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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을 한 기  자료로서, 미국의 표 인 공동보존서고 

ReCAP(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의 운  사례를 통해 국내 용 가능한 공동보존서

고 설립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ReCAP 공동보존서고  참여기 인 콜럼비아 학교 도서 , 

린스턴 학교 도서 , 뉴욕공공도서 , 하버드 학교 도서 을 방문 조사하 고, ReCAP 업무 담당 문가를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공동보존서고는 보존시설에 한 공유에서 공유 장서(shared 

collection)와 공유 이용(shared use)으로 확  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 인 공동 리를 한 시스템 

구축  기 상보다 빠른 보존공간의 한계에 따른 이 자료지침수립  공동장서개발 정책 수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ve strategies for shared 

repositories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using the US ReCAP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Project as a case study. The US ReCAP Project wa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nd the university libraries of Columbia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and Princeton Universit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ibrarians and administrators 

in charge of the ReCAP Project to understand the original vis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how the 

strategy and approach evolved over the year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shared repositories 

for libraries have evolved into shared collections enabling shared use. But shared repositories require 

a central management system to be successful in the long-term. Additionally, findings showed that 

the shared repository filled more quickly than anticipated. This in turn required collaborative planning 

on shared collection development and selection policies to determine which materials to send to 

the shared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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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도서 은 학의 교육  연구를 지원하

기 한 ‘교육기본시설’로서 학 구성원에게 최

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자료 수집  

보존, 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

인 인쇄자료의 수집과 보존은 제한된 공간을 

가진 도서 의 공간 부족 문제와 효과 인 장서 

보존 문제, 자료 폐기 과정에서의 귀 한 학술자

원 소실 우려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학도서 의 

기능  역할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그

동안 학도서 의 주요 기능이었던 자료의 보

존  열람은 비 면 도서 출, 자자료 이

용확 , 수업자료 온라인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

로 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욱, 이

용재, 2021).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

집시설의 방문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서도 도서 의 ‘공간’에 한 이용자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태연, 오효

정, 2020).

그동안 국내 학도서 은 자료 수장공간 부

족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도서  서비스를 한 

공간 확보를 해 소장자료의 효율  리  보

존을 한 공동보존서고 구축의 필요성에 한 

지속 인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러한 공동

보존서고는 개별 도서 이 아닌 단  도서 별 

공동보존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설, 정보자원, 

인력의 공동 활용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윤희윤, 장덕 , 2021). 

국내 학도서  공동보존서고에 한 최  

논의는 2005년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

학도서 의 활성화를 한 로드맵(곽동철, 윤정

옥, 김기태, 2005)’에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제

1차 학도서 발 종합계획(교육부, 2008)’에

서는 추진과제로 계획되었으나 ‘ 학도서  공

동보존서고 구축 계획(안)’만 진행되었을 뿐 설

립은 실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에도 국내 

학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구축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공동보존서고의 

구체  설립  운  계획은 재정, 인력, 공간 

등 여러 가지 제도  문제 으로 인해 답보된 

상태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1940년 부터 학의 공동

보존서고가 설립․운 되고 있으며, 창기에

는 공동보존에 을 두었으나 다양한 력시

스템의 발 과 함께 공동장서개발  운 으로 

발 하 다(윤희윤 외, 2014; Reilly, Jr., 2003; 

Carrigan, Burford, & Ugaz, 2018). 

국내 공동보존서고 련 연구는 해외 공동보

존서고 련 문헌조사 혹은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설립, 운 , 정책에 한 사례 조사 등에 

을 둔 반면 실제  운  황 등에 한 

장 조사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구도서  공

동보존서고  수장규모, 이 자료의 다양

성, 운  기간 등을 고려한 표  운  사례인 

ReCAP(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학도서

에 용 가능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방

안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ReCAP 공동보존서고  참여 기 을 방문 

조사하 고, 참여기 의 ReCAP 업무 담당 

문가를 상으로 장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

로서 공동보존서고 운  황, 성공  제한 요

인, 미래 정책 방향 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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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학도서  련 공동보존서고 연구는 해외

의 경우 창기에는 종별, 지역별 공동보존

서고의 실제 구축  운 을 통한 보존서고의 

물리  공간  시설을 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이후 고 도보존서고와 보존환경, 디지털보존

과 보존서고의 효율성, 공동서비스  공동장

서개발 련 연구로 확 되었다.

