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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의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정책결정 지침

Policy-making for Research Data in Repositories : A Guide

DISC-UK DataShare project, 2009년 5월 발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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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리포지토리 연구 데이터를 한 정책결정 지침’은 연구기 에서 기존 는 

개발 인 리포지토리의 디지털 장서에 연구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

을 한 한 도구로써 사용하기 해 마련되었다. JISC1)의 기 을 지원받아 에든버

러 학, 옥스퍼드, 사우샘 턴 학 등 력기 의 데이터 리포지토리와 련 서비

1) 국 합동정보시스템 원회(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 : 국의 고등교육 즉, 학의 강

의, 학습, 연구, 행정 등의 역에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효율 인 사용을 한 각종 로젝트를 수행하

는 조직이다. http://www.jis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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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확립된 로젝트의 공개보고서로 ‘디지털 생애주기 연구  컨설 (Digital 

Life Cycle Research & Consulting)'과 더불어 력기 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

한 결과이다. 연구 데이터에 지속 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 지원자들의 

증가하는 요구에 직면한 연구자들을 해 더 많은 연구기 들이 디지털 리포지토

리 서비스를 연구 데이터로 범 를 확장시키고 있는 만큼, 이 지침서는 우리의 경

험을 공동체와 더 폭넓게 공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지침서는 한 데이터 공유와 장기  근을 목표로 할뿐만 아니라 완 한 

데이터 리 실무의 이 을 명료화하기 해 간 으로 기여할 것이다.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연구기 과 도서 은 다음의 활동을 추구함으

로써 더 극 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문제  극 인 연구 데이터 리의 이 에 한 연구기  내 인식 

개선 

 데이터 리  보존을 한 정책 개발 지원 

연구 생애 주기 기의 데이터 리에 해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제공. 즉  

연구자들의 데이터 생산 방식  데이터 형식에 향을 주고, 데이터의 출  

 보존을 해 리포지토리를 이용하도록 참여시킴

 한 로컬 데이터 리 역량을 개발하기 해 IT 서비스 종사자들과 력 

 학생들에게 데이터 리  데이터 큐 이션 개념을 소개하고 교육

 연구가 진행 인 장 공간에서 리포지토리로 일 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

하는 방법 모색(Lewis, 2008) 

이 지침서는 넓게는 온라인 OpenDOAR Policy Tool(SHERPA, 2007), OAIS 참조 

모델(CCSDS, 2002), TRAC 체크리스트(OCLS, 2007)에 근거한 것이다. 비록 처음에

는 사회과학 데이터 세트에 을 두었지만, 연구기 들은 체로 방 한 양의 

이종 형식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많은 기타 연구결과물을 보고서에서 나열된 필수 

사항의 범주로 간주한다. 이 기타 콘텐츠에는 학술 간행물과 ‘회색문헌’뿐만 아니

라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지침서는 데이터 큐

이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부가가치 서비스, 자료의 선정과 평가에 한 세

부 사항은 다루지 않으며 한 자  제공자의 계획과 련된 정책제언, 연구자의 

필요조건, 데이터 리 문제 등에 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근 차와 련

된 복합 인 문제와 모든 서비스 개발 과정의 일부인 이용자 지원 서비스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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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침서 이용법

지침서의 각 장은 연구 데이터의 질, 리, 보존 문제에 을 맞추고 있는 여

러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 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리포지토리 기획자와 개

발자는 각각의 요구사항을 평가할 수 있고 가장 한 정책  계획 의도를 선

택할 수 있다. 

기타 사례에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한 와 련 도구들이 네모 

박스 안에 설명되어 있다. 

텍스트 간의 리스트는 두 개의 기호로 표시된다. 사례를 설명할 때는 다이아

몬드 기호(◆)를 사용하고 고려할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화살표시( )를 사용한다. 

지침서의 마지막 장에는 더 자세한 연구를 한 신뢰할 수 있는 참고문헌이 있다. 

리포지토리 정책 사례

DISK-UK DataShare 로젝트의 세 트 는 웹 페이지에서 각 기 의 정책을 소개하

고 있다. 

에든버러 학 DataShare 정책 

http://datalib.ed.ac.uk/dataShare/index.html#pol

옥스포드 학 연구 아카이  정책 

http://www.ouls.ox.ac.uk/ora/ora_documents2/ora_policies

e- 린트 소톤(e-Prints Soton) 정책

http://eprints.soton.ac.uk/repositorypoli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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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용범

1.a. 범  : 주제  언어

   어떤 주제들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가? 

   언어 문제는 없는가? 번역문이 함께 포함되는가 아니면 필요한가?( 를 들

어 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일 내의 텍스트, 메타데이터 

는 다른 문서들을 어로 번역할 것인가?) 

1.b. 연구 데이터의 종류

연구정보네트워크(Research Information Network) 보고서에도 언 되어 있듯이, 

“디지털 연구 데이터는 텍스트와 숫자에서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RIN, 2008) 

2005년 국립과학위원회 보고서 ‘수명이 긴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2)’에 따르면 데이터

는 그 데이터의 유래, 즉 관측데이터인지, 계산데이터인지, 실험데이터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아카이빙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관측한 해양 온도와 같은) 관측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사실에 바

탕을 둔 자료이며 재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아카이빙을 할 때 우선순위를 차

지한다. 계산 데이터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과 실행수단(예를 들어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 결과 

데이터 그 자체는 이론상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는 없다. 실험 데이터는 

복잡한 모든 실험 변수와 비용문제 때문에 쉽게 재현될 수 없다.(Gold, 2007)

   어떤 종류의 연구데이터가 구 보존에 포함될 것인가?

     과학 실험 데이터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모델과 시뮬 이션: 련 메타데이터를 가진 

모델과 그 모델에서 나온 계산 데이터

     찰데이터: 천문 측 자료에서 동물 찰 자료까지 특정 시기나 장소

에서 측되는 특정 상에 한 유일무이하고 체할 수 없는 데이터

(설문조사, 인구조사, 선거 련 기록, 장 기록 자료 등이 포함됨)

2) Long-Lived Digital Data Collections, National Science Board(N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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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된 데이터: 원데이터나 기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혼합하여 얻은 데

이터(원데이터의 작권을 존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는 참조 데이터: 를 들면 유 자 서열, 화학 

구조 등

     부록 자료(RIN, 2008)

추가 자료는 보통 연구 데이터 ‘정보 패키지’ 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부록 자료

는 코딩 자료, 인터뷰 가이드, 데이터 컬 션의 그래픽 순서도, 질문지, 연구방법 

 연구기술에 한 정보, 코드북, 데이터 수집 도구, 요약 통계, 데이터베이스 사

, 로젝트 요약/기술, 데이터에 부속된 간행물의 서지기록 등이 될 수 있다. 

1.c. 연구 데이터의 상태

과학 분야의 데이터 생산은 여러 단계와 특징으로 기술할 수 있다. 우선 과학 

도구에서 직  얻을 수 있는 ‘원자료’가 있다. 그 다음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선택

하는 단계가 있다. 그 후에 데이터는 데이터를 더 일반 인 스키마로 변환하는 단

계인 많은 표  혹은 특정 처리를 거친다.( , 스카이 맵, 목록)(Gold, 2007) 

   다음과 같은 연구 차/생애주기 상의 데이터 상태에 따라 리포지토리에 데

이터를 포함할지 결정하는가? 

     원데이터 는 비 데이터

     지정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비된 데이터

     근 정책에 명시된 로 문 배포가 비된 데이터

     요약/표 데이터 (출 물과 련된 데이터)

     ‘ 생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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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ARCHER(Australian ResearCH Enabling enviRonment)

ARCHER는 개방형 소스로, 연구 데이터를 더 우수하게 리하고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해 독립 으로 테스트되고 문서화되어 생산 비를 갖

춘 포  e-Research 인 라 요소이다. 

- 과학 도구 등 다른 여러 출처에서 얻은 큰 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 기록, 유지

- 데이터 일과 데이터 세트를 e-Research 장 리포지토리에 납본

- 련 메타데이터를 e-Research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용

- 력 환경에서의 데이터세트 주석과 토론 허용

- 연구 출 , 배포  근을 한 차세  방안을 지원

ARCHER 툴 세트 개요를 보려면 http://www.archer.edu.au/products를 참고하시오.

1.d. 버 (versions)

디지털 자료는 매우 쉽게 복제되거나 변경되며 삭제될 수 있다. 때문에 데이터의 

진본성을 입증하고 윤리 , 법   질 인 이유를 근거로 인증 받지 않은 데이터 

근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요한 련 개념은 마스터 일, 정식으

로 승인되고 확인된 최종 데이터( 는 기타 자료), 는 특정한 개발 단계에 있는 

(잠정 인 버 의 데이터나 일과는 조되는 개념인) 데이터 등이다.(UKDA, 2008a)

다양한 버 의 데이터세트를 납본하기 한 정책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는 데이터세트 명칭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버 번호(version 

numbers)를 사용한다. 

