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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대학도서관은 교수, 학생, 연구자의 교육,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
설’

•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 통해 인적자원
개발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되
어야 함

•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물, 시설, 직
원, 장서 및 서비스 필요함



연구의 배경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으로 수행한 ‘대학도서
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의 후속 정책연구과제로
서 2006년도에 수행 예정임.

• 과제명 : 대학도서관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
출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2006년 6월-11월
• 연구책임자: 곽동철 (청주대. kwackdc@cju.ac.kr)

공동연구자: 심 경 (아이리스닷넷, shim@irisnet.co.kr)

윤정옥 (청주대학교. jade@cju.ac.kr)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문제점

• 국가 공공기반 시설로서의 기반 취약

• 대학의 핵심 시설 아닌 주변 시설

• 공부방, 열람실 기능 중심으로 활용

• 해외 학술문헌에 대한 절대적 의존

• 지식정보자원 총 보유량의 부족과 중복

• 대학도서관 간 연계체제 미흡



정보자원 확보와 활용의 문제
(1)

• 도서관 소장 장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나 대출책 수 감소 추세:
– 지난 5년간: 장서 34% 증가, 대출 책수 37% 

감소

• 장서의 외적 보유량과 수적 증가 중요시:
– 이용되지 않는 장서의 적절한 제적과 폐기

없음

– 적정한 서비스 위한 공간 부족과 이용불편
초래



정보자원 확보와 활용의 문제
(2)

• 해외 정보자원에 대한 의존과 도서관의 구매
력 감소

• 대학도서관의 협력과 상호대차 등 증가했으나, 
아직도 개별 도서관 장서의 ‘물리적 소유’와
‘배타적 자산’ 개념에 집중

• 핵심 학술정보자원의 확보와 공유 위한 국가
적 대책 마련이 시급

• 중복과 낭비 배제한 “선택과 집중 정책” 필요



연구의 필요성

• 국제경쟁력 갖춘 세계 수준의 대학도서
관 환경 조성 위해

• 정보자원 확보와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전략적 해결 방안 모색

• 본 연구를 통해 중요자료의 보존과 공유
전략으로서

• 국가공동 보존서고와 국가대출체계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공동 보존서고와
국가대출체계

• 국가차원에서 중요 학술연구 정보자원의 선택
적 보존, 관리와 접근 제공

• 최신 정보관리, 조직과 접근기술 활용한 공동
보존 시설 운영

• 비이용 자료의 제적과 폐기 유도하여 도서관
소장 가용자료의 최신성과 활동성 제고

• 모든 대학구성원으로 하여금 모든 대학 보유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 가능하게 함



2. 연구의 기대효과

• 국가공동 보존서고 구축: 
• 국가차원서 대학도서관에서 이용빈도가 없거

나 낮지만 소장가치가 있는 중요자원의 공동
보존 및 관리
– 보다 이용빈도 높은 자원의 입수와 효과적 활용 위

한 공간 제공
– 개별 도서관의 장서관리와 공간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감
– 보존에 최적화된 비용효과적 시설공간 구축 및 활

용



• 국가대출체계 확립:

• 국가차원에서 대학보유 지식정보자원의
총량 제고 및 공동이용 확대
–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핵심 능력인 자원

보유역량의 제고

– 고가, 고품질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시의
적절한 활용 지원

– 대학의 연구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위
한 국가적 학술연구정보 인프라 구축에 기
여



• 최신 정보기술 활용한 공동보존서고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국가대출체계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시
– 공동보존자원의 서지 및 소장정보의 유지, 

관리 및 접근 위한 공동목록 시스템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인증과 서비스 가능
시스템 지원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자료보존과 이용 활성화
대책의 검토
– 공동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출체계 시행

에 대한 자료의 수집

• 국내 대학도서관 담당 정책부서와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국내 현황 분석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공립대학