Reilly, Jr.(2003)는 CLIR(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의 보고서를 바탕

으로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운 을 해 고

려되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산, 규모, 물리  

시설, 조직  인력, 련서비스와 근, 자료에 

한 캠퍼스 내 근, 상호 차  문헌제공, 자

료의 시설 내 이용, 장서의 구성, 자료의 소유권 

등을 제시하 다. 한 Payne(2007)은 북미지

역의 보존서고 구축 황 분석연구에서 효과

인 보존서고의 운 을 해서는 자료의 복을 

이기 한 “마지막 한 부(last one copy)” 정

책 수행과 자원공유  공동소유권을 해 보존

시설에 보 된 자료를 공개하고 근권한  보

존정책을 참여기 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

하 다. 이러한 공동보존서고의 사용은 참여기

 간의 자원공유를 통해 공동장서 리  장

서개발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비용 으로도 

효과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지

원할 수 있게 되었다(Johnson, 2009; Carrigan, 

Burford, & Ugaz, 2018). 

국내의 경우 해외 공동보존서고의 사례 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학도서 의 공동보

존서고 설립․운 을 한 모형 개발과 정책 방

안 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곽동철, 심경, 윤정옥(2007)은 국내 학도

서  공동보존서고 설치  운 에 합한 모

형을 개발하고자 미국의 공동보존서고 5개

(FCLD, RLF, PASCAL, ReCAP, NORBD)

과 스코틀랜드의 CASS, 호주의 CARM Centre 

등을 물리  시설,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

료의 소유권, 시설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재

정과 비용, 자료 리와 근시스템 등의 요인으

로 분석하 다. 이는 해외의 주요한 학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사례를 포 으로 분석함으로

써 운 을 한 거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다. 연구 결과, 공동보존서고는 참여 학들의 

캠퍼스 외부지역에 창고형 고 도 장시설로 구

축됨으로써 공간을 효율 으로 이용하고, 자료

를 해 통제된 보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보존 상 자료는 학술  가치

가 있으나 잘 이용되지 않는 자료로 인쇄자료가 

주류이고, 정기간행물의 인쇄본 장소로서의 

기능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희윤 외(2014)도 국내 학도서 에 용 

가능한 공동보존서고 모형을 제시하고자 미국 

학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7개 (SRLF, WRLC, 

NORBD, ReCAP, MILAC, FCLD, PASCAL)

과 스코틀랜드의 CASS, 독일의 HBZ, 랑스의 

CTLes, 호주의 CARM Centre 등을 성공 인 

해외 운  사례로서 운 주체, 수장력, 보존자

료 유형 등으로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

내 430개  학도서 의 연면 과 정 수장공

간, 한계수장책수 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부분의 학이 한계수장률에 도달하 고, 2015

년부터는 3개 시도( , 울산, 강원)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공간부족에 직면하게 되므로 공동

보존서고의 설립․운 은 타당한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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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강은 (2018)은 국내 학도서  공동보존

서고의 운 지침 수립을 해 해외 공동보존서

고의 자료이 지침(이 자료유형과 수량, 자료

유형별 이 지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폐기)

과 자료제공지침( 내 이용, 자료 출)을 분석

하 다. 즉 미국의 공동보존서고 6개 (FCLRC, 

FLARE, ORDS. PASCAL, RLF, WRLC SCF)

과 호주의 CARM Centre 등의 이 자료유형

과 수량 등을 조사하 다. 자료이 지침 분석 

결과 해외 공동보존서고의 경우 이 자료의 수

량은 ‘마지막 한 부’ 정책을 용하여 1종 1부

로 유지하는 기 이 많은 편이었으며, 수량제

한을 용하지 않던 기 도 최근 복본정책을 

개정하거나 폐기를 한 복본체크작업을 실시

함으로써 이 자료의 수량을 1부 혹은 최소한

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

료제공지침의 경우 자료제공방법을 다양한 범

주와 단계로 나 어 자료유형이나 이용목  등

에 따라 제한을 두었으며, 보존서고 내 열람시

설을 구비하여 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은 부분 공동보존서고의 공통 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학도

서 의 공동보존서고 운 을 한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서고의 확장 가능

성, 자료정리  배가, 보존환경, 이 자료의 유

형  선정기 , 자료의 소유권, 복본 정책, 자

료제공서비스, 자료 리  근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확장 가능성, 자료정리  배가, 보존환경은 

공동보존서고의 물리  시설 측면에서 제시되

었으며, 확장 가능성은 보존서고의 물리  설

계 이후 시설의 포화상태에 따라 필요 시 공간

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료이   자료

제공을 심으로 조사한 강은 (2018)의 연구

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공동보존서고 운 을 

한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이 자료의 유형  선정기 , 자료의 소유

권, 복본 정책은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될 자료를 

 주요 요인 

연구자

확장 

가능성 

자료정리 

 배가
보존환경

이 자료 

유형

이 자료 

선정기

자료의 

소유권
복본 정책

자료제공 

서비스

자료 리

근시스템

Reilly, Jr.