   리포지토리 코드 버 과 상태. 를 들어 안, 간, 최종, 내부용 버 3) 등

   리포지토리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세트를 복본으로 장한다. 

   리포지토리는 납본된 형태로 데이터의 원본과 문서를 보존한다.

   리포지토리는 보충 디지털 자료를 데이터 일과 함께 장한다. 

   리포지토리는 자료들 간의 계4), 이를 테면 ‘ 체자료’ 는 ‘ 체된 자

료’와 같은 계를 기록한다.  

3) 첫 번째 버 은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나오고 두 번째 버 은 데이터 정제 는 재설정에서 나온다. 세 

번째 버 은 복합 변수 구성 등에서 나오게 된다. 

4) 리포지토리는 모(母) 자료와 후속 자료들 간의 계를 유지한다.



리포지토리의 연구 데이터를 한 정책결정 지침  7

버  제어

여러 일 는 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소장하거나 일 간의 상호참조가 버

제어 하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주 요하다. 이를 통해 일에 있는 정보가 

변경되면, 다른 형식의 일에 있는 동일 정보도 역시 변경되도록 보증하는 확인

과 차가 하게 수행된다. (UKDA, 2008a)

데이터세트의 복합 버 을 납본하기 한 정책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버 은 일반  이용자의 에 띄기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의) 가

장 최신 버 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기 버 과 최신 버 은 링크로 연결

될 것이다. 

   리포지토리는 다양한 형식으로 장된 여러 일 는 자료들의 버  제어

가 되도록 보장한다. 

   자료의 구 인 식별자가 해당 자료를 항상 가장 최신 버 으로 연결해  

것이다. 

버  도구 : Versions of Eprints - 이용자 필요요건 연구  표 을 한 요구 조사

http://www.lse.ac.uk/library/versions/about/html

참고 : 재는 일반 으로 학술 문서에만 을 두고 다른 콘텐츠는 다루고 있지 않으

나 기본원칙은 응용 가능

 

1.e 데이터 일 포맷

선호하는 포맷은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지정한 포맷이다. 이를 통해 가독성과 재

이용성이 유지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보증된다. 일반 으로, 특

정 공동체가 수용하는 사실상의 기 이 존재한다. (DANS, 2008 p. 8)

   어떤 데이터 포맷이 납본에 합한지, 어떤 포맷이 선호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포지토리가 어떠한 포맷의 데이터라도 수용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포맷의 데이터까지 보존하면서 지속 으로 근을 보장할 필

요는 없다. 일반 으로 ‘데이터 세트’라고 지칭되는 것은 데이터 일 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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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일 안의 데이터와 애 리 이션 특정 콘텐츠로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한다. ‘원’ 데이터는 별다른 문제없이 보존할 수 있으나, 수반되는 애 리

이션은 이용상의 문제나 라이선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 포맷의 장기  리

에 해서는 ‘5.c 일 보존’에서 다루고 있다. 

선호되는 포맷 사례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사회  경제 분야 데이터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data-archive.ac.uk/sharing/acceptable.asp

ICPSR 가이드 : ‘Final Data Preparation: File Formats’를 보시오.

http://www/icpsr.umich.edu/ICPSR/access/dataprep.pdf

일 포맷 사례

◆ 통계(양 ) 데이터

애 리 이션 포맷 : SAS, SPSS, Stata, XML, Excel 등

   ASCII 일은 특정 애 리 이션 소 트웨어를 한 데이터 선언을 수반할 

것인가?

   엑셀 일은 탭이나 콤마로 단락이 나 어지는 일로 변환되어야만 하는가?

◆ 비통계 데이터

     질 (문자형) 데이터: RTF, HTML, ATLAS.ti, NUD*IST, NVivo, XML 등

     보조 자료: PDF, Word, 이미지 일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를 들면 사람의 음성 신호가 담긴 WAV 일, 

오디오 교환 일 포맷(.aiff), MP3 등

     유 자은행 포맷으로 인코딩된 라스미드(Plasmid)5)

     소 트웨어가 데이터를 표 하기 한 자바 웹스타트(Java webstart) 일 

     3D 이미지 데이터: TIFF 스택(stacks), RAW, DICOM 등을 비롯한 유사 

포맷

     이미지  디지털 상 데이터: MPEG-2, JPEG 2000

5) 라스미드(plasmid): 핵 이외의 세포질 속에 있는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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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산자와 납본인으로부터 수용 가능한 데이터 일 포맷을 한 정책 고

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가 잘 개발되고 리 수용되어 사실상의 기 역할을 하는 일

포맷만을 수용할 것인가?

   특정 일 포맷을 가독성과 재이용성이 유지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

도록 리포지토리가 보증할 것인가?(5.c 일 보존을 참조하시오)

   리포지토리가 가능한 실행가능하고 바람직한 수 으로 리하는 일 포맷

의 수를 최소화해야 하는가?

   리포지토리가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일 포맷으로 입증된 ‘개방형’ 공

유 일 포맷만을 수용해야 하는가? 

   리포지토리가 압축 포맷을 수용할 것인가?( 를 들어 7zip, gzip, winzip)

일 정규화(리포지토리에 데이터를 제출하 을 때 리포지토리가 일포맷을 변

환하는 것)에 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가 특정 유형의 디지털 객체( , 통계 소 트웨어 시스템 일)

를 기능성, 내구성, 보존성의 특징을 가장 잘 구 하는 선정된 단일 포맷

으로 변환시킬 것인가?

   독  포맷을 공개형 포맷으로 변환할 것인가?

  리포지토리가 (ASCII 는 유니코드 문자 세트로 인코딩된) 단순 텍스트 

버 의 데이터세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리포지토리가 자료의 변환 포맷과 더불어 본래의 비트스트림( 일)을 유지

할 것인가?

일 정규화 사례

1. 에든버러 학에서는 마이크로소 트 엑세스 데이터를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정

규화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가진 SQL로 변환한다. 이 스키마와 유니코드 테이블

은 압축되어 원 버 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리포지토리에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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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그 포스 에서의 사례.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고 장하기. 옥스퍼드 

학의 벤 오스틴(Ben O'Steen)이 말하기를 데이터베이스( 일 폴더로 나 어진 계층

구조의 일 컬 션)를 페도라 공유기반 리포지토리(Fedora Commons-based 

Repository)에 장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객체의 에서 일 

시스템의 물리  측면을 기술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객체와 개별 일을 한 

단일한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계 맺고 있는지 표

시하는 것’이다. 벤 오스틴은 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포맷의 기본 인 설명을 데이

터뱅크의 객체에 포함시켰다. 

참고: http://oxfordrepo.blogspot.com/2008/10/modelling-and-storing-phonetics.html

배포 포맷에 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가 자료를 이 , 장하며 이용자에게 배 할 목 을 가지면서 

장기 인 근을 한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포맷을 수용할 것인가?

   리포지토리는 독  소 트웨어 버 일지라도 데이터를 좀 더 최신의 소

트웨어 버 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를 들어 일부 리포지토리는 SPSS, 

Stata, XML 등 다수의 데이터 버 을 장하고 있다. 

일 유형 식별과 일 포맷 검증을 한 일 포맷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JHOVE 로젝트(아래 박스를 참고)는 다음과 같이 포맷 식별(format identification)과 

포맷 검증(format validation)을 구분하고 있다. ‘포맷 식별은 디지털 객체가 수할 

포맷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포맷 검증은 알려진 포맷의 명세에 해서 디지털 객

체의 수 수 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포맷식별(Format identification): 

PRONOM은 데이터 일 포맷과 련 소 트웨어 상품에 한 온라인정보시스템이다. 

PRONOM은 소 트웨어 상품, 각 소 트웨어가 읽고 쓸 수 있는 일 포맷에 한 정

보를 보유하고 있다. PRONOM은 문화 , 역사 , 경제  가치를 지닌 자기록  기

타 디지털 객체로의 장기  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 포맷, 소 트웨어 상품  

기타 기술  요인 등과 련한 공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 원이다. 

참고: http://www.nationalarchives.gov.uk/p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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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디지털 포맷 지스트리(GDFR) - ‘공통 로토콜로 통신하는, 독립 이면서도 

서로 력하는 지스트리의 P2P 네트워크...인 GDFR은 디지털 포맷에 한 표 정보

를 장, 발견, 달하기 한 지속 인 분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 http://www.gdfr.info

포맷 검증(Format validation): 리포지토리가 새로운 디지털 객체를 추가할 때 사용

한다.

JHOVE (JSTOR/Harvard Object Validation Environment) - 제한된 수의 ‘ 인’ 일 

포맷을 인식하고 검증하기 한 도구. 일 유형 식별도구이자 일 포맷 검증 도구이

다. JHOVE는 체 일을 조하고 포맷 명세사항의 수 정도를 결정한다. 

