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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연구는해외공동보존서고의자료이관지침과자료제공지침을분석하여향후국내공동보존서고운영에참고할수

. 있는실질적인데이터를제공하기위해실시되었다 이를위해해외대학도서관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공동보존서고

7 . , , 개관의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이관지침은 이관자료의 유형과 수량 자료유형별 이관기준 자료의

, , /소유권처리 자료의폐기등을중심으로 자료제공지침은보존서고관내이용과자료대출전송서비스등관외서비스등을

. .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연구의결과는향후국내공동보존서고운영지침수립에기초데이터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 , , , , , 키워드 공동보존서고 대학도서관 자료보존 보존서고 자료이관 자원공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aterials deposit policies and service policies of overseas 

collaborative repositories and provide practical data that can be referr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analyzed websites of 7 collaborative 

repositories and related data. Materials deposit policies were focused on duplicate materials, criteria 

of materials to be accepted, ownership and withdrawal and service policies were focused on on-site 

services and off-site services including circulation and document delivery service(electronic copy and 

photocop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actic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collaborative repository in Korea.

Keywords: Collaborative repositories, Academic libraries, Collection preservation, Materials deposit, Shared

depositories, Resource sharing

* (eykang@silla.ac.kr)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2018 8 17 : 2018 8 27 : 2018 9 4∙논문접수 년 월 일 ∙최초심사 년 월 일 ∙게재확정 년 월 일

49(3), 193-217,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9.193]∙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  ( 49 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194 -

서론. Ⅰ

연구배경과 목적1. 

최근 국내 도서관계는 자료수장공간의 부족 문제와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문제를 해결하기

.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보존서고 구축과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자료보존문제는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보다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보존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

, 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도서관법｣ 개정과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을 기반으로 보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 그간 이루어진 논의와 연구를 통해 공동보존서고 건립

, 의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 역시 입증되었으며 이제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을

.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

, 공동보존서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존서고환경과 시

, , , , , 설 수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이관지침 자료이용과 서비스 운영비용충당

. 등 운영방안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어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기 위해

서는 우수한 보존환경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서고환경과 시설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들

. , 여다 본 연구도 실시되었다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즉 기본시설 구축과 유

.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공동보존서고는 참여도서관의 저이

, 용자료나 귀중자료 등을 이관받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공서비스도 실시한다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보관과 보존이 핵심 기

. 능이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제공기능 역시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서고운

, 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후 단계에서는 참여도서관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이관받아야 하며

. 해당 자료를 참여도서관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공동보

존서고 역시 여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여도서관이 이관

. , , 하고자 하는 모든 자료를 이관받을 수는 없다 이관받는 자료의 유형 수량 물리적 상태 등에

,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며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기준이나 지

. 침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도서관이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1) ( 2018.04.25), ( 2018.04.26), 현재 신축 지역대표도서관 중 충남도서관 개관 울산도서관 개관 경남대표도서관

( 2018.02.13) 3 , , , 개관 등 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설치하였으며 건립 중인 부산도서관 대구대표도서관 세종시

3 . 3립도서관 등 개관 역시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운영 중인 지역대표도서관 개관 모두 모빌랙

, 구비는 완료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정책 수립이나 자료이관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운영단계

. , 9 11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다만 경남대표도서관의 경우 월 참여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

. , 월 자료이관을 실시하는 등 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보존서고 운영규정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이관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연구  3

- 195 -

수행하기 위해 자료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출・

, 열람 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보존서고에서도 자료수집을 위한 자료이관지침

. 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행되었다 일반도서관 차원

, 의 자료수집이나 제공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공동보존서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공동보존서고 중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공동보존서고를 대

, 상으로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수

.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2. 

현재 해외 공동보존서고는 관종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관종에 상관없이 지역을 중심으

. 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그 유형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중심의

CARM(CAVAL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 Centre, FCLRC(Five 공동보존서고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 , FCLD), FLARE(The FLorida Academic 구

REpository), ORDS(Ohio Academic Library Depository System ; Ohio Regional 

Depository System), PASCAL(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RLF(Regional Library Facilities(University of California),2) 

WRLC(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SCF(Shared Collections Facility) 

7 ( ) ( ) . 등 개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이관 지침과 자료제공 서비스 지침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경우

서고운영지침이나 정책을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차적으로 해

. 당 공동보존서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중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였다 분

, , 석 결과 정보가 부족한 내용은 공동보존서고 관련 연구 회의자료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추

. 가한 다음 관련 사항을 기술하였다

선행연구3. 

, 해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관종별 지역별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고운영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

. 고 있다 이에 최근 연구는 보존서고 운영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보다는 그간의 운영을

(library high density storage)통해 축적된 경험에 기반하여 고밀집서고 의 현재와 미래를

. 진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NRLF(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California State Library .예외적으로 의 경우 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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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kowski(2016)대표적으로 는 고밀집서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RL(Th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과

, 회원도서관 중 고밀집서고 운영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밀집서고가 다양

. 한 측면에서 도서관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밀집서고가 도서관 간의 협동

, , 장서개발을 촉진하고 단위도서관 서고공간의 과밀집 문제를 해소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더 나아가서는 종이자료의 미래를 재고하는 계기를

.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보존서고가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 운영계획 역시 지

. 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모든 저이용자료를 보존서고 내에

, 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디지털화하는 추세이며 필요에 따

. , 라서는 자료의 폐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보

, , 존서고 수장장서 평가가 자료의 출판년도 대출현황 희귀성 등에 근거하여 디지털화에 적합

, 한 자료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자료의 디지털화를 결정하고 자료의 디지털 대

. 체물이 만들어지면 해당 자료는 폐기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의 디지털화 문제와 함께 해외 공동보존서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 , 수장자료의 복본 처리 문제이다 특히 대학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장서의 복본 제거에

는 정치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 그리고 복본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 Laskowski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는 대학도서관이 장서개발의 미래를 논의함에 있어 공동보

존서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 , 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보존서고의 경우 자료의 복본제거나 추가 보존서고의 건립

, 등으로 향후 수년간 시설의 수명은 연장 가능하지만 서고시설의 성격을 재설정하여 단기간

.의 유용성 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역할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도서관은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도서관 내 공