(2003)
○ ○ ○ ○ ○ ○ ○ ○ ○

곽동철, 심경, 윤정옥

(2007)
○ ○ ○ ○ ○ ○ ○ ○

윤정옥, 심경, 곽동철

(2007)
○ ○ ○ ○ ○ ○ ○ ○ ○

윤희윤 

(2014)
○ ○ ○ ○ ○

강은  

(2018)
○ ○ ○ ○

강은 , 장덕  

(2018)
○ ○ ○ ○ ○

<표 1> 학도서 의 효율  공동보존서고 운 을 한 주요 요인



 학도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방안 연구  217

심으로 도출된 요인으로 공동보존서고 역시 

물리  한계가 있어 모든 자료를 이  받을 수 

없는 실이 반 되었으며, 효율 인 공동보존

서고 운 을 해서는 구체 인 자료이 기

과 자료제공지침 마련은 필수 인 요인이라 지

되었다. 

이용자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에 

한 자료제공서비스 역시 요한 요인으로 상

호 차  원문제공, 공동보존서고 내 자료이용, 

자료제공 신속성 등도 한 운 을 해 고려되

어야 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리와 이용을 한 근시스템은 공동보

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의 검색  리를 한 시

스템으로 기존의 개별 도서  시스템을 사용하

여 소장처를 제공해주거나, 공동보존서고에 소장

된 자료를 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형

태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윤정옥, 심경, 곽동

철(2007)은 보존서고에 소장한 자료를 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일반 으로 이용

자들이 사용해 온 ‘우리도서  소장자료의 검색’

을 주로 하여 소장처의 변경 사항만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이용

자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한 방법이라고 

지 하 다.

이 외에도 산  운 주체, 조직체계 등의 

요인도 제시되었으나 이 요인들은 일부 연구에

서 개 인 정책 방안 측면에서 제안된 것으로 

나타나 제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요인을 

심으로 ReCAP의 운  황  심층인터뷰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국내 학도서  공동

보존서고의 설립  운  련 구체  안과 

효율  운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배경  상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미국 공

동보존서고의 표  사례인 ReCAP(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1)을 

분석함으로써,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운 에 

필요한 필수 요인을 도출하고 효율 인 운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인 ReCAP은 뉴 지주 린스턴 학

교 부지인 포리스털 캠퍼스(Forrestal Campus)

에 치하고 있으며, 기에는 콜롬비아 학교, 

린스턴 학교, 뉴욕공공도서  3개 기 이 설

립 멤버가 되어 인쇄자료의 보존과 력을 통한 

컬 션 구축과 소장자료에 한 근성 향상을 

목 으로 2000년에 건립되었다. 이후 2016년에 

하버드 학교가 개별 수장고 공간의 한계로 인

해 회원으로 참여하 으며, 2019년에는 정식 

멤버가 되어 재까지 4개 기 이 공동보존서

고를 운 하고 있다. 

3.2 물리  시설  운

ReCAP은 163,847ft
2
 부지 에 7개의 수장고 

모듈과 사무 공간  작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1) https://recap.princet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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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듈은 재 모듈 9b까지 설치되었으며, 각 

기 별 향후 수장될 자료를 해 모듈 6, 7, 10은 

비워있는 상태이다. 모듈 1부터 9b는 2002년에

서 2019년까지 지속 으로 설치되어 자료가 보

존되고 있다(<표 2> 참조). 모듈 1-4는 각각 약 

150만권, 모듈 5, 8, 9는 각각 약 300-400만권의 

자료가 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AP 자료는 크기별로 분류되며 이는 한정

된 공간을 최  이용하기 함이다. 한 ReCAP

의 운  경비는 컨소시엄의 멤버들이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부담하고, 자

료가 수장고에서 반출이 될 때마다 비용을 산

정하여 운 비에 충당하고 있다(배승일, 2019). 