참고: http://hul.harvard.edu/jhove

DROID(Digital Record Object IDentification)은 PRONOM 지스트리를 사용하여 자동 

일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DROID는 장된 모든 디지털 객체의 정확한 포맷을 식별

하고, 식별자를 해당 포맷과 부속물에 한 기술 정보의 앙 지스트리에 연결하기 

해 설계되었다. DROID는 랫폼과 독립 인 자바 애 리 이션(Java application)이

며,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해 기록된, 공용 API를 포함한다.

참고: http://droid.sourceforge.net/wiki/index.php/Introduction

1.f 볼륨  사이즈 제한 

리포지토리에 보존하기 에 하나의 연구 자료 당 일 개수 는 연구의 체 

규모 당 일 개수를 제한할 것인지 고려하라

   바이트(bytes) 숫자에 제한이 있는가? 개별 일의 숫자, 는 다른 조건의 

제한이 있는가?

   리포지토리는 다수의 일을 하나로 묶는 압축 소 트웨어를 사용할 것인

가? ( , zipfiles)

특정 환경에서 리포지토리 시스템은 큰 규모의 데이터 일을 수용하거나 제공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해 주 기 의 기술  인 라에 의존하는 몇 가지 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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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torage Area Networks, SANs)는 온라인 데

이터로의 빠른 근을 제공하기 해 다른 종류의 데이터 장 장치들을 

상호 연결한다. SAN이 지원하는 활동에는 디스크 미러링(disk mirroring), 

백업  복구, 기록보존  보존 데이터의 검색, 다른 장 장치로의 데

이터 이동, 네트워크의 다른 서버들 간의 데이터 공유 등이 포함된다. 

     스토리지 리소스 로커(The Storage Resource Broker, SRB)는 분산된 데

이터의 컬 션을 연합시키고 그 데이터를 통일된 컬 션으로 이용자에

게 제공하기 해 샌디에고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 그리드 

애 리 이션이다. SRB의 특징은 분산된 데이터의 리, 통합, 공유 제

어, 출 , 복제, 송, 보존 등이다. SRB시스템은 Fedora와 같은 리포지토

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른 주요 소 트웨어 패키지 에 구축된 미들

웨어이다. 

(참고 Fedora: http://www.itee.uq.edu.au/~eresearch/projects/dart/outcomes/FedoraDB.php)

(참고 DSpace: http://wiki.dspace.org/index.php/DspaceSrbIntegration)

     규칙지향(Rule-Oriented) 통합데이터시스템 iRODSTM는 노스캐롤라이나

학 채 힐 캠퍼스의 데이터 인텐시  사이버 환경 그룹(SRB 개발자)에

서 개발한 오 소스 데이터 그리드 소 트웨어 시스템이다. iROD시스템

은 데이터그리드, 디지털도서 , 구보존아카이 , 실시간 데이터 시스

템을 지원하는 SRB 기술 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역이 각자

의 디지털 컬 션에 해 선언하는 바는 iRODS 규칙으로 특징지어지는

데, iRODS 규칙은 룰엔진(Rule Engine)으로 해석하여 시스템이 다양한 

요청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지를 결정한다.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Storage Area Network)와 리포지토리 

에든버러 학에서는 두 개의 SAN 버 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용으로 에든버

러병렬컴퓨 센터(EPCC, the Edinburgh Parallel Computing Centre)가 지휘 감독한다. 다

른 하나는 에든버러컴퓨터데이터설비(ECDF, the Edinburgh Compute Data Facility)가 운

하는 일반용도의 SAN으로서 많은 양의 연구데이터를 백업하고자 하는 학 계자 

구나 이용할 수 있다(참고: http://www.ecdf.ed.ac.uk). 방 한 규모의 데이터세트를 공

유하고 싶은 연구자라면 SAN을 포함, 원거리 장 치를 지정하고 근요청을 한 상

세연락처를 제공하는 에든버러 데이터쉐어 리포지토리(the Edinburgh DataShare 

Repository)에 기술메타데이터 코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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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리소스 로커(Storage Resource Broker)와 리포지토리

MIT 학과 캘리포니아 학, 샌디에이고도서 , 샌디에이고슈퍼컴퓨터센터의 공동 

로젝트인 PLEDGE 로젝트(Smith 외. 2006)는 DSpace를 한 SRB 리  그리드 방

식 스토리지 아키텍쳐를 보여주는 성공 인 사례이다. 이 사례는 확장․축소해도 손상

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공통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   보존 환경을 구 하

는 룰스엔진(rules engine)을 사용하여 연구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객체를 한 아카이

벌 정책을 표 화함으로써 얻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산된 데이터 컬 션

퍼듀 학의 e-데이터리포지토리(Witt, M. 2008 참고)는 페도라 웹서비스 임워크를 

사용해 부분 으로 장된 데이터세트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데이터세트를 한 기능

성을 제공할 목 으로 구축된 리포지토리이다.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세트는 실용 이

지도 않고 앙 리포지토리에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AISRB와 같은 미들

웨어가 지역차원에서 개발되어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인터페이스를 SRB(Storage Resource Broker)에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

토리지 그리드에 존재하는 데이터세트의 메타데이터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해져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세트들도 지역  데이터 컬 션과 함께 표 할 수 있게 되었다. 

2. 메타데이터

디지털 리포지토리는 다양한 유형의 메타데이터에 해 다수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한 기 을 사용하는 리, 기술(記述), 기술(技術), 구조, 보존 메타데이터들

은 데이터를 히 기술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제어하기 해 이용된다’(DCC, 2008). 

2.a 메타데이터로의 근

고려사항

   구나 메타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는 일부 메타데이터에 한 근은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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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메타데이터의 사용

고려사항

   본래의 메타데이터 는 리포지토리를 언 하지 않고 사  허가 없이 메타

데이터를 다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메타데이터를 상업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를 해 공식  허가가 

필요한가? 

   리포지토리 시스템이 OAI-PMH 지침 는 다른 수집 로토콜을 따르는 

타 기 의 데이터세트 기술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허용할 것인가? 

   어떤 수 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데이터세트 기술수  메타데이

터? 체기술수  메타데이터( , DDI XML 코드)?

   데이터 공 자는 메타데이터 재이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2.c 메타데이터 형식과 출처

연구자들이 데이터세트를 더 자세히 기술하고, 특히 데이터세트를 만들어낸 과

정을 기술하는 추가  일, 즉 ‘증빙문서’를 납본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증빙

문서의 는 통계  데이터의 코드북 일, 소 트웨어 로그램 코드, 포맷 설명

서, 연구 로토콜 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기술보고서 등이다. 이러한 증빙문서가 

없는 데이터세트는 재이용하기에 하지 않다. 

한, 부분의 리포지토리는 각각의 납본된 자료에 메타데이터 필드를 첨부하

여 특정 기  는 스키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더블린코어 요소에는 데이터 제

작자, 데이터 생성일, 록  주제 등에 한 기술(記述)정보가 포함된다.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는 OAI-PMH6)라고 불리는 XML 기반 표  교환 로토콜을 따르

는 리포지토리 소 트웨어 내에서 설정될 수 있는데, OAI-PMH로 인해 콘텐츠는 

웹서비스와 다른 리포지토리로 ‘수집’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디지털 도서관 이용자들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이용자들 눈에 보이지 않게 운영된다. 미국의 15개 주요 연구도

서관이 제휴하여 설립한 디지털도서관재단(Digital Library Foundation, DLF)에 따르면, 

디지털 도서관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세 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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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메타데이터 : 자료의 지적 콘텐츠를 설명하는 정보로써 MARC 목록 레코드, 

검색도구(finding aids), 또는 다른 유사한 스키마

 관리 메타데이터 : 리포지토리가 자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써 자료를 어

떻게 스캔했는지, 자료의 저장포맷(종종 기술(技術) 메타데이터라고 불림)은 무엇인

지 등에 대한 정보,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객체의 

장기적 보존에 필요한 정보(보존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구조 메타데이터 : 각각의 객체를 연결하여 논리단위를 구성하는 정보(예를 들어 

책의 개별 페이지 이미지를 책 자체를 구성하는 나머지와 연결하는 정보)

일반적으로, 장서 안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 이용자들은 

기술 메타데이터만을 볼 수 있다. 관리 메타데이터는 보통 장서를 유지하는 이들만 사용

하며, 구조 메타데이터는 대개 이용자를 위해 각각의 디지털 객체를 더 의미 있는 단위

로 묶는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된다(옥스포드 대학, 2005). 