도서관 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및 개별 도
서관과 협력



현황 분석

• 대학도서관 장서의 이용빈도 분석과 장
서관리의 문제점 도출 위한 총체적 진단

• 개별 대학도서관 장서의 공동대출과 이
용 위한 경제적, 제도적 타당성 검증

• 국내 현황 분석과 해외의 선진사례에 기
반을 둔 국가공동 보존서고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그리고 국가대출체계의 구축
및 운영 모델을 제시



4. 연구방법

•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출빈도에 대한 현장정보
실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상기 과정에서 도출된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
로 기관별 실무자와 인터뷰 – 데이터 확인 및
기관별 시스템 분석서 작성

• 주요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 및 활성
화 정책 조사 – 공동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 
국가대출체계 구축 관련 사례, 제도, 운영현황, 
시스템 등의 비교 분석에 집중



연구수행의 단계 (1)

• 해외 대학도서관에 대한 문헌조사 – 학
술논문, 연구보고서, 웹 문서, 통계 등

•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표사업이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
장기 과제 및 발전전략 도출



연구수행의 단계 (2)

• 도서관 실무자와 이용자의 요구사항의
조사, 분석에 따라 실질적, 비용 효과적
인 자원보존 및 유통 관리체제 수립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 정책 로
드맵’에 따라, 상기 사업을 수행함으로
써 국가 예산의 투자효율성 극대화 및
국내 대학의 교육, 학습, 연구환경 개선
위한 시스템과 정책 모형으로 제시



5. 이론적 및 실제적 배경



5.1 국가보존서고

• 개별 대학도서관의 장서보존에 필요한
– 공간, 
– 도서관과 저장시설 간 자료 이동
– 이동자료 식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 신속한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 국가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해결
– 물리적 저장과 접근시설
– 자료의 서지 및 소장정보 공동유지, 관리



국가보존서고

• 대학도서관은 잠재적 및 장기적 연구가
치 갖는 장서의 구성에 집중

• 한 도서관이 존재하는 모든 자료의 식별,
과 입수 불가능’

• 이들의 조직, 저장 혹은 이용자에게 손
쉬운 접근 제공 또한 어려움

• 또한 입수자료의 영구적 소장과 보존 어
려움



도서관 저장공간의 문제 (1)

• 재정지원 축소 및 신규자원예산의 감축

• 결과적으로 장서규모의 매우 완만한 성
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나 장서
공간의 문제는 계속 심각해짐

• 장서의 적절한 선별 제적 (Deselection. 
Weeding)과 이동으로 공간 확보 필요



도서관 저장공간의 문제 (2)

• 1725년 하바드대학의 이사회에게 보낸
Thomas Hollis의 편지:

• “만약 최신 도서를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하면, 
쉬운 방법은 덜 쓸모 있는 자료들을 더 먼 곳
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
한 것이므로, 팔아버리지는 말라.”

• 현재 원격저장(remote storage)은 하바드
대학의 정규적 장서개발활동의 일부임



공간성장의 한계 시 대안

• 새로운 물리적 시설의 설치

• 장서를 분리: 역시 공간을 요구함

• 장서를 “솎아내기”(weeding)
– 공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할 수도

있음

– “카피가 많거나, 드물게 사용되는 책, 더 이
상 사용되지 않는 책들을 제거하거나 저장
소로 이동시키는 것” (McGraw)



“솎아내기”의 이점

• 공간 절약 (to save space)

• 접근 개선 (to improve access)

• 비용 절감 (to save money)

• 새로운 자료를 위한 공간 마련 (to 
make room for new materials)



저장소(Storage)의 개념 (1)

• “솎아낸” 자료에 대한 이차적 수준의 접근 (a 
second level of access) 제공

• 이차적 수준 접근:
–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음
– 보통 도서관에서 일정거리에 있음

• 가능한 한 저장공간 최대화 위해 자료를 밀집
형 (compact)으로 저장

• 대개 저빈도 이용자료 (low-use materials) 
대상



저장소 (Storage)의 개념
(2)

• 보통 직원이 저장시설에서 이용자를 위해 요
구된 자료를 찾아옴

• 저장 시설의 위치나 도서관 정책에 따라, 자료
요청과 입수 사이의 시차는 몇 분에서 48시간
걸림

• 통상 상호대차보다는 빠르게 이용 가능함
• <참고>Evans, G. Edward.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Greenwood villag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저장소로서의 국가보존서고