ReCAP의 재 최  수장력은 략 1,900만 

권이며 2021년 기  1,600여만 권의 자료가 보

존되어 있다. 소장 규모는 뉴욕공공도서 , 콜

롬비아 학교 도서 , 린스턴 학교 도서 , 

하버드 학교 도서  순이다(<표 3> 참조). 뉴

욕공공도서 의 경우 공공도서 이지만 연구도

서 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를 소장 

이다. 한 하버드 학교 도서 은 2016년부

터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상 으로 소장 규모

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ReCAP의 시설은 고 도서가(high-density 

shelving)로 구축되었으며, 온도와 습도 리

를 통해 화학  부식의 비율을 여 일반 도서

의 보존환경보다 자료의 수명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도서가는 하버드 보존서

고 형태로 (harvard depository style) 높은 단

층구조의 서고 건물에 기계 장치(order picker)

를 이용해 자료를 수납하며, 수장 자료는 크기별

로 구분해 집 배가하는 것으로 1986년 하버드

학교 도서 이 처음으로 이런 유형의 보존서

고를 건립하여 하버드 모델(Harvard Depository 

model)이라 불린다(Laskowski, 2016).

한 ReCAP의 조직은 이사회와 다수의 

구분 모듈1-4 모듈5 모듈8-9 작업 공간 사무 공간

설립

연도

모듈1-3 2002년

모듈4 2005년

2008년 모듈8, 9a 2013년

모듈9b 2019년

2000년 2000년

모듈별

면

14,700 ft2

(1,366㎡)

26,450 ft2

(2,457.3㎡)

27,840 ft2

(2,586.4㎡)

20,736 ft2

(1,926.4㎡)

4,181 ft2

(388.4㎡)

모듈별

서가
6개(aisles) 10개(aisles) 12개(aisles) - -

<표 2> ReCAP의 시설 면

도서 명 소장자료 수(items)

콜롬비아 학교 도서 (Columbia University Library)  5,594,730

하버드 학교 도서 (Harvard Library)  1,150,977

뉴욕공공도서 (New York Public Library)  5,991,536

린스턴 학교 도서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3,914,607

총계 16,651,850

<표 3> ReCAP의 소장 규모(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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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CAP의 조직도

원회(Committees)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이사회에는 각 도서 의 장과 학의 부총장

(혹은 이에 하는)  인사 2명씩 총 8명이참여

하며, 이사회에서는 ReCAP의 디 터를 임명하

고 운  산 심의, 시설 확장  각종 규정과 

정책을 결정하고 승인한다(배승일, 2019). 한 

각 원회는 정책, 산  집행(practices), 

로젝트 구 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의무를 갖는

다. ReCAP의 인력은 린스턴 학교의 소속

직원이며, 디 터(Executive Director)를 포함

해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2019년 장 인터뷰와 기 방문

을 진행하 고, 이후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내

용 조사를 실시하 다. 한 코로나 이후의 변

화를 조사하기 하여 추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 다.

문가 심층인터뷰는 ReCAP의 참여기 인 

콜롬비아 학교, 린스턴 학교, 뉴욕공공도서

, 하버드 학교를 장 방문하여 각 기 별 

ReCAP 담당자  리자 11명을 상으로 실

시되었다(<표 4> 참조).

장 방문  인터뷰 기간은 2019년 5월 10

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인터뷰는 콜롬비아

학교 3명, 린스턴 학교 2명(ReCAP의 디

터 포함), 뉴욕공공도서  3명, 하버드 학교 3

명을 상으로 약 40-60분간 진행되었다. 추가

인 세부 내용에 해서는 2019년 9월 2차 으로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ReCAP 변화를 한 3차 서면 인

터뷰가 2021년 11월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ReCAP의 자료이 지침, 운  방식, 성과  어

려운 , 향후 ReCAP에 한 기 의 운  

략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표 5> 참조). 

한 인터뷰는 면담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

롭게 표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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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면담자 성별 기 담당/ReCAP 조직상 역할 인터뷰 방법

콜롬비아 학교

a 여 총 */Board of Governors 면 면

b 여 ReCAP 담당**
면 면/서면

c 여 ReCAP 담당

린스턴 학교
a 남 ReCAP 총 /Executive Director

면 면/서면
b 남 ReCAP 담당/Access Committee

뉴욕공공도서

a 남 총 /Board of Governors 면 면

b 여 ReCAP 담당/Collections Committee
면 면/서면

c 여 ReCAP 담당/Access Committee

하버드 학교

a 여 ReCAP 담당

면 면/서면b 여 ReCAP 담당/Access Committee

c 여 ReCAP 담당/Product Steering Committee

 *총 자는 장 혹은 부 장, 디 터를 의미함

** ReCAP 담당자는 ReCAP 운  실무자를 의미함

<표 4> 인터뷰 상자

인터뷰 항목

∙ReCAP에 이 되는 자료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ReCAP은 어떻게 운 되고 있습니까?

∙ReCAP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ReCAP 운 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ReCAP에 한 기 의 략 방향은 무엇입니까?