, 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해결책의 핵심이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 Genoni(2013)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는 공동보존서고 운영과정과 그 효과

1980 2013등을 살펴보기 위해 년부터 년까지 생산된 공동보존서고 운영 관련 연구를 분석하

. , 였다 분석 결과 기존 인쇄자료 중심의 공동보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인쇄자료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이 비용절감효과를 가져

, 온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량 디지털화 등 저비용 기반의 디지털보존 가능성이 확대되고

고품질의 디지털 자료전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쇄본 저장소에 대한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

.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보존과 전송기술의 발달이 인쇄본 저장소 운영과 유지에 대한 인

. 식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외의 경우 공동보존서고 운영 경

험을 통해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동

. 보존서고 건립과 운영의 출발지점에 서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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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행된 공동보존서고 관련 연구는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한 연구 윤희윤

2014), ( , , 2007 ; , , 운영모형과 방안을 논의한 연구 윤정옥 심경 곽동철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 2014 ; , 2017), 윤희윤 강은영 장덕현 공동보존서고운영에참여할단위도서관의자료수

( , 2018), 장현황을분석한연구 강은영 장덕현 자료보존을위한서고환경과시설에초점을두어

( , 2013) . 논의한연구 조용완 노지현 등으로정리할수있다 국내의경우공동보존서고운영초기

, , , 단계에머물러있기때문에서고환경과시설 수장자료의성격과규모 자료의소유권 자료이관

, , 지침 자료이용과서비스 운영비용등운영방안을종합적으로논의한경우가연구의주를이루고

. 있음을알수있다 이외서고운영을위한보존환경과시설요소에관한연구등도수행된바있으

, .  나 구체적인 자료이관기준이나 자료제공방법 등을 조사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선행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해외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의 현황. Ⅱ

1. CARM Centre3)

CARM(CAVAL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 Centre( , CARM)이하 는 호주

Victoria , New South Wales , Tasmania 10주 주 주 소재 개 대학도서관4)이 공동으로 참여하

CAVAL La Trobe University . 고 있는 비영리조직 이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로 에 소재한다

CARM1 1996 , 850,000 ( ) 은 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장자료는 책 건 가량으로 서고공

85% . CARM1 (shared collection) , 간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원공유 ’를 지향한다면

2010 CARM2 (shared facility) . CARM1년부터운영되고있는 는 ‘시설공유 ’를지향한다 이에

의 경우 참여도서관이 이관자료의 처리비용과 연간 유지비용을 일시불로 단 한차례 지불하

,며 5) CARM . CARM2자료의 소유권은 으로 이전한다 그러나 에서는 도서관 별로 공간을 할

, 당받아 자료를 보존하기 때문에 자료의 소유권도 참여도서관이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운

. CARM2 CAVAL 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에서는 운영경비 책정 방식에서 회원도서관은 할인된

. 비용을 적용하고 비회원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CARM CAVAL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CARM) Centre Homepage CARM 이하 관련 내용은 와

Centre 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September 2017) .등을 참고하였다

4)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Deakin University, Federation University Australia, La Trobe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RMIT University,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Melbourne,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Victoria University 10 .등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5) , 10 .이 방법을 적용하면 년 이상 자료를 수장하는 도서관에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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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M1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적용한바 있는 선불 자본 출자방식도 동시에 적용하여 참여도

. , CARM2서관이 장기보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는

CARM . 2018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서고내 공간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현재

CAVAL , 회원도서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채워졌으며 비회원도서관이 사용할 수

75% . 있는 공간은 가량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존서고로 이관받는 자료의 유형은 모든 유형의

, .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로 특별히 제한하는 유형은 없다

2. FCLRC6)

FCLRC(Five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 , FCLRC) Massachusetts이하 는

FCI(Five Colleges, Incorporated)주 서부지역에서 가 운영하는 인쇄형 아카이브 레포지

, .토리로 단행본과 저널을 위한 공동보존서고이다 7) 2000 Amherst년 남부 에 소재한 벙커를

FCLD(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 리모델링하여 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으며 최근

FCLRC . 2017 7 FTE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년 월부터 참여도서관은 학생수8)를 기준으로 연간

, 7 . 운영경비를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정하였으며 이는향후 년간유효하다 수장자료의유형은

, ACS Legacy Archives, American Physical 단행본과 저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저널의 경우

Society, APA Journals, Institute of Physics, JSTOR, Project Muse 등을통해디지털화되

. 어제공되는자료의인쇄본이다 조사대상공동보존서고의대부분이보존대상자료의유형을제

, FCLRC .한하지 않거나 광범위하게 설정한 반면 는 단행본과 저널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2017 Hatfield 2,500,000 ( ) 년 에 최대 책 건 수장 가능한 규모의 신축 서고를 개관하여 운

, 5 600,000 ( )영 중이며 현재 개 캠퍼스 자료 중 책 건 을 이관하였고 향후 기존 서고 수장자료

. Smith College 의 일부를 더 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서고는 닐슨 도서관이 대규모

. 개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장서의 일부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신축 보존서

( ) 2020 . 고 내 열람서비스 관내이용 는 년 가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3. FLARE9)

 6) FCLRC Five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이하 관련 내용은 FCLRC) Homepage, Five College “

Library Annex Ribbon-Cutting Scheduled for May 26.” Five College Library Repository Collection 

Policies,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Affiliate Library Program and FeeS . 를 참고하였다

 7) Amherst College, Hampshire College, Mount Holyoke College, Smith Colleg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5 .등 개 대학이 참여한다

 8) 1,250 $1,612, 1,250 -4,500 $2,482, 4,500 $3,722 .명까지는 명 명은 명 이상은 등으로 정하고 있다

 9) FLARE 이하 관련 내용은 Florida Academic Repository(FLARE) Homepage FLARE Policies(와 Policies 

for the Statewide University System Shared Collection at the High Density Facility),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Concerning the FLorida Academic REpository(FLARE) 등을 .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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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RE(The FLorida Academic REpository)( , FLARE)이하 는 플로리다 소재 대학의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System Shared Collection) 자원공유시스템 일환으로 운

, (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 12영되는 공동보존서고로 플로리다대학 시스템 개