• 공통의 프로토콜과 공통의 관리구조를 갖는
일련의 링크된 시설로 구축이 적절함

•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는 시설 및 관리의 특
성은 다음과 같음

• <참고> Hayes, Helen. 1999. "International 
Storage Facilities: A Discussion Paper." 
http://www.anu.edu.au/caul/caul-doc/store-
hayes.doc

http://www.anu.edu.au/caul/caul-doc/store-hayes.doc
http://www.anu.edu.au/caul/caul-doc/store-hayes.doc


국가보존서고의 필요성

• 인쇄자료는 도서관의 수용능력 이상으로 계속
증대함

• 전통적, 완전 서비스용 공간보다 저렴한 비용:
– 장식, 시설이 별로 필요 없음
– 더 적은 수의 직원, 
– 더 낮은 부동산 가격 및 간접비용 등으로 충분
– 고가의 시설은 공유해도 됨

• 자료를 이용자 공간까지 확대 않고도, 새로운
교수, 학습 및 컴퓨팅 환경에 따른 새로운 요
구의 증대 허용함



• 개가식 콜렉션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서가공간의 75% 정도 사용. 저장소에서 서가
공간의 100% 사용 가능 – 서가는 90% 차면
관리가 어려워짐

• 일정공간의 최대 사이 가능함
• 저장된 자료는 이용빈도가 낮은 것들임. 따라

서 캠퍼스 내 공간에서는 자원을 가장 잘 사용
하기 위해서 요구빈도와 이용빈도가 높은 자
료들만을 간직할 수 있음

• 환경이 통제된 자료는 인간의 편의성에 상대
적인 수준의 보존성을 보장함. 빈번히 이용되
는 도서관 시설에 보관된 자료보다 자료수명
이 7-10배 연장 가능함



• 전통적 도서관 환경보다 훨씬 보안이 잘 됨
• 대부분의 저장시설들은 계속해서 증축 혹은

개축되는 도서관보다 훨씬 계획이 잘 되어 있
음.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에 더 적합
함

• 다른 공유 서비스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냉각건조, 보존, 전문가의 목
록을 포함하는 정리 서비스, 디지털 스캐닝, 
재해 대비, 목차 스캐닝 등. 

• 도서관 자료의 공동활용을 촉진함
• 디지털화 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자

료들을 그대로 서가에 소장해 두는 것이 더 경
제적임



시설의 특성

• 저빈도 이용 자료용으로 고밀도, 저비용
시설

• 창고(warehouse) 형태. 고층

• 목적용 건축

• 장기적 저장에 적합한 조건
– 온도와 습도조절

– 공기순환 및 여과장치



• 산성 제한 저장소. 산성 형성을 최소화
• 에너지 소모 최소화. 모니터링
• Wet Pipe 스프링클러와 연기탐지기 사용한

우수한 방화
• 자료의 신속한 전달을 허용하는 기술
• 높은 보안성
• 저장소와 선반이 공간이용 최적화. 저장용으

로만 적합한 복도넓이
• 자료 리뷰 위한 소형 열람공간. 직원간 상호작

용 낮음



관리의 특성

• 컨소시엄 형태로 소유 및 관리. 운영은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함

• 선착순 기반으로 사용 가능함
• 자료의 공동소유권 (joint ownership)

– 모든 도서관에서 온 자료들이 서가에 혼합
됨

– 중복이 제거됨

• 회원기관은 회비를 통해 소유비용 공유



• 소유된 자료는 컨소시엄 공유목록 및 회
원도서관 개별 목록에 수록

• 동의된 소요시간 (turnaround) 시간
은 24시간 이상임

• 회원도서관의 이용자는 개별 도서관 통
해서, 혹은 시설에 직접 자료 요청 가능

• 저장하도록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적절하
게 기술되어야 함 (described)



