational outsourcing) 
: 어떤 업무를 전면적 또는 선택적으로 아웃소싱하되, 그 계약이
종료되면 내부관리로 전환하는 형태. 예 :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홈페이지의 제작 등

√ 한시적 아웃소싱(temporary outsourcing) 
: 아웃소싱의 통상적 계약기간인 1～2년보다 더 짧은 경우



2. 아웃소싱 적용의 역사적
스펙트럼

<그림 2> 대학도서관 아웃소싱의 역사와 발전



참고 1.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참고 2. 도서관 경영개혁의 거시적 스펙트럼



3. 아웃소싱 대상업무와 적용현황
(미․일․한국)

<그림 3> 미국 연구(비연구)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



<그림 4> 일본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

(사례 : 국립 80개, 공립 69개, 사립 4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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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학도서관의 전면위탁 사례

✔ 紀伊国屋書店 : 江戸川 大学図書館 業務의 전면 위탁(2004. 7)
✔ 대출 등의 카운터 업무, 약 20만권의 서적관리, 목록작성 등



※ 일본의 指定管理者制度 이해

￭ 개념 : ｢지방자치법｣ 개정(2003년 6월 13일 공포, 동년 9월 2일 시행)

으로 공적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공공적 단체에 한정한 ‘관리위탁제

도’에서 민간 사업자(주식회사, NPO 등)를 포함하는 ‘지정관리자제

도’로의 변경

￭ 배경 : 규제완화, 민간참여(시장확대), 행정의 슬림화

￭ 경과조치 : 신규시설 및 직영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시점부

터 지정관리자제도 적용해야 함(의무규정), 단 제도 시행일 전에 관리

위탁제도를 실시한 공적 기관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

(2006년 9월 1일)까지 지정관리자제도로 전환해야 함.



※ 도서관 指定管理者制度의 전모



<그림 5> 국내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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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서˙정리업무 아웃소싱의 개념도

4. 수서정리업무의 아웃소싱
과 인식도



<표 1> 대학도서관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견해와 적용범위

<표 2> 대학도서관 정리업무 아웃소싱의 명분(이유, 동기)

구 분 응답항목 비 율(%)

절대 필요 9.2

부분적으로 필요 58.8

무관심 14.3

불필요 17.7

적용 중 21.0

고려 중 5.0

부분 계획 중 26.1

고려하지 않음 47.9

수서-정리 8.0

정리(장비업무 제외) 72.0

정리(장비업무 포함) 14.0

기타 6.0

아웃소싱의 적용 범위

아웃소싱 적용 현황

아웃소싱에 대한 입장

-4.0관리자의 권유나 지시

13.9-단순 반복업무 회피

14.8-사서중심 업무에의 집중

10.518.6미정리도서 처리

6.325.3구입자료 증가

39.446.6인력 부족(+인건비 절감)

비고 : 일본(N=239)한국(N=238)이유(동기)



<표 3> 아웃소싱 후의 정리부서 인력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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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문제점(불만)

구 분 응답비율(%) 이유

불 변 60.0%
자료 구입량 증가 53.3%, MARC 데이터 품질관리 16.7%, 사서역할 기
대 6.7%, 기타 23.3%

1명 18% -

2명 10% -

3명

이상
2% -

향후 감소 예상 10% -

감 소



<그림 8> 정리업무 아웃소싱 미적용 이유

현재 정리인력으로

충분함

28.7%

MARC 제공업체에

대한 관리자/직원의

인식 부족

9.1%

MARC 데이터 준비

를

직원의 전문성으로

인식

25.0%

아웃소싱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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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



5. 아웃소싱의 기대효과와 후광
효과<표 4> 대학도서관 아웃소싱의 기대효과와 후광효과

명분과 잇점
(expectation effect)

우려와 약점
(boomerang effect)

부작용과 그림자
(halo effect)

• 인력부족의 대안

• 외부의 노하우 및

전문기술 활용

• 자료수집 및 정리속도의

향상

• 정리비용(인건비 등)의

절감에 따른 예산부담

완화

• 단순반복 업무의

최소화와 정리부담 축소

• 인력 재배치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 교육 연구지원을 위한

서비스전략의 개발과

제공기능의 제고

• DB 품질 저하와 불만 비등

• 외주업체 평가와 검증의 부재, 부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피해의 상존

• 인사이동 범위의 확대로 인한 인력 및

조직의 불안정성

• 내적 처리역량과 기술력의 약화

• 내부 정보의 보안유지 어려움

• 외주 업체에 종속될 개연성과 통제력의

상실

• 조직문화의 이질성에 따른 비효율성과

갈등야기

• 경영자(관장)의 파워 증가, 직원조합의

약화, 인력체계의 이중구조화

• 법적 책무성과 충실성의 이동 : 

도서관 → 위탁자

• 지식정보에 대한 해득력과

통제력 상실

• 자료와 이용자의 매칭포인트

축소 내지 중개기능의 약화

• 조직의 평면화, 상위직

승진계단 및 중간관리직의

소멸

• 사서직의 배타적 전문성의

약화

• 도서관(사서) 니치(Niche)의

축소

• 사서직 정체성 훼손과 요동

• 무차별적 경제논리 대입



6. 아웃소싱의 수용자세와 전략
적 접근

￭ 아웃소싱 대상업무의 신중한 결정

√ Insourcing : 비교 우위의 원천이 되는 핵심업무나 프로세스. 
예 : 경영관리, 장서개발, 분류업무, DB 구축, 정보봉사

√ Co-sourcing : 구입(독)대행, 자료납품, 편목업무, 소급변환, 
시스템․네트웍 관리, 홈페이지 관리, 웹호스팅, 
상호대차(문헌복사) 등

√ Outsourcing : 단순반복형, 비전문적 업무
예 : 제본업무, 대량탈산, 관내외 경비, 관내청소, 

시설관리 등

※ 아웃소싱에 대한 시각 : ‘중도(middle-ground)의 객관적 입장’이
바람직함



<그림 9> 대학도서관 업무처리 과정과 아웃소싱 영역



￭ 아웃소싱 수용시의 확인사항

√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 아웃소싱 업체의 수행능력과 효율성, 처리속도, 서비스 내용

√ 아웃소싱 업체의 manpower, 전문능력 보유 정도, 인력교육 체제

√ 다른 도서관의 계약조건, 실적과 평가, 비용부담 체계

√ 정기적인 납품, 보고 및 내용

√ 도서관 업무 및 이용데이터의 기밀유지 대책

√ 내부 인력의 사기 및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 핵심역량의 강화 전략

√ 사서직의 본질적 역할과 입장(자료-이용자의 중개기능)의 중시

√ 사서직은 자료(아날로그+디지털)와 이용자를 최대한 접촉․이해하는

스펙트럼 내에 상존시켜 서지정보, 주제지식, 커뮤니케이션, 

정보해득력 등을 제고시켜야 함

√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은 주제전문성을 구비하여 핵심역량

(장서개발, 정보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집중화



<그림 10>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수용과 핵심역량 강화 전략



<그림 11>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수용과 핵심역량 강화 전략



￭ 무엇이 사서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가

￭ 아웃소싱(특히 정리업무)은 전문성 강화전략인가

￭ 사서직 업무 중 아웃소싱 적용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 대학도서관의 사서직, 고품질의 장서개발과 정보봉사의

주역인가

7. 아웃소싱 경영전략의 화두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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