도서관10) University of Miami 13 . 과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2 Council of State Universities Libraries FLARE년 가 승인한 후 라는 공식명칭을 사

, 2014 . FLARE용하고 있으며 년부터 보존서고 시설을 갖추어 운영 중이다 의 운영정책수립

과 The Statewide Storage Task Force , University of 입안은 가 맡고 있으며 운영 책임은

Florida . FLARE 도서관이 맡고 있다 운영경비는 연간 평가를 통해 각 도서관마다 일정 비율

, (IPEDS; Integrated Postsecondary 로 책정되며 비용의가중치는 미국 고등교육통계시스템

Education Data System) FTE .에 기반하여 미국통계센터에 보고되는 에 따라 정해진다 11) 

2 , ILF(UF Interim Library Facility)보존업무는 개의 시설에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에서

, ALF(UF Auxiliary Library Facility)는 디지털화와 복원업무가 이루어지며 에서는 목록작

( ) . 업과 보존 수장 업무가 이루어진다 보존서고로 이관받는 자료의 유형은 단행본과 연속간행

, , , , , / , 물 등 종이기반자료 마이크로폼 지도 도면 필사본 비디오오디오자료 등이며 영화용 필름

.이나 미술작품 등은 수집에서 제외하고 있다

4. ORDS12)

ORDS(Ohio Academic Library Depository System(Ohio Regional Depository 

System))( , ORDS) Ohio Board of Regents ( )이하 는 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 보존서고 시스

, (Ohio) 5 (Central, NorthWest, NorthEast, SouthWest, 템으로 현재 오하이오 주 내 개 지역

SouthEast) OSUBD(Ohio State University Book Depository, Columbus),에서 각각 13) 

NORBD(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Perrysburg),14) NORCD(Northeastern 

10) Florida Agricultural and Mechanical University, Florida Atlantic University, Florida Gulf Coast 

University,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lorida Polytechnic University, Florida State University, 

New College of Florida,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North 

Florid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University of West Florida .등이 포함된다

11) (Lower Division undergraduate students) 1, (Upper Division 가중치는 하급 학부생 은 상급 학부생

undergraduate students) 3, (Graduate I(Masters Degree)) 5, 은 석사과정생 ’ 은 박사과정생과 교수진

(Ph.D. and Professional Program) 7 .은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12) ORDS 이하 관련 내용은 Ohio (Academic Library) Regional Depository System(ORDS) Homepage와

Northeast Ohio Regional Library Depository(Libraries and Warehouses Intersect), Uniqueness and 

Duplication in Ohio s Shared Depository System(OhioLINK Ohio's Academic Library Consortium), ’

Uniqueness and Duplication in Ohio s Shared Depository System(OhioLINK Ohio's Academic Library ’

Consortium) .  등을 참고하였다

13) Ohio State University .가 단독으로 참여한다

14)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Toledo , Bowling Green State 와 가 참여하며 운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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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Cooperative Regional Depository, Rootstown),15) SWORD(Southwest Ohio 

Regional Depository, Middletown),16) SEORD(Southeast Ohio Regional Depository, 

Athens)17) 5 ( ) . 5 ( )등 개의 공동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 개 공동 보존서고 참여도서관은

13 , 8,000,000 ( ) . NOCRD 1992 , SWORD총 개관이며 총 책 건 가량 수장가능하다 는 년 와

SEORD 1993 , OSUBD 1995 , NORBD 1996 .는 년 는 년 는 년부터 각각 운영되고 있다 18) 

5. PASCAL19)

PASCAL(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 PASCAL) Colorado 4이하 은 주 소재 개 대학20) 2001이 년부터 공동으로 운영

,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Anschutz Medical Campus)하는 공동보존서고로 에 소

. 1,600,000 ( ) , 재하고 있다 운영 초기 최대 자료수장량은 책 건 가량으로 설계하였으며 이후

4 . 동일한 규모의 모듈을 개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연간 운영비용과 보수비

, 용 등은 서고 내 수장자료의 비율에 따라 참여도서관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ASCAL . PASCAL에 영구보존할 자료 역시 참여도서관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운영 초기 의

2005 796,400 ( ) 22% 970,454년 예상 수장량은 책 건 이었으나 실제 그보다 가량 많은 책

( ) , 1 . 2009 PASCAL II건 으로 나타나 년 이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년 를 추가 건

3,000,000 ( ) . 립하여 현재 최대 수장 가능한 자료량은 책 건 가량으로 추산된다

6. RLF21)

University . 가 맡고 있다

15) Cleveland State University, Kent State University, Northeast Ohio Medical University, University of 

Akron, Youngstown State University , Northeast Ohio Medical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책임은

University .가 맡고 있다

16) University of Cincinnati, Wright State University, Miami University, Central State University 등이 참여

, Miami University .하고 있으며 운영책임은 가 맡고 있다

17) Ohio University .이 단독으로 참여한다  

18) 5 OSUBD SEORD 1 ,  NORBD, 개관 중 와 는 각 개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수장하므로 단일기관의 보존서고이며

NORCD, SWORD 3 . 등 개관은 공동보존서고이다

19) PASCAL 이하 관련 내용은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s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PASCAL) Homepage, PASCAL General Policies, Program Plan For an Addition to the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PASCAL), PASCAL II Program Plan 

Amendment .등을 참고하였다

20) University of Colorado Anschutz Medical Campus, Health Sciences Library, Norlin Library of CU 

Boulder, Auraria Library .등이 참여하고 있다

21) RLF 이하 관련 내용은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NRLF) Homepage,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SRLF) Homepage, Regional Library Persistence Policy, Regional Library Facility 

Depositing Guidelines, Regional Library Facilities Statement of Operating Principles, SRLF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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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F(Regional Library Facilities)( , RLF) University of California 이하 는 도서관 시스

, NRLF(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템이 운영하는 공동보존시스템으로 와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 Shared 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운영은

Library Facilities Board ,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맡고 있으며 운영경비는 를 제외한

, , . 참여도서관이 자료의 처리 수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한다

NRLF 1983 (Richmond Field Station) , 는 년부터 버클리 캠퍼스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California 북부지역 캠퍼스22) . 7,700,000의 저이용자료를 수장하고 있다 최대 수장량은 책