<표 5> 인터뷰 항목

상 범주 하 범주

자료이 지침
이 자료의 유형  수량

이 자료 선정 지침

운  황
자료 반입

자료 반출

성과
공유 장서  공유 이용

장기보존에 합한 최 의 환경

어려움

빠르게 진행되는 수장고 포화 상태

기 별 상이한 자료운 체계

이 자료 선정을 한 기  수립의 어려움

 략 방향 공동장서개발 정책 수립

<표 6> 분석결과 도출된 범주

심층인터뷰 자료는 개방형 코딩을 용하여 

핵심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 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5개 상

범주와 10개의 하 범주로 분류되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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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인터뷰 결과는 이 자료의 유형  수량, 이

자료의 선정 지침 등의 자료이 지침, 이 자

료의 반입  반출 등에 한 운  황, 공동보

존서고 운 을 통한 공유 장서 구축  이용 확

, 최 화된 장서 보존환경 구축을 통한 장기 

보존 가능성 등의 운  성과, 공동보존 서고 운

의 주요 문제   향후 지속가능한 ReCAP 

운 을 한 정책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ReCAP 운  변화 등으로 분류되어 분

석되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자료이 지침

4.1.1 이 자료의 유형  수량

자료이 지침에 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

과 이 자료의 부분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이

지만 사진, 화, 비디오  오디오 테이 , LP, 

CD  DVD, 지도, 아카이  등 수집 자료의 유

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자료가 이 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의 수량은 각 기 별로 상이하 다. 

콜롬비아 학교의 경우 최근 3년간 이 수량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 으나, 하버드 학교는 

하버드 수장고(Harvard depository)의 한계로 

인해 이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뉴욕공공도서 의 경우는 2019년 미

드타운(Midmanhattan) 도서 의 리노베이션

으로 인해 일시 으로 ReCAP에 한 이 수

량이 25만권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 학교는 2017년 175,721권, 2018년 

141,529권, 2019년 127,900권을 ReCAP에 이

하 으며 이  수량은 감소되었다.” (콜롬비아

학교 b)

“뉴욕공공도서 은 2019년 미드타운(Midmanhattan) 

도서 의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수장고의 공간

이 많이 필요해 ReCAP에 25만권을 보냈다.” 

(뉴욕공공도서  b, c)

“하버드 학교는 2018년 7.5만권, 2019년 10만권

을 ReCAP에 이 하 다.” (하버드 학교 a)

4.1.2 이 자료의 선정 지침

ReCAP에 이 되는 자료는 공통 으로 4개 

기  모두 이용이 은 자료(low use items)를 

우선으로 이 한다고 응답하 다. 일부 기 에서

는 이 자료들을 주제 문사서가 확인 후 ReCAP

에 이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에 따라서는 교수와 미 을 통해서 이 자료 

기 을 논의하기도 하 다. 하지만 4개 기 에

서 공통 으로 귀 본 혹은 손이 우려되는 

자료 등은 ReCAP으로 이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 다.

“Recap에 보내지는 자료는 이용자료 는데, 

Recap에 보내고 오히려 자원공유가 되면서 30% 

이용률이 증가되었다.” (콜롬비아 학교 a)

“콜롬비아 학의 ReCAP에 보내는 자료선정 

기 은 오랜 기간 출이나 사용이 안 된 것이고, 

린스턴 학은 엑셀에 리스트를 만든 후 주제

문사서(subject librarians)의 확인을 거쳐 결

정한다.” ( 린스턴 학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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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사서가 검토(review)하고, 이용 자

료를 이 한다.” ( 린스턴 학교 b)

“뉴욕공공도서 의 일반 서고에 보존될 경우보

다 ReCAP 서고로 보낼 경우 자료의 보존률이 

40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희귀본

이나 ‘fragile materials’는 보내지 않고 있다.” 

(뉴욕공공도서  a)

“하버드 보존서고의 수장량이 거의 채워지고 있

어서 하버드 수장고의 자료들을 부분 ReCAP

으로 보내고 있다.” (하버드 학교 a)

“ 재는 출(Circulation)이 낮은 이용 자료를 

보내지만, 어떤 자료를 보내는가에 한 결정이 가

장 어렵다. 교수들과 이에 한 기 을 세우기 한 

미 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버드 학교 b, c)

4.2 운  황

4.2.1 자료 반입

ReCAP에 반입되는 자료는 이미 해당 도서

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들로 각각의 청구기호

와 바코드가 부여된 상황이지만, ReCAP에 입고

된 후에는 물리  크기별로 분류되어 트 이에 

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각각의 트 이

에는 ReCAP 운 시스템(inventory system)에

서 부여한 바코드가 부여되고 시스템에 입력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참여기 은 서가(aisle)를 구입해서 보

하고 있으며, 자료는 청구번호가 아닌 바코드

로 리된다.” (콜롬비아 학교 a)

“ReCAP의 자료는 폭과 높이의 크기별로 분류

되고, 16개의 다른 크기의 트 이에 보 된다.” 