리포지토리는 어떤 메타데이터가 리포지토리에 필요한지, 어디에서 각 메타데이

터 형식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술 메타데이터

     서지기술, 를 들면 더블린코어, MODS7), MARC21, MARCXML, ONIX8)

     구조화된 목록 코드 는 연구 기술(study description)은 각 데이터세트

에 해 만들어진다. 특정 분야 기술 메타데이터는 DDI, SDMX, FGDC, EAD, 

TEI 등이 있다. (사회과학 데이터, 그 에서도 DDI의 경우, ISPSE, 2005

년  3장 ‘기술문서 작성의 우수실무사례’를 참조하시오)

     데이터의 내용, 구조, 해석, 출처와 련된 체 정보. 즉 데이터 생산과 

수집에 이용되는 방법, 도구, 기술에 한 정보 

     데이터에 부속된 출 물의 참고자료

     리포지토리에 제출되기 , 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한 정보

7)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 MARC, DC, ONIX, TEI 등을 충하여 상호운용성과 정 성을 

모두 만족시킨 디지털도서  역의 범용 서지정보 표  메타데이터이다. 2002년 7월 미의회도서 이 공식 

발표하 으며 재 3.0버  이상으로 발 되어 있다. DC의 단순성과 MARC의 복잡성을 충한 MODS의 

주요한 특징은 MARC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다는 이다(디지털도서 운 론, 이수상, 2008).

8)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 모든 출 사가 도서에 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일반 인 국제

형식. ONIX는 출 물 상품 정보의 확장된 표 과 자유로운 상호 교환을 한 도서 정보 국제 표 으

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출 유통진흥원이 ONIX 련 기술과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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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생애주기 동안 유지되는 보존 정보로써 데이터의 제출, 큐 이

션, 배포 시에 취해진 조치를 증명함 : PREMIS9) 

     ‘사건 이력’ 정보는 장되어 디지털 객체와 연결되는가?

     권한 리 메타데이터

     표 정보: 이해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보여지기 해 데이터를 내부

으로 어떻게 코딩하는가(1.e. 일포맷 부분을 참고하시오) 

더블린코어 기반의 데이터세트 로 일은 에든버러 학의 데이터쉐어 리포지토리

(http://www.disc-uk.org/docs/Edinburgh_DataShare_DC-scheme1.pdf)

사우샘 턴 학의 e 린트 리포지토리

(http://www.disc-uk.org/docs/ePrints_Soton_Metadata.pdf)에서 이용되고 있다.

구조 메타데이터

구조 메타데이터는 연 된 데이터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계맺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가장 표 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키피디아에 설명된 ‘ 계형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Relational Database Metadata)'이다.

각각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저장한 메타데이터를 위한 고유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한 목록, 테이

블 명, 각 테이블의 열의 크기와 수 등을 포함한다. 각 데이터베이스에 컬럼의 목차, 즉 

그들이 이용한 테이블과 데이터 유형은 각 컬럼에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 용어법에 따

르면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목록이라고 불린다. 

구조 메타데이터의 다른  

     FOXML10)은 페도라 리포지토리 소 트웨어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로써 

페도라 리포지토리에서는 복합 인 객체가 하나의 일로 취 된다. 

9) PREMIS, http://www.loc.gov/standards/premis/

10) Introduction to Fedora Object XML (FOXML)

   http://www.fedora.info/download/2.0/userdocs/digitalobjects/introFOX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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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I-ORE11)은 각 요소를 한 유일무이의 URL 주소를 사용하는 리소스 

맵(resource map)을 만들어 인터넷에 분산된 복합 인 객체를 정의한다. 

     METS12)는 복합  디지털 객체의 ‘wrapper'로 사용되는데, 디지털 객체가 

그 로 식별되고 작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를 들어 리포지토리에서 입

력과 출력

     RDF13)는 웹자원에 한 명령문을 만드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명령

문은 종종 “삼 ” 형식의 RDF/XML, 즉 객체를 서료 연결시키는 주어-목

어-서술어 형식으로 표 된다( 를 들어 A는 B의 이형이다). 

OAI-ORE에 하여:

‘OAI-ORE(Open Archives Initiative Object Reuse and Exchange)는 웹자원 집합체의 기술 

 교환을 한 표 을 규정한다. 이 집합체들은 때때로 복합 디지털 객체로 불리며, 

분산된 자원을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비디오 등의 다 매체유형과 통합시키기도 

한다. 표 의 목 은 이들 집합체의 풍부한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데이터구축, 납본, 교

환, 시각화, 재이용  보존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비록 학문의 성

격과 학술커뮤니 이션의 변화,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한 사이버 기반시설에 한 필

요성 등은 표 화에 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용 사례이지만, 본래 우리의 의도는  

더 화되는 웹 2.0의 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한 웹 기반 정보를 개 으로 종합하

는 표 을 개발하는 것이다.’ 

참고 : http://www.openarchives.org/ore/toc.

2.d 메타데이터 스키마

리포지토리 장서 내 데이터의 수집, 리, 이용을 지원하기 해 추가 인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리포지토리는 특수범  데이터세트에 해 추가  혹은 확장 인 메타데이

터 스키마를 실행하고 있다. 를 들어 천문학 는 우주물리학과 같은 새로운 커

뮤니티/컬 션을 개발할 때 SPDML(Space Physics Data Markup Language) 스키마를  

11) Open Archives Initiative Object Reuse and Exchange (OAI-ORE)

   http://www.openarchives.org/ore/

12) 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METS) 

   http://www.loc.gov/standards/mets/

13)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http://www.w3.org/RDF/



18  외국도서  정책자료Ⅲ

DSpace에 ‘ 용’할 수 있다. 이는 우주물리학 데이터를 리포지토리에 보 하고 싶

어 하는 연구자들에게 특정 데이터 유형을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기반을 둔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정 역의 풍부한 데이터세트(기

본 인 더블린코어 기반 스키마를 사용하면 손실될 수 있는 데이터세트)를 수집할 

수 있음을 뜻한다. 

교수학습객체(Learning Object Metadata, LOM), 생물학종(種) 찰 데이터(Darwin Core), 

SPASE 데이터 모델(우주과학 데이터 기술을 한 표  메타데이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DDI(Data Documentation Initiative)는 데이터세트 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자원의 생

애주기에서 생된 기술된 자료까지도 설명하는 XML 기반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를 들어 연구기  출처  설문문항 체, 결과변수의 수집에 사용된 방법 등에 

한 정보 등도 여기 포함된다. DDI는 처음에 코드북을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만들

어졌으나 시계열 데이터, 복합 계 데이터 일, 표 데이터로까지 응용범 가 확장되

었다. DISC-UK 데이터쉐어 로젝트는 리핑 페이퍼에서 DDI 메타데이터를 사용하

여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향상 잠재성을 확인했다(Martinez, 2008). 

3. 데이터 제출(수집)

3.a 납본자의 자격규정

   지 에 따라 납본 자격이 제한되는가? 

  를 들어 납본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인된 구성원, 학직원, 정규 등록한 학생, 기  소속 직원, 학부, 주제 

커뮤니티 는 권한을 임 받은 리인

     데이터 생산자 는 그들의 표자(‘자가 납본’)

     리포지토리 직원만 가능

   콘텐츠에 따라 납본 자격이 제한되는가?

  를 들어 납본 자격이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고유한 작만을 납본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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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데이터에 해 기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자

     리포지토리의 규정에 따라 완 한 데이터세트를 납본하도록 제한받는 자

     특정한 유형 는 주제의 데이터만을 납본하는 자

   제출 시 에러가 났을 경우 디지털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포함하

여 제출한 데이터를 받았다는 확인문을 납본자에게 보내야 하는가? 

3.b 리포지토리에서의 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이 완 히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가? 확인한

다면 일부 데이터만 불시 검하는가 아니면 제출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

하는가? 

   리포지토리는 정확성을 해 메타데이터 코드를 확인한다.

   리포지토리는 디지털객체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s, DOIs)를 추가하거

나 핸들시스템(the Handle system)과 같은 다른 속 인 식별자를 추가한다. 

   리포지토리 운 자는 아이템에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검토하는가?

     자/납본자가 격한가?

     리포지토리 자료범 와 련이 있는가?

     유효 포맷인가?

     스팸메일은 배제하는가?

3.c 데이터 품질 요건

3.c.1 의무사항

리포지토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제출자에게 제공하는, 이해하기 쉽게 

어진 명확하고 간결한 납본 합의문을 마련해야 한다. 부분의 경우 데이터 생산

자는 디지털 연구데이터의 품질에 한 책임이 있다. 리포지토리측은 데이터 장

과 이용가능성을 책임져야 한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데이터 입수정책

에 포함될 수 있다. 

입수된 콘텐츠(전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납본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의 유효성

과 진본성은 제출자 고유의 책임이며 리포지토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SHERP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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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리포지토리는 납본된 자료 내에서의 실수, 락 는 법률 반에 

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한 데이터세트가 정확한 것인지, 제출자가 데이터 콘텐

츠로부터 발생하는 법  행 로부터 리포지토리 기 을 보호해주는지 등의 여부

를 제출자가 보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법  험을 일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은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테이크-다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6장 데이터의 퇴출 참고).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 재이용을 한 필요요건의 범 를 다루기 해 제출자에

게 승낙서를 제공해야 한다(4장 데이터에 한 근과 재이용 참고). 