( ) 2017 7,100,000 ( ) . 1 150,000 ( )건 으로 년 현재 책 건 의 자료를 수장하고 있다 년 평균 책 건

, , , 75,000의 자료가 이관되며 대출 상호대차 문헌배달 등으로 서비스되는 자료는 연 평균 책

( ) . SRLF 1987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건 가량에 이른다 는 년부터

, California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지역 캠퍼스23) . 의 저이용자료를 수장하고 있다

7,000,000 ( ) 2016 6,545,422 ( ) .최대 수장량은 책 건 으로 년 현재 책 건 을 수장하고 있다

7. WRLC SCF24) 

WRLC(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SCF(Shared Collections Facility)

( , WRLC SCF) Washington D.C. 9이하 는 지역 대학도서관 협력체의 공동보존서고로 현재

개 대학25) . 1994 , 2010 2 , 2015의 자료를 수장하고 있다 년 첫 번째 모듈이 년 번째 모듈이 년

3 , 2017 2,700,000 ( ) 66,000번째 모듈이 완성되었으며 년 기준으로 책 건 의 인쇄자료와 개의

. 아카이브 박스가 수장되어 있다 인쇄자료의 물리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디지털컬렉션 구축

2001 2010 DCPC(Digital Collection Production Center)을 위해 년부터 년까지 를 운영하

. , , , , , 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필사본 사진 타자기로 작성한 아카이브 문서 슬라이드 잡지 뉴

, ALADIN . 10스레터 등을 디지털화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년간 가량

2012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진 해당 프로젝트는 년부터 분산형체제로 변경되어 회원도서관

. , WRLC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 회원도서관 차원의 디지털화작업을 위해

for Physical Preparation and Deposit of Stacks Items 등을 .참고하였다

22) UC Berkeley, UC Davis, UC Merced, UC San Francisco, UC Santa Cruz campuses, California State 

Library 6 . 등 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23) UC San Diego, UC Riverside, UC Irvine, UC Santa Barbara, UCLA(Los Angeles) 5등 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24) WRLC SCF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WRLC) 이하 관련 내용은 Shared Collections 

Facility(SCF) Homepage,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PAN Report(January 2017), 

WRLC Shared Copy Policy .  등을 참고하였다  

25) American Univers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George Mason 

Universit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Howard University, 

Marymount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9 .등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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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Digital Practices Committee) , , 가 디지털화 정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디지털포맷 표준

. 메타데이터 그리고 디지털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지침 . Ⅲ

자료이관지침1. 

가 이관자료유형과 수량. 

(1) 이관자료의 유형

,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수집 자료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동보존서고는 자료수납시

. 설의 구비 상황이나 재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제한을 두는 편이다 조사대상

RLF공동보존서고 중 는 이관자료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기관

. FLARE , , , , , 의 경우 부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의 경우 단행본 연속간행물 지도 도면 필사

, , / , 본 마이크로 폼 비디오오디오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대상으로 하지만 영화용

. CARM , 필름이나 미술작품 등은 제외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의 경우 서고로 이관되는 자료를

5별도로 제작한 수납상자에 개의 크기로 나누어 수장하기 때문에 수납상자에 수용이 불가능

. FLARE CARM한 크기의 자료는 제한하고 있다 나 과는 달리 자료의 유형을 단행본이나 연

1-2 . FCLRC속간행물 등 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보

.존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른 유형의 자료는 이관 받지 않는다

 

(2) 이관자료의 수량

1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 중 다수가 참여도서관 자료의 마지막 부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

. 1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초기에는 부 정책을 취하지 않은 기관도 운영과정에서

.복본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 

FLARE 1 1 (single one copy) 대표적으로 는 자료유형에 상관없이 종 부 정책을 적용하고 있

, CARM 으므로 참여도서관에서는 이관 전에 반드시 종합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역시 물리적

26) Payne (storage) (depository) (repository) 2은 협력기반 보관 시설을 ‘보관소 ’와 ‘저장소 ’ 등 개의 유형으로 구

. 분하고 최근 공동보존서고의 성격이 저장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관소’는 참여도서관이 자료의 소유

, 1 (last copy repository)권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분담 혹은 협력 시설이며 ‘저장소’는 ‘마지막 부 저장소 – ’로

. Payne지역 내에서 운영하며 자료의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여 유지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에 따르면

‘저장소’는 자료의 소유권이 1 ( ) (이전되어 책 점 을 보존하기 때문에 복본제거 를 de-duplication) 할 수 있다는

. 2특징을 가진다 이에 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자료의 소유권 처리와 보존수량이라고 할 수 있

. , FLARE, FCLRC, PASCAL, CARM , RLF, 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조사대상 보존서고 중 등은 ‘저장소’

WRLC SCF, ORDS (등은 ‘보관소’의 성격을 가진다 Payne, Lizan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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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ngle good quality item copy) . , 으로 상태가 양호한 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1 . PASCAL 1자료에 대해 부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 경우 부 정책을 원칙으로

, 1 1하지는 않지만 복본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 기간호는 종 부 원칙을

. RLF , University of California 적용한다 역시 복본을 수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버클리도서관 장서관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복본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WRLC SCF , 는 서고 공간을 확장하더라도 수장용량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하에 남은 공간을

2008 2 , 1 ( )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년부터 단행본은 책 연속간행물과 비도서자료 부 점 보

(WRLC Shared Copy Policy) . , , , 존정책 을 수립하였다 다만 복본점검 선정 이동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미 수장된 자료에 대한 복본체크작업과 제거작업은 실시하지 않기로

.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정책 수립 이후 기준 복본수를 초과하는 자료는 재활용하기

, 182,537 . CRL 로 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건의 연속간행물이 재활용되었다 최근에는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과 함께 두 기관 저널 타이틀의 중복사항을 점검하고 있

. ORDS 2016다 역시 년부터 지역 내 공동보존서고 자료 중 단행본의 복본비율과 폐기대상자

, 5료의 수량을 조사하였고 개 공동보존서고 중 일부는 연속간행물을 대상으로 복본폐기작업

. 을 실시하고 있다

나 자료유형별 이관지침. 