( 린스턴 학교 a)

“자료들은(items) 공간 활용을 극 화하기 해 

크기별로 보 된다. 이는 불필요한 공간을 이

기 한 것이다.” (하버드 학교 a)

4.2.2 자료 반출

ReCAP의 자료는 참여기  도서 의 목록

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Print Delivery의 경

우 월요일에서 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 가능

하고, 자료 반출은 오  7시30, 오후 12시, 오후 

3시 매일 3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송은 문배달업체 UPS를 통해서 제공되며 그 

다음날 보내진다. Digital Delivery는 최  약 

50페이지까지 요청이 가능하고, ReCAP은 

장 이용을 해 열람공간(reading room)을 제

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롬비아 학도서 은 구  북스(google books)

와 트 십을 통해 ReCAP 디지털화를 하고 

있으며, 일년에 략 3만-4만 볼륨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콜롬비아 학교 c)

“Recap은 UPS를 사용하여 서비스한다.” ( 린

스턴 학교 b)

“Recap은 다음날 배송되고(next day delivery), 

이용자들은 주말에 서비스하지 않는 것에 해 

불만(complaints)을 제기한다.” (뉴욕공공도서

 b, c)



 학도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방안 연구  223

“24시간 배송 모델을 UPS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버드 학교 b, c)

4.3 운  성과

4.3.1 공유 장서(shared collections)와 공유 

이용(shared use)

ReCAP의 운  성과에 해 운  담당 문

가들은 ReCAP의 기 목표는 이용이 은 자

료들에 한 공동보 이었으나, 이후 자료목록 

공유 등을 통한 공유 장서 그리고 공유 이용으

로 서비스가 확 된 것을 지 하 다. 

공유 장서는 자 자료, 열린자료, 공유자료로 

구분되며 공유자료에 한 소유권은 원래 소유

한 기 에 종속되며, 보존은 ReCAP에서 유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록 공유는 ReCAP 자료에 한 25% 이용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 다.” (콜롬비아 학교 a)

“Recap에 보내지는 자료는 이용자료 는데, 

Recap에 보내고 오히려 자원공유가 되면서 30% 

이용률 증가되었다. 처음에는 공동보존이었으나 

공동수집(collaborative collecting)으로 방향이 

환되고 있다.” (콜롬비아 학교 b)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ReCAP에만 있으면 모든 

기 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요한 성공이

다.” ( 린스턴 학교 b)

“ReCAP 컬 션으로 보내진 후 이용률이 20% 

증가하 다.” (뉴욕공공도서  a) 

“ReCAP의 성공은 공유 장서이며 기 들 간의 

공유 이용이다.” (하버드 학교 a)

4.3.2 장기보존에 합한 최 의 환경 

ReCAP은 일반 도서 의 보존환경보다 장

기보존에 합한 보존서고의 보존환경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AP의 보존환

경은 항온항습 50-59℉(10-15℃), 상 습도 

35±3%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온

보 소(cold-storage vault)는 35±3℉(1.7℃), 

상 습도 25±3%로 설정되어 있다. 한 각 모

듈과 필름 보 실 체에 배치된 센서는 온도

와 습도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

건이 허용치를 과하면 경보가 울린다고 지

하 다.

“ReCAP 시설은 장기  보존을 한 물리  

자료(physical materials)에 한 보존 략의 

성공  사례이다.” (콜롬비아 학교 c) 

“ReCAP은 일반 도서 의 보존환경보다 보존

에 합한 항온항습, 상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

며, 온보 소가 설치되어 필름 등 특수한 조건

이 필요한 자료에 한 보존환경을 구성하고 있

다.” ( 린스턴 학교 a)

“Historic stacks로는 환경 으로 자료를 보존할 

수 없다. 합한 보존환경(right preservation)이 

아니다. Braynt park 지하에 Milstein Research 

Stacks이 있는데 보존환경이 ReCAP 만큼 좋지 

않다.” (뉴욕공공도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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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운 의 문제

4.4.1 빠르게 진행되는 수장고 포화 상태

ReCAP 운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

려움에 해 4개 기  모두 ReCAP의 수장고가 

기 상보다 매우 빠르게 포화상태가 되어가

고 있다고 지 하 다. 이로 인해 향후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물리  시설에 한 계획(physical 

plans)을 강조하 다.