3.c.2 품질 평가

콘텐츠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해 리포지토리가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한다면, 리포지토리는 다음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그 품질을 단할 수 있다.  

문가  동료들이 평가하는 고유의 과학  품질.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데이터가 데이터 생산자(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는 연구기 )의 연구 

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데이터 생산자는 학술 으로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 분야의 일반 인 기 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는가?

   연구데이터가 특정 유형의 연구에 유용하며 재이용하기에 당한가?(DANS, 

2008 p. 7) 

   필요한 해석정보(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생산자가 제공해왔다. 기술, 구조, 

리 메타데이터는 리포지토리에 용가능한 지침에 따라 리포지토리가 

생산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 문서에 기록된 바 로 데이터의 변수와 값들이 정확하고 재이

용을 해 충분히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보장하기 해 데이터 일을 면

히 검사해야 한다. 

   데이터 일의 메타데이터가 기술문서(descriptive documentation) 내의 메타데

이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 를 들어 데이터세트의 변수 명은 

코드북의 변수 명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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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기 성과 정보공개

DANS(Data Archiving and Networked Services, The Netherlands)에서 승인한 

데이터 씰

‘DANS는 보존된 데이터를 미래에 발견하고 식별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인

증 씰(seal)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인증 받은 데이터 씰은 데이터의 품질, 내구

성, 근성에 한 다수의 기 을 충족시키는 연구에 용할 수 있다. 연구 데이터를 

구 으로 보존하고 데이터에 한 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리포지토리라면 승인된 

(데이터) 씰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승인된 (데이터) 씰에는 사회과학  인문학 분

야의 연구데이터를 창작, 장  (재)이용할 때 그 품질을 확인하고 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은 ‘승인된 데이터 씰’을 인정하기 한 기 가 될 것이

다.’(DANS, 2008) 

 

때로 리포지토리는 데이터 제출자에게 사람을 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수집

된 데이터의 기 성과 비공개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리포

지토리는 민감한 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사회과학 데이터를 보존한 경우, 리포지토리가 수집한 데이터 장서가 다음과 같

이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포함하는지 단하기 해 데이터의 기 성

을 엄 히 재검토한다. 

-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공개 인 정보와 함께 이용되는 정보

- 데이터 응답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이러한 재검토 과정을 마쳐야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리포지

토리가 와 같은 정보들을 찾아낸다면 정보공개 험을 제한하는 공공열람용 

일을 만들기 해 총 책임자와 상의한 후 민감한 데이터에 한 조정을 취해야 

한다.(ICPSR, 2007c) 

3.e 공개제한상태

일부 리포지토리의 기반시설 시스템은 콘텐츠를 에 공개하도록 승인받기 

까지 데이터에 한 근을 제한하거나 데이터를 격리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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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포지토리 측과 제공자 측이 서로 합의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공개제한을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개인정보, 극비정보  민감한 정보를 규정해

두고 데이터 처리자(연구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요소를 선정하

다. 더 나아가 연구윤리 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어떤 종류의 동의를 구해왔는지

를 근거로 하는 데이터공유계획을 승인하거나 반 할 수 있다.

UK 데이터 아카이 (the UK Data Archive)는 연구자들을 해 ‘데이터 공유에 한 동

의, 기 성  윤리’의 포 인 개요를 작성하 는데, 이는 데이터의 리와 공유를 목

으로 한 웹페이지의 일부로써 만든 것이다.

기관 리포지토리는 일반적으로 한번 제출된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법적상황으로 인해 연구기관은 특정 이용자층에게 특정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상황에는 저작권 규정, 특정 연구커뮤니티가 만든 정책(예를 들면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커뮤니티 내부 사람들로 제한하는 정책), 후원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관 내 후원사무국의 이용제한요청, 심지어 특정 데이터에 대

한 접근비용 등이 있다. 이들 정책 기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접근과 사용

자 유형, 기관 제휴, 이용자 층, 기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콘텐츠와 그 일부에 접근

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권한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Johnson, 2002).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공개제한요청과 제한기간은 리포지토리 직원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데이터 생산자( 는 데이터 생산자의 변인)가 결정하는가? 

   리포지토리는 메타데이터에는 공개 으로 근할 수 있지만, 특정 방법으

로 데이터 자체에는 근할 수 없도록 자료를 장하도록 선택할 것인가? 

   데이터공개제한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소 트웨어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매뉴얼 차가 필요한가? 

3.f 권리와 소유권

리포지토리 서비스는 데이터 아이템 이동에 한 허락 정을 서면형태로 는 

웹상으로 제출자와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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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리포지토리가 납본된 자료에 해 갖는 권한의 범 는 어느 정도인가?

   디지털 리포지토리가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의 진본성에 한 필요조건 때문에 일 포맷의 변경이 제한되는가?

   제출된 본래의 자료를 보존처리과정 에 리포지토리가 하다고 여기는 

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가?(Beedham 외, 2005 p. 105)

   리포지토리가 데이터의 보존과 근성을 미래에도 보장하기 해 데이터세

트를 번역, 복사, 재정리할 수 있는가? 한 보안이나 백업문제 등을 이유

로 데이터 세트의 사본을 보 해도 되는가? 제출자는 이에 한 특정 제한 

요청을 리포지토리에 통보할 수 있는가?

   모든 메타데이터를 함께 이 하고 이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

에 데이터세트를 다른 리포지토리( 를 들어 주제기반 리포지토리, 기  

리포지토리)로 이 할 수 있는가? 

   메타데이터 는 증빙 문서를 리포지토리 소장자료에 한 공개 근 목록

에 통합시킬 수 있는가?

   리포지토리는 데이터세트를 복제하고 송하며 보 할 때 데이터세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포맷이나 소 트웨어를 그 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리포지토리가 데이터세트의 보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래 리포지토리에 

장되어 있거나 다른 리포지토리로 옮겨진 모든 데이터의 유실이나 손상

에 해 리포지토리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제출자는 리포지토리에 납본한 자료의 최신버  는 미래에 변경되는 버

을 다른 곳에 납본할 권리를 유지하는가?

작권과 련하여 제출자의 동의 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납본된 데이터세트의 콘텐츠는 어떠한 법률조항도 반하지 않는다. 

     납본된 데이터세트는 독창 인 자료이며 다른 구의 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 를 들면 납본된 데이터세트는 인가받은 상품 혹은 상업  상

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출자가 납본한 데이터세트가 제3자의 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출자는 원 작권자나 변인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데이터세트에 추가

하겠다는 확고한 허가(연구 로젝트의 상업 , 학술  트 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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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제3자로부터 작권 허가를 받지 못한 자료는 납본과정 에 데이터세트

에서 삭제한다. 

    제출자가 자신의 고용주 이외의 다른 연구기  는 조직으로부터 후원

을 받거나 보조 을 받아 데이터세트를 제작했다면 제출자는 자료를 출

할 때 후원받은 기  는 조직에서 제시한 모든 의무사항을 수해야 

한다. 

기 의 법제부에서는 최종납본 정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작권을 갖는가?

사실정보(facts)는 작권을 갖지 않으나, 정보보호의 수 은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연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다이 티 (the Database Directive)에서 축 된 데이

터베이스를 매우 잘 보호해왔는데, 오직 작권법에만 의지하는 미국의 정보보호

의 경우 유럽의 수 에 미치지 못한다. 디지털큐 이션센터(Digital Curation Centre)

에서는 국법령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한 지 재산권(IPR)을 명시하는 요약보

고서를 제작해왔다. (McGeever, 2007)

납본 정에 포함되는 작권법 선언 시 

작권법 반은 모든 경우 자/제출자에게 책임이 있다. 리포지토리에서 작권법 

반의 증거를 입수하면, 련 자료를 즉시 삭제한다. 

납본된 자료에 한 지 재산권 혹은 기타 권리를 반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리포지토리는 제출자 는 다른 작권 소유자를 신하여 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제출자는 승인된 권리를 포함하여 작에 한 작인격권을 계속 보유한다.

(에든버러 데이터쉐어 리포지토리를 한) 납본 정의 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datalib.ed.ac.uk/DataShare/Depositor-Agre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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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에 한 근과 재이용

오  데이터

‘오  데이터는 작권, 특허권, 는 기타 제어 매커니즘의 제약 없이 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철학이자 행이다. 오  소스 는 오  

액세스 등과 같은 다수의 다른 “오 ” 활동  커뮤니티와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 키피디아 - http://en.wikipedia.org/wiki/Open_data)

최근 웹 서비스와 기반시설 분야의 기술  발 으로 인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이용, 

장, 시각화, 분석하는 차가 화되고 있다. 