(1) 도서자료

, 1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의 경우 대부분 자료의 상태가 우수한 마지막 부 저장소로 운영하

. FLARE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서관에서는 자료이관 전 물리적인 완전함을 확인해야 한다 는

종이자료의 경우 보존서고로 이관하기 전 참여도서관 차원에서 곰팡이와 해충이 없는 깨끗한

, University of 자료임을 확인하고 곰팡이와 해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보존책임을 맡고 있는

Florida Preservation Department . 의 와의 논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손

, 상된 자료가 보존서고로 이관되었을 경우 보존부서는 해당 자료에 특수코드를 부여하고 자

- , 료상태란에 ‘손상됨 새 사본 요청’으로 표시한 다음 참여도서관이 동종의 대체자료를 다시

. 보내어 자료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오염 자료가 이관되었을 경우 서고 내 다른 자료에

. RLF ,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참여도서관으로 반환한다 역시 손상이 심한 자료 가연성 혹은

, . ,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자료 곰팡이나 해충에 오염된 자료는 수용하지 않는다 특히 자료의 표

(text block)지와 본문 부분 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 표지나 페이지 낱장이 찢어져 있는 경

. 우 등을 손상된 자료로 간주한다 만약 손상되거나 취약한 자료를 이관하고자 할 경우 참여도

( ) , 서관이 보존용 상자 봉투 나 중성 팜플렛 폴더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관된

. CARM자료 중에서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참여도서관으로 반환된다 도

, , 해충이나 곰팡이에 오염되었거나 유해한 가스가 발행하는 등 다른 자료 서고 담당직원 서고

. 내 안전이나 작업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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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되는 자료는 깨끗하고 먼지가 없어야 하며 만약 먼지제거 등으로 인한 흡진작업 등의 작업

. 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자료를 이관하는 도서관에 청구된다 또한 이미 수장된 자료가

CARM이 정하고 있는 물리적 상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을

, 원칙으로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료이더라도 이관하고자 할 경우 참여도서관은 해당

. , 사항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는 물리적 상태 기준 중 한 가지

(< 1>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누락이 없는 자료로 대체하여 이관할 수 있다 표 이관자료

(CARM) ).의 물리적 상태 기준 참조

항목 내용

물리적 불완전함 , , (plates) • 페이지 사진 삽화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

(표지 제본된 자

)료

• 책등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책등의 상단이 찢겨지지 않아야 함

• 표지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
( ) • 표지가 뒤틀리지 평평하지 않은 경우 않아야 함

( )보드 책표지 와

면지

(inlay; )• 책등 안쪽 면사나 모슬린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보이지 않아야 함

( ; )• 면지 공지 책 앞뒤의 백지 는 주름지지 않아야 함

본문
, , • 페이지는 심하게 주름지지 않고 모서리가 접히지 않아야 하며 찢어지지 않아야 함

CARM• 페이지는 화학적 열화로 색상이 의 표준 테스트 카드보다 어둡지 않아야 함

표 이관자료의 물리적 상태 기준 출처< 1> (CARM)( : CARM Centre Homepage)

 

. 이처럼 이관과정에서 자료의 물리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PASCAL PASCAL , 은 참여도서관이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사본이 에 수장되어 있을 경우

2개 사본의 물리적 상태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자료를 수장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27), WRLC SCF도 기수장된 자료보다 물리적 상태가 우수한 자료가

.있을 경우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의 물리적 상태 이외 자료의 지적 내용과 관련된 이관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FCLRC (serviceable condition)는 참여도서관이 ‘서비스 가능한 상태 ’이며 ‘연구가치가 있

(intellectual/research value) , 는 ’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마지막 사본은 폐기할 수 없으며

FCLRC . (serviceable condition)이는 모두 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가능한 상태 ’는

, 곰팡이에 오염되거나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자료 즉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태를 의미하

, (intellectual/research value)며 ‘연구가치 ’는 자료의 지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자격을 갖

27) PASCAL은 최상의 상태에 있는 자료를 이관받아 보존하기 위해 참여도서관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상태를

S(support; , , , , ), B(binding; ), C(completeness; 청결 습기 곰팡이 해충 열화 등 보존상태 제본상태 낙장이나

) 1( ), 2( ), 3( ) . 결호 없이 내용면에서 완전한 상태 등으로 나누어 양호 보통 불량 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것은 동종자료에 대해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자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

, / .며 손상 훼손 정도를 표시하여 수선이나 복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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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BD 7 , 춘 사서가 판단한다 는 ‘ 년 동안 이용되지 않은 자료’ ‘학술적 가치가 있지만 오래

, LC 되거나 다른 포맷으로 대체된 자료’ ‘ 분류 항목 중 연구나 교육적 관련이나 가치가 없는

, 1900 , 자료’ ‘ 년 이전 출판된 자료’ ‘대학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의 흔하지 않은

, 언어로 된 자료’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상의 기준을 만족한 자료 중 물리적 상태가 좋은

. 사본을 보존서고로 이관하고 물리적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는 자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보존서고 이관자료 선정의 일차적인 기준은 ‘저이용’이며 구체적인 이관기준

, NORBD은 참여도서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편이지만 는 참여도서관이 적용할 수

.  있는 구체적인 이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연속간행물의 경우 누락된 이슈가 없는 완질의 상태로 이관하는 것 즉 ‘완결성’을 가장 중

. 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공동보존서고 담당자가 전체 볼륨 상태를 최종 확인하지만 일차

적으로 참여도서관이 컬렉션의 완결성과 물리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이관해야 한

. FLARE University of Florida다 의 경우 참여도서관 중 의 사본을 보존서고에 수장할 기본

. , 적인 사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컬렉션에서 특정호가 누락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 University of 경우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컬렉션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Florida Florida State University , 와 도서관을 통해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이 되지 않을

. 경우 다른 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컬렉션의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

PASCAL NORBD , 과 의 경우 기록물도 이관받는데 이관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지만

. , NORBD목록작성과 검색이 용이하도록 박스 단위로 관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령

의 경우 이관과 관련한 모든 처리는 참여도서관에 그 책임을 맡기고 있으며 표준박스

(15"*12"*10") .   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도서자료

FCLRC . 조사대상 보존서고 중 를 제외한 모든 보존서고에서 비도서자료도 이관받고 있다

CARM , . 의 경우 비도서자료의 이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이다 현재 서고 내