“ReCAP은 50년에 한 계획(50years plan)을 

하 으나, 20년이 지난 지  재 보존서고 공간

이 많은 부분이 채워진 상태로 앞으로 시설에 

한 확장에 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콜롬

비아 학교 a)

“ReCAP은 50-75년 계획이었으나 20년이 지난 

지  50-60%가 채워지고 있어 물리  시설에 

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이다. 무 빠르게 채워

지고 있다.” ( 린스턴 학교 a)

“수장고가 상보다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filling 

up so fast). 향후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물리  

시설에 한 계획이다.” (하버드 학교 b, c)

4.4.2 기 별 상이한 자료운 체계

각 도서 에서 이 된 자료들이 각기 다른 

도서  운 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이 된 자

료들이 모듈에 입수되지만, 이것을 공동활용하

고자 할 때 시스템 상에서의 체계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 하 다. 특히 정기간행

물의 경우 기 별로 목록  제본 등이 다르게 

취 되고 있어 검색이 어려워 복을 이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하 다.

“각 학도서  마다 다른 도서  운 체계를 

ReCAP에서 운 할 때, 공통된 운 체계로 환

시킬 수 있는 소 트웨어를 체계화하고 구성해야 

하는 것이 문제 이다.” (콜롬비아 학교 a)

“ 복을 이고 싶지만, ReCAP에 보내길 원하는 

각각의 타이틀에 한 middleware를 검색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workflow)이다.” (콜롬비아

학교 b) 

“목록 record 통합이 의 경우 각 도서 마다 

제본, cataloging 하는게 달라서 복본 정리 부분

이 힘들다.” ( 린스턴 학교 b)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각 학도서 마다 도서

 운 체계가 다르다.” (하버드 학교 a)

4.4.3 이 자료 선정을 한 기  수립

참여기  부분이 이용이 은 자료를 ReCAP

에 이 하고 있었으나, 지속 으로 어떤 자료

를 ReCAP에 보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에서는 인문학자들이 

공동보존서고에 자료를 보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것에 해 충분하게 화를 하려고 노

력 이라고 응답하 다. 즉 이 자료의 선정

기 에 해 교수들과의 합의 과정을 보다 투

명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 다. 

“어떤 자료를 공동보존서고에 보내야 되는지에 

한 교수들과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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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투명하게 결정을 하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하다.” (콜롬비아 학교 a)

“캠퍼스 내 장서(on-site collections)에 한 

큐 이 이 가능해야 하는데, off-site에 이 되

어야할 자료는 무엇인지에 한 결정이 필요하

다.” ( 린스턴 학교 b)

“귀  자료나 손상되기 쉬운 자료는 보내지 않으

려고 한다.” (뉴욕공공도서  a)

“Recap에 보내는 자료에 한 루틴(routine)이 

없다. 출 요인(Circulation factor)이 아직 나

오지 않았으나 이용자료를 보내고 있다.” (하

버드 학교 a)

“아직 논의 이다. 주된 것은 Recap에 보낸다. 

구  디지털화 로젝트를 해 자료를 선택하

고 일반 으로 특별한 컬 션은 아니다. 일부는 

하버드 학에서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하버드 학교 b, c)

4.5 향후 ReCAP에 한 기 의 략 방향

4.5.1 공동장서개발 정책 수립

ReCAP은 보존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상으로 공유 디지털화  도서 별 운 방식에

서 공동운 방식으로 환하고자 노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한 공동보존서고

가 아닌 지속 인 장서 공유를 통해 공동장서

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동장서개발 정책 수립은 ReCAP을 기반

으로 각 도서 들이 공동으로 장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장서개발 승인 시스템(approval plan)

을 용함으로써 책 도매상과 계약을 통해 새로

운 책의 리스트를 기 으로 보내면 문가가 검

토하고 구매하는 것이다. 이때 공동 구매(Shared 

Purchasing)를 통한 복본을 이는 방법이 

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닌 지속 인 공유 장서

(shared collection)를 한 정기 인 이사회 모

임을 진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학교 c)

“ReCAP board에서는 략 계획(Strategic 

planning/direction)을 하고 매월(monthly basis) 

미 을 갖는다.” ( 린스턴 학교 a)

“정책수립을 해 운 원회가 정규 으로 모

이고, 분과별 모임과 온라인 미 을 하기도 한

다.” (뉴욕공공도서  b, c)

“하버드의 경우 ReCAP에 한 심은 보존 시설

(preservation facility)이 아닌 미래 장서 리시

스템(future collection management facility)

이다.” (하버드 학교 b, c)