수치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합하기 한 '커뮤니티 심’의 웹 2.0 기술을 사용하는 

공동유틸리티의 로는 매니아이스(Many Eyes), 스 블(Swivel), 인포침스(Infochimps) 등이 있

다. 한 구 어스(Google Earth), 오 스트릿맵(Open Street Map), 오 이어(Open Layers) 등

과 같이 치기반정보(location-based information)를 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지도제작 도구, 지

구 찰뷰어(earth viewer), 지오 라우 (geo-browser)를 사용한 공간  시각화 는 매쉬업

(mashup) 체도 공동유틸리티에 포함된다. 이들 유틸리티를 통해 연구자들은 ‘오 된’ 역동  

환경에서 자신들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다.(Macdonald, 2008 a, b)

리포지토리 개발자들에게 ( 를 들어 API를 통해) 코드를 개방하거나 새로운 러그인

(plug-ins) 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리포지토리 환경 내에서 수치  공간데이터의 시

각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매력 인 잠재  제출자를 확보하여 (정보) 생산

량을 늘리고 ‘부가가치’ 기능의 일부로서의 분석과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오  데이터 재단(Open Data Foundation, http://www.opendatafoundation.org).

     오 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 http://www.okfn.org)과 같은 비 리 조직

4.a 데이터 객체로의 근

디지털 연구데이터는 찾기 쉬워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극 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창작한 이들의 권한을 보호하며, 데이터가 이용될 때 합법 인 이익을 

가지는 이들의 권한 역시 보호하는 환경에서 근이 제공되어야 한다.(RIN,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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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액세스(Open Access)

오 액세스 출 운동(open access publishing movement)14)은 2002년 2월 부다페스

트 오  액세스 이니셔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와 그 가맹국들에 의해 시

작되었다. ‘오  액세스’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이용자들이 무료로 자료를 읽고 이용

할 수 있는 근을 의미한다.’( 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Open_access)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 콘텐츠에 이 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근이 허용된

다 할지라도 데이터 재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4.b 데이터 객체의 이용과 

재이용 참고)

근 제어

일부 는 모든 아이템에 한 근이 제한된다면, 리포지토리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근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지  (일반 , 연구조직, 회원, 행정직원)

   치 - 특정 IP 주소 는 물리  치를 기반으로 근 제한

   주어진 시간동안 자료에 동시 근하는 이용자의 수

근 제한

리포지토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데이터에 한 근을 제한하도록 요구받

을 수 있다. 를 들면 데이터세트가 이용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기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든지 데이터세트가 특허상품 는 상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그 다면 근을 어떻게 제한

할 것인가? (Dulong de Rosnay, 2008)

근 제한 조건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리포지토리는 안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서버에 데이터를 장하

고, 연구자 소유의 제한된 데이터세트를 이용하고 물리 으로 안 하게 

14) 오  액세스(Open Access) : 통 인 학술 의 구입  구독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학술자료

에 한 새로운 근 방식이 두되었다. 오  액세스는 그 표 인 안으로 ‘직 인 비용의 회수

를 기 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온라인에서 작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배포 

유형’이다. 오  액세스에 한 최 의 요한 국제  성명서는 2002년 2월의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이다. 이는 오  액세스에 한 정의를 제공했으며 오  액세스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크게 

두 가지의 보완 인 략, 셀  아카이빙과 오  액세스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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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에 한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리포지토리는 아주 민감한 기  문제가 있는 제한된 데이터를 해 ‘Data 

Enclave’15)를 제공한다. 이는 제출자 혹은 리포지토리 어느 쪽에서도 지시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하는 유일한 형식은 엄격히 제어된 조건 

하의 리포지토리의 안 하게 장된 데이터에 한 실지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ICPSR, 2007a)

등록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근하기 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가?

   모든 제출자가 의무 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가?

  로컬 등록 시스템을 실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 를 들면 UK Access Federation, 

는 campus single sign-on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 통합할 것인가?

   데이터에 한 근은 기 /부서 수 , 사용자 등록 수 에서 리할 것인

가 아니면 데이터세트 수 에서 리할 것인가?

   모든 데이터세트에 서로 다른 권한, 허가  조건에 해 개별 으로 태그

를 달아야 하는가?

   이용자들은 허용 조건과 근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가?

다음 디지털 리포지토리 시스템은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 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이

다. 이 시스템들은 지역 으로 운 되며 오  소스가 아니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 

시스템들은 데이터 리부터 온라인데이터분석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버드 학의 데이터버스 네트워크 로젝트(Dataverse Network Project) : 각 데이

터버스를 한 범 한 디지털도서 서비스는 ‘데이터 아카이빙, 보존 형식화, 목록작

성, 데이터인용, 검색, 변환, 서 세 (subsetting), 온라인 통계분석  보  등을 포함한

다. 각 데이터버스는 데이터세트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구조는 오직 데이터

버스 제작자( 자 는 연구 로젝트를 한 데이터버스 제작자)가 생산한 연구 내용

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들 데이터버스는 (  논문을 한 데이터세트의 사본과 같

은) 출 된 작이나 ( 의 사본 아카이  는 학 학과  하  분과와 같은) 특정 

커뮤니티를 해 수집한 데이터세트와 연결된다.(http://thedata.org)

15) Data Enclave : 폐쇄된 연구 공동체 내에서 데이터세트를 공유하기 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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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사회과학데이터서비스의 네스타(NESSTAR) : ‘네스타(Nesstar)는 데이터 출

  온라인 분석을 한 소 트웨어 시스템이다. 네스타 소 트웨어는 데이터 제공자

가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보 할 수 있는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스타는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조사 데이터와 다차원 표까지도 다루고 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

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불러오고, 분석할 수 있다.’(http://www.nesstar.com)

캘리포니아버클리 학의 문서화 조사  분석(SDA) : ‘SDA는 조사데이터에 한 문

서화  웹기반 분석을 한 로그램 세트이다. 데이터세트의 맞춤형 서 세트를 만들

기 한 과정도 있다.’(http://sda.berkeley.edu)

근방법

데이터를 제공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는 체 데이터 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일  처리 방식을 통해 데이터에 근할 수 있다. 

   검색어기반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에 근할 수 있다. 

   다운로드 목 으로 데이터를 선택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기술(記
述)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다. 

   특정 소 트웨어 애 리 이션을 이용한 분석 작업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를 들어 셋업 일이나 시스템 일)

   시각화  매핑 애 리 이션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른 웹 서비스들도 시스템의 데이터에 근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 자, 과학자, 술가, 교육자들이 자유롭게 옮

길 수 있도록 창작물에 쉽게 그 권한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시 혼합하며, 

상업 으로 사용하거나, 조합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http://creativecommons.org)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Commons)는 데이터 공유의 법 , 문화  측면 탐색을 한 미

국 기반 로젝트이다. 사이언스 커먼즈 측에서는 데이터에 해 작물 이용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국의 오 지

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과 같은 다른 계자들은 이와 같은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디지털큐 이션센터(Digital Curation Centre)는 리핑을 통해 사이언스 커먼

즈에서 내린 이 같은 결론에 해 다루고 있다.(Mcgeever, 2009)

오 데이터커먼즈(Open Data Commons)는 PDDL(Public Domain Dedication and License), 

DDbl(Open Database License)과 같은 오 데이터운동(open data movement)과 일치하는 

데이터에 한 라이선스 형식을 제공한다. 

(http://www.opendatacomm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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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데이터 객체의 이용  재이용

리포지토리는 이용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제한사항에 해 알려주는 정책을 

가진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에, 이용자는 온라인 상의 이용 조건에 동의해

야 하는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는 공유 역에 속하며 재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속성에 한 계약상의 제한, 비상업  사용을 한 제한, 데이터 수정 지,  

는 데이터 재분배나 변경의 제한 등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데이터를 재이용하는 것은 지한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재포맷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 

   ( 를 들면 요청 등에 의해) 개별 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윤리  방식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마련한다. 

리포지토리 서비스는 제출자들로 하여  작물이용허가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인터넷 애 리 이션에서 리 사용되고 

원 작물(copyrighted work)에 보편 으로 용되는 작물이용허가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작자 표시(Attribution) : 리포지토리는 데이터 이용자가 원 작물  생

작물을 복제, 배포, 시, 재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리포지토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한한다. 

   비 리(Non-commercial) : 리포지토리는 제출자의 작물  생 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배포, 시, 연기, 연주 는 상연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비 리 목 에 한한다. 

   변경 지(No Derivative Works) : 리포지토리는 원 작물의 요약본을 다른 

사람이 복제, 배포, 시, 연기, 연주 는 상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변경

작물에 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리포지토리는 원 작물을 리하는 라이선

스와 동일한 라이선스에 한해서만 변경 작물의 배포를 허가한다. 