, 해당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관 전

에 참여도서관이 자료의 연구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공간할당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

. < 2> . FLARE도록 하고 있다 자료유형별 이관기준과 전제조건은 표 와 같다 이외 는 식초신

드롬28) .이 있는 자료는 이관받지 않는다

28) (Vinegar syndrome) , 식초신드롬 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아세트

. , 산이 방출되어 식초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세테이트 필름이 열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 , ) (AIC Wiki 아세테이트 배킹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영화 및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 에서 발생한다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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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준

( , , 디지털 포맷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DAT , ), 테이프 메모리 카드 오디오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CARM , � 매니저의재량에따르며 해당자료의보존에적합한환경을확
실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반으로 이관

LP CD-ROM판과 CARM ( ) �이관가능하나 에서 이용 재생 불가

마이크로필름과 마이크로피시

, ( )�이관가능하며 이용 열람 가능
, (La Trobe �이용과정에서사본이필요할경우 사본출력은라트로브대학

University) 도서관의 시설이용

, �다량의마이크로폼을이관할경우 참여도서관이해당자료를수납할수
있는 특수 선반을 구입하여 기증해야 함

, 애퍼츄어 카드 및 기타 유형의

마이크로필름

( ) �자료이용이가능한 읽거나접근할수있는 장비를제공할수없다는조

건을 기반으로 이관

, , 지도 포스터 차트 및 교육용 키트

CARM �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관가능

�참여도서관이적절한보존장비나컨테이너를구매하여기증하는조건하

에 이관가능

, , , 필름 슬라이드 사진 인쇄물 필름스트립

및 필름

, �현재는이관불가능하나 향후해당자료를보존하기위한조건이갖추어

질 경우 이관가능

기타
CARM (trays)� 의정리함 에맞지않는비도서자료는이관도서관이특수

, 컨테이너를 구입 기증하는 조건 하에 이관가능

표 비도서자료의 이관기준 출처< 2> (CARM)( : CARM Centre Homepage)

  

다 자료의 소유권. 

. 공동보존서고 운영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관자료의 소유권 처리방안이다 최근 장

, 서평가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도서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서관

.장서량은 그 도서관을 평가하는 일차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FLARE, NORBD, CARM1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 중 은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

, PASCAL, CARM2, RLF . 는방식을 는소유권을참여도서관이유지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다

, CARM1 CARM우선 의 경우 이관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 , CARM다 만약 참여도서관이 자료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경우 에 장기대여의 형태로

CARM . 자료를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목록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장기대여

CARM , 형태로 에 이관한 자료의 동일 사본을 다른 참여도서관이 이관할 경우 장기대여 형태

로 이관한 도서관은 ① 해당자료를 회수하거나 ②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③ 해당자료의 보존

3 . FLARE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역시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FLARE , FLARE영구적으로 로 이전하며 에서 이관자료를 수령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

. FLARE에 대한 책임은 참여도서관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자료 이관 후 자관의 사본

을 폐기한 도서관은 보존서고 수장 사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 자관장서 수에 포함할 수

. , FLARE , 있다 다만 정부문서는 연방정부의 재산이므로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에 이전되며 해

. 당 자료를 폐기할 경우 그 책임은 참여도서관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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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1 FLARE PASCAL이나 와달리 은이관자료에대한소유권을참여도서관이그대로유

. PASCAL , 지한다 더불어 에수장된자료의동일사본을자관에서폐기할경우에도 해당사본의

PASCAL . 카피가 에 수장되어 있으므로 참여도서관 장서수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참여도서관

PASCAL . , 은 에이관된자료를영구적으로회수할수도있다 다만 회수는최소한의범위내에

, 5 . 서이루어져야하며 자료당 달러의회수비용이발생한다 이관된자료중연속간행물이나다

PASCAL 른 도서관에 기탁된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위원회의 승인에 부쳐야 한

. FCLRC . Amherst 다 는 참여도서관 별로 자료의 소유권을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College, Hampshire College, Mount Holyoke College Smith College및 가 이관한 자료는

FCI , FCI운영을 맡고 있는 가 소유하기 때문에 유지나 제적 역시 의 권한으로 도서관이사회의

. FCLRC . 승인을거친지침에따라야한다 또한 에이관한자료를다시자관으로가져갈수없다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이와 달리 는 이관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 , 이관자료를다시자관으로가져갈수있다 다만 반환한자료는향후대학의컬렉션에서폐기하

. FCLRC .지않아야한다 이외참여도서관모두 에이관된자료의사본을자관에소장할수있다

라 자료의 폐기. 

1 , 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 대부분이 참여도서관 자료의 마지막 부 보존을 목적으로 하므로

. 서고 내 사본이 있을 경우 물리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은 보존하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이외에

. , FLARE는별도의폐기없이보존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 의경우참여도서관이다른공동

FLARE보존프로젝트의일원으로참여하게되어 와다른공동보존서고간중복자료가발생할

FLARE . RLF 경우 그 자료는 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모든 자료는 영구적으로

, 9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를 이관한 시점으로부터 개월 동안 참여도서관이 영구보

. , 존사항을 결정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때 영구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한자료는 ‘일시

(nonpersistent) . (Secondary depositing적 ’이라는 표시를 한다 만약 이후에 다른 도서관  

library) ( )에서 동일한 자료를 영구적으로 이관할 경우 기존 자료 ‘일시적’으로 표시된 자료 는

(Original depositing library)해당 캠퍼스 로 돌려보내고 영구보존하기로 한 자료를 서고에

. , RLF . , 수장한다 더불어 에 자료를 이관한 도서관은 이관자료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RLF / , 회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에서 적용하는 자료이용대출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참

. 여도서관 차원에서 폐기할 수는 없다 회수한 자료가 더 이상 참여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RLF . 경우 다시 로 반환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지침2. 