4.6 코로나19 이후의 ReCAP 운  변화

코로나19 이후의 ReCAP의 운 에 한 내

용으로 린스턴 학교 ReCAP 담당자와 이

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ReCAP 공간의 특

성상 이용자들의 출입이 부분 제한된 공간이

라 코로나 상황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단 2021년 8월에 하버드 학의 수

장고 자료가 공식 으로 ReCAP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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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되어 다른 참여 도서  이용자들에게도 

하버드 자료이용이 가능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실물을 반출할 

수는 없었지만 ‘Electric Document Delivery 

Service'는 계속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 은 코

로나 이 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다.” ( 린스턴 학도서  b)

“올해 8월에 하버드 학의 수장고 자료가 공식

으로 ReCAP의 SCSB 시스템이 합쳐졌다. 

이제 린스턴과 콜롬비아 그리고 뉴욕공공도

서 의 이용자들은 ReCAP에 수장된 하버드 

자료 뿐 아니라 보스턴 인근에 있는 하버드 수장

고의 자료들도 같이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린스턴 학도서  b)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미국의 

표 인 연구도서  공동보존서고인 ReCAP 

(Research Collection and Preservation 

Consortium)의 운  사례를 조사하 다. 우선 

ReCAP 공동보존서고  참여기 인 콜롬비아

학교, 린스턴 학교, 뉴욕공공도서 , 하버

드 학교를 직  방문 조사하 고, 한 ReCAP 

참여기 의 각 기 별 ReCAP 업무 담당 문

가를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공

동보존서고 운  황, 성공  제한 요인, 미래 

정책 방향 등을 분석하 다. 주요 연구 결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보존서고에 이 되는 자료의 이

기 은 자료의 유형보다는 자료의 이용률, 물

리 인 상태 혹은 희귀성이 요한 요인이 된

다. 즉 ReCAP에 이 되는 자료는 주로 단행본

과 연속간행물이지만 사진, 화, 비디오  오

디오 테이 , LP, CD  지도 등 수집 자료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자료가 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eCAP으로 이

되는 가장 요한 선정 요인은 이용률이 낮

은 자료이지만 물리  상태가 손이 우려되는 

자료 혹은 귀 본 등은 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보존서고의 효율  운  시스템 구

축은 자료보존의 최 성, 자료이용의 신속성, 

근이용의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ReCAP

에 입고된 자료는 최 의 공간활용을 해 우

선 물리  크기별로 분류되어 트 이에 보 되

고 있으며 고 도서가 형태로 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온도, 습도 등의 리를 통해 

일반 보존서고 보다 자료의 수명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rint Delivery의 경우 자료 

반출이 매일 3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

송은 UPS를 통해서 다음날 달되는 시스템이 

운 되고 있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 Digital Delivery 서비스와 

ReCAP 공동보존서고 내에서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보존서고 자료 근의 

다양성  편의성을 고려한 극 인 운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보존서고의 효율  운 을 해서

는 단  도서 의 수장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한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통한 공간 확보  

자료의 안 한 보존뿐만 아니라, 공유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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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이용으로의 서비스 확 가 필요하다. 

기 ReCAP의 참여 도서 은 이용자료를 선

정하여 개별 도서 의 보존환경보다 장기보존

에 합한 공동보존서고로 이 하는 노력을 하

으나 이후 공동수집, 자료목록 공유, 공유장

서개발 정책, 공유 이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를 차 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서   한 곳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한 후 공동목록을 통해 이용률이 20%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공동보존서고 설립 등의 기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요 요인은 지속가능한 운 을 한 

물리  공간의 확장성이다. 연구 결과 ReCAP은 

설립 당시 50-75년을 계획했으나 20년이 지난 

재 50-60%가 채워지고 있어 수장고 포화상

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공동보존서고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공통된 자료운 체계 구축  공동장서

개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ReCAP 운 의 주

요 문제 은 이 된 자료들이 개별도서 마다 

상이한 운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공동운 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공동장서개발 

 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공동보존서고의 성공 인 운 을 해

서는 이사회, 운 원회 등의 공식화된 조직을 

통한 상호 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ReCAP

은 이사회와 원회를 구성하여 정규 인 미 을 

통해 운 산심의, 시설 확장  각종 규정과 정

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학도서 은 자료 수장공간 부

족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도서  서비스를 한 

공간 확보를 한 공동보존서고 구축의 필요성

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진바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연구도서  공동보존서고인 

ReCAP의 운  사례 조사를 통해 공동보존서

고 자료 선정 기 , 운  형태, 정책, 력체계구

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학도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 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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