30  외국도서  정책자료Ⅲ

참고: 데이터 출  정보에 한 CLADDIER의 설명

재 인쇄출 물은 본문, 감사의 말 등에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 데이터 

출처를 자동으로 찾기가 어렵다. 국의 CLADDIER 로젝트는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인용하기 한 다수의 필요요건들을 조사했다. 이는 잘 정의된 구  개체에 한 명

백한 참조를 요구함, 이해할 수 있는 참조/인용이 필요함, 명백한 데이터참조는 (실용

인) 데이터를 생산한 활동이나 도구를 포함해야 함, 데이터의 출처(즉 리포지토리)는 데

이터 생산자만큼이나 요하며 명백해야 함 등이다.

한 이 로젝트에서 데이터 생산자는 인용을 한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

다. 즉 인용문을 통해 데이터 생산자/제공자에 한 추 이 가능해야하고, 데이터를 

이용 매트릭스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의 지  수 은 학술논문과 동등해야 

한다. 한 데이터를 인용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http://claddier.badc.ac.uk/trac/raw-attachment/wiki/wp10-mtg/CLADDIER-datapub-briefing-20070514.pdf)

인용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세트를 인용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다음의 시 외에도 자이름, 제목, 체서지정보를 추

가 으로 인용할 것인가?  

     원 메타데이터 페이지의 하이퍼링크 는 URL 주소

     원 작권 선언

     원 권한 허가 선언

   기 의 정책에 따르면 리포지토리를 언 하는 것이 필수 인가?

사본

데이터와 첨부 자료의 사본을 만들 때 어떤 제한이 있는가? 

   데이터는 어떤 형식이나 매체로도 복제되어 제3자가 사본을 볼 수 있으며 

한 제3자에게 사본이 제공될 수 있다. 

   데이터는 개인  연구나 조사, 교육  목 , 비 리  목 으로만 복제가 

가능하다.

   사  허락이나 비용부담 없이 상업  용도로 데이터 사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작권 소유자의 공식  허가 없이, 모든 아이템은 상업 으로 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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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콘텐츠와 메타데이터의 수집

   문 인덱싱이나 인용문 분석을 해 로 이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재의 로토콜이나 보안 정책에 따라 리포지토리 시스템은 구 이나 야

후와 같은 검색엔진이 리포지토리의 정보 객체를 검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4.c 이용자 조사  이용 통계

   이용자의 로그 행태를 지원하기 해 근 메커니즘은 개별 이용자를 충분

히 개별 으로 식별하는가? 

   자료에 근하는 모든 련 행동이 기록되는가? 

   어떠한 리포지토리 이용자 통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 이용할 수 있는가?

    를 들면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 직원

     제출자

     데이터 생산자

     리포지토리 이용자

     연구자  제공자 / 출 사

     기  / 조직의 기  소유자 / 고  경 자

5. 데이터의 보존

리포지토리는 데이터 공유에서 장기 아카이빙에 이르기까지 마다 다른 목 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오랜 근을 보장하기 해서, 처음부터 보존 문제에 

한 특정한 정책이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a 데이터 보유 기간

아래의 와 같이 데이터세트의 보유 기간을 정해 두어야 한다.

     자료를 무기한 보유한다. 

     제출받은 날짜로부터 최소한 XXX년 간 자료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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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지토리가 존재할 때까지 자료를 보유한다. 

     개별 자료마다 요구되는 만큼의 보유 기간을 설정한다. 

5.b 기능  보존

소 트웨어의 기술  낙후 문제로 인해 특정 일 형식의 가독성을 보장하는 것

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 리포지토리는 시간이 지나도 특정 일포맷이 이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만약 리포지토리가 오랜 시간동안 유용성과 이해가능성을 보장한다면, 이

러한 보장에는 어떠한 특정 일형식이 포함되는가?

데이터베이스 큐 이션(Database Curation)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빙은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의 통제 하에 유지되고 계형 데

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구조화되는 데이터 아카이빙에 을 맞추

고 있다. 과학  데이터나 참조 데이터를 아카이빙 할 때,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빙은 시

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장서를 유지하는 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형식의 데

이터베이스 아카이빙은 데이터의 오 라인 사본을 만드는 작업과 이들 사본을 효율

으로 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DCC 리핑 보고서를 

참고하라(Müller, 2009).

5.c 일 보존

앞부분의 1.e 데이터 일 포맷 장에서는 어떤 일 포맷이 납본에 합한지에 

해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리포지토리가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세트를 

리하는지에 해 알아본다. 

‘오래 전부터 내려온 데이터 관리 기술과 디지털 보존의 우수실무사례를 혼합하여 사

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DSpace에 저장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포맷에 관해서는 수많은 파일 유형의 독점적인 특징으로 인해 데이터의 지속적 보

존을 보장하기가 어렵다.’(MIT 도서관, 2002)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일 포맷을 해 다양한 수 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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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지원할 수 없다면, 일부 포맷은 단지 비트 수 으로만 보존할 

것인가? ( 일을 매체변환하거나 이 할 계획은 없는가?)

   리포지토리가 보존 인 일을 암호화하거나 압축할 것인가? 

   리포지토리는 행 우수실무사례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일을 정기 으로 

백업할 것인가? 

   그 지  내용에 한 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경우 새로운 일 

포맷으로 매체 변환할 것인가? 

기 의 연구데이터 보존 략

코넬 학 알버트 R. 만 도서 (Albert R. Mann Library)에서 운 하는 DataStaR(Data 

Staging Repository)는 출   아카이빙 데이터, 고품질의 메타데이터를 특정 학문 분야

의 데이터 센터, 코넬 학 소속기  리포지토리에 장한다. 한 연구과정 기에 데이

터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 간의 력과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며, 그 

이후에는 장기 큐 이션과 보존에 합한 리포지토리에 데이터를 달한다.

참고: http://datastar.mannlib.cornell.edu/

모나쉬 학(Monash University)은 연구기간 동안의 데이터 보존  큐 이션 문제를 다

루기 해 도메인(Domain), 데이터 장(Data Store), 큐 이션 경계(Curation Boundaries)

의 개념을 제안한다. 데이터 객체를 평가, 기술, 제어하며, 합한 데이터 장소로 이

할 수 있는 일련의 큐 이션 경계를 통해 데이터는 개인  연구 자산에서 공유 연구자

산으로, 다시 공공 자산으로 이동한다.(Treloar 외, 2007)

5.d 속성과 진본성

OAIS 표 (CCSDS, 2002)은 디지털 객체로부터 추출한 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하

기 해 이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속성을 정의한다. 체크섬16), 메시지 다이제

스트17), 디지털 서명 등과 같은 속성 검사는 디지털 객체가 시간 혹은 어떤 사

16) checksum :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계. 오류 검출 방식의 하나이다. 개는 

데이터의 입력이나 송 시에 제 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입력 데이터나 송 데이터의 맨 마지막

에 앞서 보낸 모든 데이터를 다 합한 합계를 따로 보내는 것이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하나씩 

받아들여 합산한 다음, 이를 최종 으로 들어온 검사 합계와 비교하여 오류가 있는지를 검한다. 

17) message digest : 각 메시지마다 고유하게 산출되도록 만든 간단한 문자열.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단

방향 해시 함수로 반복 용하여 축약된 일정한 길이의 비트열로 만들어 표 한 것으로, 메시지마다 

단 하나의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산출되고,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같은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산출될 수 

없다. 따라서 원문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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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후에 변화하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 속성 검사에서 얻은 

정보들은 디지털 객체의 무결성과 진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속성 정보를 언제 만들 것이며 언제 검증할 것인가?

속성 정보는 보존 워크 로의 수많은 단계에서 만들어지거나 검증될 수 있다. 

아카이  리정책, 아카이 의 환경, 필요 신뢰도 수 , 이 세 가지를 통해 속

성 정보를 언제 만들 것이며 어떤 유형의 속성 정보를 만들 것인지, 얼마나 자

주 검증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속성 정보를 만들어내고 검증하는 한 시 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를 만들어 낸 시

     데이터 입수 시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 변형 시

     표 정비 차의 일부

     데이터 보  시 (Paradigm Project, 2007)

디지털 객체와 메타데이터의 진본성을 확보하기 해서

   리포지토리는 가 각 데이터세트에 근했는지, 가 리포지토리의 질  

수 을 높이고 리포지토리에 주석을 달았는지 알려주기 해 로토콜과 

이용 추 을 구축할 것인가?(RIN, 2008 p. 14) 

   데이터세트와 명시  링크간의 재 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6. 데이터의 퇴출과 지속 계획

데이터세트 퇴출 조건 검토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리포지토리에서 삭제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자료의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리포지토리에서 자료를 퇴출시킬 수 있다.

     작권 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명백하게 법을 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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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 보장

     사실을 왜곡한 연구

     기 성 문제 등

   제출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것인가?

     리포지토리에서 자료를 퇴출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와 같이 퇴출조건을 

표시하라.

     퇴출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완 히 삭제한다.

     퇴출된 자료를 삭제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이용을 지한다.

     퇴출된 자료의 식별자/URL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보유한다면 얼마나 

오래 보유할 것인가? 를 들어 구 보유, 일시 보유, 아  보유하지 않

는 것  어떤 것인가?