. 가 관내 이용

. 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 대부분 서고 내 열람공간을 마련하여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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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다만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대개 시

, . 간 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실시하며 이용가능시간은 서고 운영시간과 거의 동일하다

FLARE FLARE 구체적으로 는 참여도서관이 열람을 제한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 이용을

. PASCAL 제한하고 있다 역시 희귀자료와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출과 관내 이용을 제한하고

( ) . , 해당 자료를 이관한 도서관 소유권을 가진 도서관 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은 저작권과 소유권 등의 법적인 문제와 도난 등의 이유로 연구목적이 인증된 이용자

만 .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도서자료 역시 관련시설 구비 상황에 따라 관내이용이

. CARM LP, CD-ROM, ,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의 경우 비도서자료 중 애퍼츄어 카드 일부 마

(< 2> ). 이크로폼 등의 자료는 관내 재생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표 참조

RLF / / , , VHS, CD/DVD, 역시 마이크로폼 리더프린터스캐너 복사기 등은 이용할 수 있으나

. 카세트 플레이어 등 재생장치는 갖추지 않아 해당 자료는 관내이용이 불가능하다

나 자료대출. 

(1) 참여도서관

대부분 공동보존서고의 경우 대출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자료요청 도서관에 부과하는 것을

, 원칙으로 하므로 대출기간동안 자료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각 공동보존서고 규정에

. CARM따라 자료요청 도서관이 보상하거나 대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 경우 대체자료 확

$100, $400, $100 (보 비용을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타 매체 로 규정하고 있다 총 비용 내 처

$25 ). RLF리비용이 포함 의 경우에도 대출된 자료가 자료요청 도서관에 도착한 후 자료의

, .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료요청 도서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RLF , Shared Library 손상정도가 의 보존처리업무 범위를 넘을 경우 운영을 맡고 있는

Facilities Board .와 상의하여 외부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제공대출방법을 살펴보면 이용제한정도별로 명시한 경우

, , . 와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등 자료유형별로 명시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NORBD 3이용제한정도별로 명시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는 자료대출방법을 가지로 제시하

. , ( )(Normal; Circulating;여참여도서관이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첫째 ‘일반유형 무제한유형  

Unrestricted) , , (In library use ’은 모든 이용자가 대출 가능하며 둘째 ‘도서관 내 이용유형

only) , , (Owning’은자료를요청한도서관내에서만이용가능하며 셋째 ‘소유도서관이용유형  

library use only) . ’은 보존서고와 소유권을 가진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NRF 역시

3 . , ( )(Normal;자료대출의범주를 개로나누어관리한다 첫째 ‘일반유형 무제한유형  Circulating; 

Unrestricted)) NRL , NRF ’은 과 참여도서관 모든 캠퍼스에서 대출가능하며 내 이용도 가능

. , ( )하다 복사나 스캔을 통한 전송 역시 가능하며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외부 비참여도서관

. , (Building use only)에서도 대출가능하다 둘째 ‘서고 내 이용유형 ’은 참여도서관 모든 캠퍼

, 스에서 대출은 가능하지만 외부 반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요청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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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있다 복사나 스캔을 통한 전송 역시 가능하지만 참여도서관 이외 도서관에서는 해당 서

. , (Non-circulating; Restricted)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셋째 ‘대출불가유형 ’은 특수 컬렉션

(Owning library) . 의 일부로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한 도서관 에서만 신청과 대출이 가능하다

RLF , . 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복사나 스캔을 통한 전송 역시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용제한의 정도를 달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이외 자료유형별로

.그 방법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① 단행본

. FLARE 60단행본의 대출기간은 공동보존서고 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는 기본 대출기간

30 ( ), CARM일과 연장기간 일 교수와 대학원생은 한 학기 동안 연장가능 은 기본 대출기간

28 6 , PASCAL 21 21일과 연장기간 개월 은 기본 대출기간 일과 연장기간 일 그리고 배달과

14 56 . 반납에 소요되는 일을 포함하여 연장 없이 총 일을 최대대출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 대학의 경우 강의와 연구를 위해 특정 자료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저이용

. 자료로 판단하여 보존서고로 이관한 자료 중에도 이러한 경우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FLARE (Semester long course reserve)는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강의용 지정도서 로 정하

2여 기본대출기간 한 학기와 연장기간 한 학기를 포함하여 총 학기 동안 대출가능 하도록 하

. , 고 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다음 학기에도 강의용 지정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도서

. CARM 1관이 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역시 대출자료에 대한 요구가 년 뒤에도 계속될 경우

. , 해당도서관에서 사본을 구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요청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을 경

.우 해당도서관 비용을 지불한 다음 저작권이 해결된 범위 내에서 전자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② 연속간행물

. FLARE연속간행물 역시 공동보존서고에 따라 상이한 지침이 적용된다 의 경우 제본저널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LL(Interlibrary Loan) 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

. 지털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판사를 통해 전자적인 접근이 가능한 저널이라

, FLARE도 화면해상도의 질이 학술적인 이용목적에 부합할 만큼 우수하지 않은 경우 에서

. , 칼라 스캔파일을 제공하여 우수한 상태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 형태로 전송이 불가능하거나 스캔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보존서고 담당자의 재량으로 제본

저널을 요청 도서관으로 보내어 관내이용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두고

. 2 , 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주로 정하고 있으나 간행물 전질을 강의용 자료로 장기 대출할

. CARM 수는 없다 역시 연속간행물은 기사 단위로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디지털형태로 제공

, . , 하며 대출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간행물의 모든 기사가 하나의 주제로 작성되고

2연구를 위해 해당 간행물에 수록된 기사 중 개 이상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 ,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역사나 문학 분야 기념논문집이나 회의

, . 록 연감자료 등의 경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사에 포

함된 사진이나 삽화의 중요성이 커서 복사하거나 스캔한 자료의 품질보다 높은 화질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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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로 하는 경우 혹은 년 이전에 발행된 저널 중 참고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볼륨 전체를

. 브라우징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간행물의 대출은 자료요청 도서관이 관내에서

, 담당직원의 관리 하에 자료접근과 이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한되며 자료의 손상이나 손

. 5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도서관이 수선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연장없이 일로 정

. FCLRC , 하고 있다 역시 전자전송과 스캔 파일 전송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

을 경우 해당 기사가 포함된 볼륨 전체를 대출하며 대출자료의 이용은 신청도서관 관내에서

. 2 , 만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주로 정하고 있으며 수업이나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경우