• 저장소는 “최종 카피 저장소(a last copy 
store)”임. 회원 및 비회원 도서관들로 하여
금 저장소 소장의 측면에서 보유여부를 검토
하도록 함

• 모든 자료는 비회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회원
들에게 대출될 수 있음

• 정간물 기사는 팩스나 온라인 전송됨
• 대출기간, 연체, 제한, 자격 등에 대한 정책은

회원들 간에 동의됨
• 비회원자료, 중복이나 공동소유되지 않은 자

료들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만 접수됨



보존도서의 선정기준 (예)

• 예일 대학의 선정 도서 은퇴 프로그램
(Selective Book Retirement Program): 
30년 전 정책이지만 아직도 유효한 기준 제시
– 서가의 책 검토
– 주제로서 책의 가치
– 분야에서 역사적인 중요성
– 다른 판의 이용가능성
– 주제에서 다른 자료의 이용가능성
– 실제 이용
– 물리적 상태



보존서고의 해외 사례

• 스코틀랜드: CASS
• <참고> Nicholson, Catherine. 2004. “CASS: 

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Pilot.”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pository Libraries, 
KUPIO-2, Kupio, Finland, 13-15 5, 2004

• 미국: WRLC, MLAC, 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ReCAP)

• <참고> Payne, Lizanne. 2004. "Depositories and 
repositories Changing models of library storage in the 
United States."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pository Libraries, KUPIO-2, Kupio, Finland, 13-15 5, 
2004



스코틀랜드: CASS

• 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과 스코틀랜드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 (SCURL) 도서
관들이 논의 시작



주요한 문제: 공간

• 인쇄결과물의 지속적 증가

• 입수가 제적을 초과

• 도서관에서 요구가 높은 서비스에 우선
순위 집중

• IT 시설: 기계 및 자원

• 학습과 교수공간

• 사회적 공간 (Social space)



공간 문제에 따른 압력

• 새로운 도서관 건물에 대한 재정투자 적
음

• 지역저장소의 구축 요구
• 환경조건
• 덜 이용되는 자료들의 중복
• 비용증대
• 이런 유형의 자료에 대한 총체적 콜렉션

전략 부재



타당성 연구

• 2001년 11월- 2002년 4월
• 목표: 스코틀랜드 대학도서관들에 소장된 가

치 있지만 이용률 낮은 (valuable but low 
use) 자료에 대한 협동저장과 제공을 위한 적
정 모델 개발

• 2002년 스코틀랜드 고등교육 재무위원회에
서 재정지원 얻지 못함

• Sighthill, Edinburgh 에 CASS와 NLS 
Inter-Library Services의 공동 시설로 계
획 수정



Sighthill, Edinburgh예 계획된 NLS 건물



참여대학

•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 Royal Scottish Academy of 

Music & Drama (RSAMD)
• University of Edinburgh
• University of Paisley
• University of St Andrews
• University of Stirling



파일로트: 2004년 시작

• 장소:  Central Edinburgh

• 공간: 12,000 미터 (linear metres)

• 저장:  Ecospace compact mobile

• 환경: 95% of BS 5454:2000과
화재감지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 보안: 경보기 (Alarms)과 전일
(24x7)경비원 상주



CASS 데이터베이스



서지 레코드

• Scottish Endeavor 컨소시엄 서버에
CASS 데이터베이스 둠

• MARC 21 레코드로 생성
• Exported to CASS in MARC 21 교환

포맷으로 CASS로 반출
• 레코드 중복제거는 하지 않음
• 개별 도서관이 자관 OPAC에 레코드를

또한 유지함



CAIRNS (스코틀랜드 공동정보
검색 네트워크) 검색



접근

• NLS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열람실에서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개별 도서관으로 물리적으로 제공함

• 전자적 제공 (Electronic delivery)

• 복사 혹은 팩스로 제공



재정

• SCURL 파일로트 위한 재정지원 접근 없음

• NLS은 비용중립적 프로젝트 지향

• 미터 당 포함 비용: 저장 (storage); 전기 및
패킷 전달; 복사; 팩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경비; 개별기관으로 물리적 제공 비용은
포함 안 됨:

• 요금은 5년 고정

• 공간은 참여도서관이 확보 약정함



미국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WRLC)

• 8 university libraries in Washington, DC
• Shared collection and shared catalog for 

consortial borrowing
• Volumes interfiled on shelves
• Almost 1 million items stored currently
• Expansion room for 2 million more



• 미국 Washington, DC의 8개 대학도서
관 (American U., The Catholic U. of  
America, The George Washington 
U. 등)

• 컨소시엄 대출을 위한 공유 콜렉션, 공
동목록(ALADIN (CATS)) 사용

• 책들은 고밀도 서가에 통합 배열됨
• 각 도서관 자체 기준 선별 책, 시청각자

료, 마이크로 폼 및 고문서박스
• 현재 거의 1백만 여 자료가 소장됨
• 2백만 이상의 자료 공간 확대 가능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 (MLAC)

• Built into caverns 84 feet underground, 600 feet 
long, 70 feet wide

• Includes volumes from public libraries as well as 
academic

• All items stored in MLAC are available for use by 
any Minnesota resident



MLAC

• 미네소타주 교육부와 미네소타 주립대의
MINITEX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이 운영

• Elmer E. Anderson 도서관 지하 84 피트, 
길이 600 피트, 폭 70 피트의 동굴에 위치

• 인쇄 및 종이자료 기반, 기타 자료는 제한 및
선별됨 – 미네소타주 모든 도서관 기탁

• 120만 권 소장 가능
• 모든 소장자료를 미네소타 주민이 이용 가능



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

• Currently 3 depositing libraries, available to 700 
NELINET members

• Separate collections
• Volumes interfiled on shelves
• Facility owned and operated by vendor



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

• 미국의 뉴잉글랜드 6개 주 600여 대학, 공공, 
및 전문도서관의 협력체인 NELINET 회원기관
들을 위해 전문회사인 William B. Meyer사
가 운영 – 관리, 인벤토리, 대출 및 배달, 온라
인 보고서, 이용자 데이터 등

• 개별 도서관이 자체 선별기준에 따른 자료 기
탁 및 개별 콜렉션 유지 가능

• 주로 표준규격 책이나 제본정간물, 표준 VHS, 
마이크로폼, 아카이벌 박스 자료 소장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ReCAP)

• New York Public Library, Columbia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 Separate collections and catalogs 
• Shelves allocated by library and physically separate
• Over 4 million volumes stored currently, total capacity 

about 7 million, expansion room up to 37 million volumes



ReCAP

• 뉴욕 공공도서관, 콜롬비아 대학, 프린스턴 대
학이 영구서가시설(Permanent Shelving 
Facility)로 공동 구축

• 구축 초기 3년간 3개의 임시 저장시설에 수용
• 개별 콜렉션 및 목록 사용
• 각 도서관에게 할당된 서가 사용하여, 물리적

으로 분리 현재 7백만 자료 수용 공간에 4백
만 여 책 소장.

• 전체공간은 3,700만 권까지 확장 가능



5.2 국가대출체계

• 국내의 대학 구성원 (교수, 학생, 교직
원)이 국내 모든 대학의 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이용 및 대출할 수 있는 공유 및
협력체제

•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양한 이용자층 (연
구자, FTE, 파트타임, 원격교육 학생 등)
으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든 도서관 시설
의 이용과 대출을 허용



국가대출체계의 해외사례

• 호주의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 캐나다의 “Canadian Universit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 
(캐나다 대학 상호대차 협약)”

• 영국의 “Access for Researchers to 
SCONUL Libraries” 등



호주

•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 호주 대학의 학생과 직원을 위한 국가대출체
계 수립

• 호주대학도서관장위원회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
가 추진한 비용효과적 자원공유 협력활동의
한 가지임



• 1999년 CAUL의 “1999-2005 전략계
획 및 1999 행동계획”에서 제안

• 2001년 7월 처음 출범

• 2005년 현재,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등 40개 대학 참
여

• 소액의 등록비 (50 호주달러)를 부과하
는 대학도 있음 (예: U. of Adelaide)