. FCI연장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연장대출기간은 참여도서관의 요구에 충족하는 수준에서 가

.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다

. NORBD 30연속간행물 복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의 경우 연속간행물 기사는

. 30페이지 이하로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복사요청한 기사가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대출

, 가능한 저널은 자료요청 도서관으로 대출하고 대출이 불가능한 저널은 이용자가 직접 보존

. 서고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복사 요청한 건수가

, (weekly limit) . 과다할 경우 보존서고 측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주당 제한 ’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타

NORBD의 경우 기록물은 수납상자 단위로 관리하므로 대출 역시 수납상자 단위로 실시한

. PASCAL , , 다 의 경우 기록물은 저작권과 소유권 도난 등의 문제로 대출은 하지 않으며 연구

. 목적으로 인증받은 이용자에 한해 해당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희귀자

.료 역시 소유권을 가진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

 

(2) 비참여도서관

대부분 공동보존서고에서 참여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나 회

. 원도서관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FCLRC 5의 경우 개 참여도서관 이외 다른 도서관을 대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

, (National Interlibrary Loan Code for the United States)며 미국 국가상호대차코드 29)에

. PASCAL 따른다 역시 비참여도서관 이용자에게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지만 참여도서

. 21 , 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기간 보다는 짧다 단행본은 총 일 연속간행물과 기타 비도

7 . NRLF University of California서자료는 일로 연장이 불가능하다 의 경우 와 제휴하지 않

3 , 은 도서관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주간의 대출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가능한 자료의 유

29) RUSA(The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Division of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 관리하는 미국 내 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도서관 간 자원공유가 도서관 서비스의

. 핵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에서 상호대차는 자료의 대출과

, 더불어 반납이 불가능한 사본이나 스캔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므로 단행본과 시청각자료 등 반

, (chapter) 납 가능한 자료 뿐 아니라 저널 기사의 사본 단행본의 일부 장 등 반납이 불가능한 자료 등을 대상

(ALA RUSA Homepage).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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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CARM형 역시 제한하고 있다 표 참조 의 경우 자료의 유형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

. 참여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내 이용만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대출가능하다

   

대출가능 자료유형 제한조건과 내용

단행본 2 (double/triple folios)� 절판으로 된 책 과 희귀본은 대출 불가

학위논문 및 논문
�여분의 사본이 있을 경우 대출가능

, �도서관내 이용만 가능하며 복사는 불가능

신문 �도서관내 이용을 전제로 마이크로 폼으로 대출

마이크로 폼 등 기타 매체
, , , , �마이크로필름은 대출가능 하지만 마이크로 피쉬 소프트웨어 시청각자료 지도는

대출불가

정부문서 �인구조사자료와 국회청문자료를 제외하고 대출가능

표 비제휴도서관 대상 자료대출 출처< 3> (NRLF)( : NRLF Homepage)

결론. Ⅳ

본고에서는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지침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제공을 위해

. 해외 대학도서관 중심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였다

, 먼저 자료이관지침 분석결과 이관자료의 유형에 대한 제한 정도는 공동보존서고마다 상이

. 1 (last one copy ; single one copy)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관자료의 수량은 마지막 부

1 1 , 정책을 적용하여 종 부로 유지하는 기관이 많은 편이며 수량제한을 적용하지 않던 기관도

최근 복본정책을 개정하거나 폐기를 위한 복본체크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이관자료의 수량을

1 . 부 혹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운영경험을 통해 참여도서관

간의 중복자료에 대한 조정을 통한 복본의 최소화가 보존서고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자료의 이관기준으로는 이관대상자료의 물리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

. , 다 자료의 물리적인 상태 이외 일반적인 이관기준 가령 자료의 지적내용이나 보존의 가치

. 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물리적인 상태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적용가능하다

이에 공동보존서고 기수장된 자료보다 물리적인 상태가 우수한 동종의 사본을 이관하고자 하

. 는 참여도서관이 있을 경우 자료를 교체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의 경

, , 우 누락된 이슈가 없는 완질의 상태 즉 완결성이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비도서자료는

자료유형마다 별도의 보존시설과 장비 그리고 재생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관을 위해

( )참여도서관이 수납시설을 기증하거나 이관은 하되 서고 내에서 이용 재생 이 불가하다는 조

. 건 하에 수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 셋째 도서관 장서량은 오랫동안 도서관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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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소유권 처리방안은 주요 쟁점이 된다 이에 조사대상 공동보존서고에서는 자료의 소

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더라도 참여도서관이 자관에 수장된 해당자료를 폐기할 경우

, 보존서고수장 동일사본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장기대

. 여 등의 형태로 이관하는 방법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보존서고 이관자료 중 참여도서

. , 관의 필요에 의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료의 회수를 위해

서는 관련위원회의 승인에 부치거나 회수 이후 폐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

, 넷째 공동보존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이므로 지침에서 정한 보존수

. , 량 이외의 카피는 폐기하지만 그 외 별도의 폐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참여도서

관이 다른 공동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공동보존서고 간 중복자료가 발생할 경우는

. 예외로 두어 폐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 , 마지막으로 대출가능자료의 범위 대출과정과 기간 자료전송서비스의 방법과 범위 관내

, 이용환경조성 등을 중심으로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한 결과 자료이관지침에 비해 공동보존서

. , 고 별로 더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료제공방법을 다양한 범주와 단

계로 나누어 자료유형이나 이용목적 등에 따라 제한을 둔다는 점과 보존서고 내 열람시설을

. 구비하여 관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은 대부분 공동보존서고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아울

, 러 비참여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상호대차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참여도

.서관 이용자에 비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은 자료수집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이용자에게 제

공되는 자료제공서비스는 자원공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 지기 때문에 자료이관과자료제공을위한지침마련은공동보존서고의체계적인 운영을위해

. 필수적인과정이다 이에이연구에서는 해외대학도서관 중심의공동보존서고를 대상으로자

료이관지침과 자료제공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항

. , 을 정리해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

공도서관 중심 혹은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공동보존서고는 논의에서 제외하였기

. 에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향후 이 연구가 다양한 유형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지침 연구에 대한

, 지속적인관심으로이어지는 계기가되기를바라며 국내 도서관상황에적용가능한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사서들의 연구와 논의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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