CAUL 2004 통계

학교

수

ULA

이용건수

학교 평균
이용건수

호주 229 269,552 1,117

뉴질랜드 42 6,233 148

총계 271 276,1851



캐나다

• “Canadian Universit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 (캐나다 대학
상호대차 협약)”

• 2002년 5월부터 시행

• 캐나다 전역의 대학생, 교수 및 교직원
들이 어느 대학도서관에서든 직접 대출
가능



협력기관
• 캐나다의 네 개 대학 컨소시엄 회원도서관

– Council of Atlantic University Libraries 
(CAUL/CBUA), 

– Ontario Council of University Libraries 
(OCUL), 

– CREPUQ(Conference of Rectors and 
Principals of Quebec Universities): 퀘벡 지
역 대학 협의체

– Council of Prairie and Pacific University 
Libraries (COPPUL): 매니토바, 사스캐츠완, 알
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소재한 스무 개
의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대출조건

• 필요: 유효한 대학 학생증이나 지역 컨소시엄
참여 카드

• 대출조건:
– 각 대출(lending) 도서관이 정함

– 보통은 대출자 소속도서관보다 단기간 대출

– 정간물, 비디오, 교과용 예약도서 등 대출 제한하
기도 함

– 대출 외 다른 도서관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나, 요금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영국

•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괄하는 다양한 전국 및
지역 규모 대출체계 수립

• Access for Researchers to SCONUL 
Libraries,

• 대학연구도서관 컨소시엄 (CURL. 
Consortium of University Research 
Libraries, 

• Higher Education Vacation Access 
Scheme,

• UK Libraries Plus 등 전국 규모로 시행



SCONUL Research Extra

• “Access for Researchers to SCONUL 
Libraries”

• 대학 및 국립도서관협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 University Libraries. 
SCONUL)의 158개 회원기관 중심

• 회원기관의 교직원과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
대상

• 소속기관의 신분증과 SCONUL Research 
Extra 카드만 있으면 회원 도서관 어디든 해
당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자료 접근 가능



• 보통 IT 시설과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
은 제한

• 각 대출기관 고유의 외부대출 대상 콜렉
션의 성격에 따라 이용조건이 달라질 수
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된 공유체계
라고 할 수 있음



Higher Education 
Vacation Access Scheme

• “고등교육 방학 접근 체계”
• SCONUL의 HE (Higher Education) 

회원도서관 중심
•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대학교 혹은 고등

교육 (HE)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대학
생 및 대학원 학생들이 대학이 방학인
동안 무료로 다른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UK Libraries Plus

• 144개의 대학교와 HE 기관 대상

• 파트타임, 원격교육 학생 및 대학원 수준 프로
그램에 등록한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 대학 외
의 다른 고등교육기관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정규 교직원,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은
SCONUL Research Extra를 통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함



6. 연구결과의 활용 제안

•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정
보화 추진 종합계획 (2000.3)’, ‘대학
도서관 활성화 방안 (2002.11)’, ‘국가
지식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2005.4)’,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 (2006)’의 연
장선상에서 국가차원의 대학도서관 육
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이 가능
하게 함



• 우리나라의 지식 강국화를 위한 인적자
원 개발 기반구조로서 대학도서관이 갖
추어야 할 지식정보자원의 총량 제고, 
고품질화, 공유와 접근 활용능력의 강화
방안을 제시함

• 다양한 선진국의 정책과 실행사례 수집
과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
한 자원보존과 공유의 시설, 제도, 정책, 
기술 및 시스템 통합 모델을 제시함



7. 연구의 추진일정: 2006.6.1-11.30

5 6 7 8 9 10 11

국내 문헌 조사 및 분석

해외 문헌 조사 및 분석

국내 대학도서관 종합진단

자료폐기, 제적, 공동보존 사
례 조사 분석 및 이론 연구

국가대출체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례 조사 분석

공동 보존서고 설치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계획(안) 수립
과 운영 시스템 모형 개발

서고 설치 및 대출체계 구축

중간 (세미나) 및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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