    링크가 깨지는 것을 피하고, 자료를 체버 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며 자료 이력을 유지하기 해 URL 주소는 구 인용(‘tombstone' 

citation)을 계속 연결 

퇴출 아이템의 메타데이터

     리포지토리 혹은 제출자 어느 한쪽에서 데이터세트를 삭제할 수 있지만, 

리포지토리는 데이터세트의 흔 이 되는 메타데이터 코드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퇴출된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는 검색이 가능/불가능하다. 

폐쇄와 지속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지토리를 폐쇄할 경우 데이터를 한 다른 아카이 로 이 할 것인가?

   최  창작자에게 자료를 되돌려 것인가?

   데이터를 지속 으로 보유할 수 있는 다른 기  혹은 특수 분야 리포지토

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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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단계

 세계 으로 연구기 들은 통합된 디지털 지식 기반 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의 연구 데이터 생산물을 더욱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공유하고, 리하며, 보존하는 임무는 연구자들과 해당 연구기 , 국가기록

보존소의 도  과제이며, 신뢰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해가능하고 유용한 해결

책을 만들기 해서 련 학문 분야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 으로 정보가 공개

될 수 있다는 망에 따라 역동 인 디지털 미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시설, 환

경, 근 방식을 구축하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 안내서는 연구 데이터 생애주기 동안의 지원을 신 으로 개 하고 있는 연

구기 을 한 정책결정 체계를 제안한다( 국에서는 JISC, RIN, DCC가 이를 장

려한다18)). 다년간의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 ( 를 들어 ICPSR, DANS, UKDA 

등19))에서 인용한 자료들이 증명하듯이, 데이터 아카이빙에 한 문지식은 1960

년  이후로 서서히 발 해왔다. 이 안내서는 기  리포지토리 개발을 가속화하기 

해 에서 언 한 것과 같은 각 기 들이 용하는 우수실무사례와 표 화를 

이끌어내기 한 방안을 탐색한다.

DISK-UK DataShare 로젝트는 데이터 지원 문가와 연구기  리포지토리 동

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지침서를 만들었다. 데이터를 리포지토리 환경으로 

가져오는 일과 련된 정책  실무를 토의하고 이를 충분히 실천할 때 기 들 

간의 이러한 력은 미래의 진 을 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로젝트에서 얻은 

결론 에서 요한 것은 데이터 리를 한 정책이다. 한 연구 데이터의 리

와 구 인 근을 한 많은 과제에 한 해결책을 지원하는 공유 도구와 략

이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안내서를 통해 연구기 에서 데이터 리  공유를 한 디지털 서비스를 

계획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해결하기 한 논의와 정책개발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한층 더 권  있는 믿을만한 정보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보고

서의 참고문헌 이용을 권고한다. 

18)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Digital Curation Centre

19)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Data Archiving 

and Networked Services in the Netherlands, UK Data Archive at the University of Es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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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Ⅰ

- 구 과 도서 로젝트 화해안

A Guide for the perplexed : 

Libraries and the Google Library Project Settlement 

2008년 11월 발표

들어가면서

구 은 2008년 10월 출 계와 디지털화된 도서의 권리에 한 규모의 화해합

의를 이끌어 냈다.1) 그러나 이 화해합의안에 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지

되었으며, 구 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9년 11월 뉴욕지방법원에 

수정된 화해합의안을 제출하 고, 재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의 화해합의안뿐만 아니라 수정된 화해합의안에 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내용이 무척 방 하여 도서  분야

에서는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 한 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기 해 도서 을 한 첫 번째 안내서가 2008년 11월 발표

되었고, 2009년 6월에 두 번째 안내서가 발표되었다.2)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시 

수정 제출된 화해합의안에 해 설명한 세 번째 안내서가 2009년 11월 20일에 발

표되었다. 

국내 도서 계에서도 구 화해안에 해서 지속 인 심을 기울여야 하기에 화

해안 이해를 한 이 안내서 Ⅰ과Ⅱ를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구 화해안에 한 설명은 도서 연구소 웹진 42호 최신동향 참고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0909002.html

2) 두 번째 안내서는 2004년 구 과 미시간 학 간에 맺은 기존의 약을 개정한 것(미시간 수정안 2009년 

5월 20일 발표)에 해 설명하 다. 



38  외국도서  정책자료Ⅲ

혼란스러운 도서 을 한 안내서Ⅰ: 구 과 도서 로젝트 화해안

2008년 10월 28일 미국작가조합과 미국출 회는 구 도서 로젝트 련 소

송에 한 화해합의안을 발표했다. 도서 로젝트를 통해 구 은 주요 연구도서

  기타 출처로부터 제공받은 수백만권의 도서를 구 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스캔해왔다. 공공재산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도서에 해서 미국출 회와 작가

조합은 구 의 스캔 작업이 자신들의 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모든 향을 받는 권리보유자들을 표한 집단소송이 되었기에 화해안은 아직까

지 뉴욕지방법원 재 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화해안은 도서 에게 한 도 과제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안내서는 화해안

으로 인해 제기된 정책  문제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도서 에 

직 으로 용되는 조항들에 특히 을 두면서, 화해안 조항에 해 개 으

로 살펴볼 것이다. 화해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부록 포함 200페이지) 이 안내

서는 수많은 세부사항 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간추렸다. 이 안내서는 법 조언

용이 아니며, 화해안에 동의할 것을 고려 인 도서 들은 복잡한 화해안에 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화해안 페이지 참조는 호 

안에 표시하고 있다. 

기본 인 구성

화해안에 따르면 구 은 작권이 있는 도서를 구 의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계

속 스캔하는 것이 가능하며 스캔한 도서의 체 콘텐츠를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화해안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구에 따라, 구 은 재의 로

그램을 통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도서 텍스트를 보여주는 권리에 해 권리보유

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이 기구를 도서권리등록소(Book Right Registry)라 하며 

도서권리등록소는 구 에서 나온 보상 을 작권 소유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그리고 구 은 고  텍스트 문 구독권 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 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의 37%를 구 이 갖게 될 것이며 나머지 63%

는 도서권리등록소에 지 될 것이다. 추가 으로 구 은 도서권리등록소에 최소 4

천 5백만 달러의 비용을 선불로 지 할 것이며 도서권리등록소는 이를 2009년 1

월 5월까지 스캔된 도서의 권리보유자에게 분배할 것이다. 도서권리등록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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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 회와 작가조합 표자 양측이 동등한 숫자로 구성된다. 

화해안에 따르면 도서는 손으로 쓰거나 인쇄한 낱장 종이묶음을 모아 인쇄 작

물로 제본하여 출 하거나 공 으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정기간행물, 사 문서(미

출 된 일기 는 편지 묶음), 는 명기된 분량 이상의 악보나 가사집 작물은 

도서에서 제외된다.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최  출 된 도서가 아닌 한, 미국 작

권청에 등록되지 않은 도서 역시 화해안에서 정의한 도서에서 제외된다. 

화해안은 도서를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작권이 있는 도서(본질 으로 출 되어 있거

나 출 요청 로그램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도서)

 상업 으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작권이 있는 도서

 공공재산인 도서

구 은 여러 기존 데이터베이스들을 조사해서 어떤 도서가 상업 으로 이용가능

한 도서인지에 한 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화해안에는 권리보유자 는 도서

권리등록소가 구 의 분류체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차에 해 명시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구 은 작권자나 도서권리등록소가 제기한 이의에 따라, 

어떤 도서가 공공재산에 해당되는지에 해서도 결정할 것이다. 한 화해안은 

기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하여 구 에게 면책조항을 제시한다. 

화해안은 작권이 있는 두 범주의 도서에 해 구 이 할 수 있는 것들에 해  

기본 규칙을 설정한다. 그리하여 상업 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아래에서 상세히 다룸), 상업 으로 이용이 가능한 도서에 

해서는 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공공 재산에 속하는 도서는 작권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도서에 해서 구 은 완 한 자유를 갖는다). 요한 것은 화해안은 

2009년 1월 5일 이후에 최 로 출 된 도서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는 이

다. 그 외에도, 권리보유자들은 화해안에서 으로 이탈하거나, 구  서버에서 

특정 도서를 삭제할 수 있으며, 는 특정 도서에 해 기본 규칙을 변경할 수 있

다. 따라서 실 으로 보았을 때 화해안은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하고 작권이 

있는 도서에는 제한 으로 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보유자들은 화해안의 일

반 인 기본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이들 도서에 한 자신들의 권리를 면 하게 

리할 것이다. 

이는 곧 화해안이 더 이상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서 작권이 있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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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선 으로 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출

된 도서  약 70%가 이 범주에 해당되며, 20%는 화해안에서 다루지 않는 공공재

산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작권이 있는 

도서들이다. 

서비스  이용자 유형

화해안은 서로 다르지만 복되기도 하는 세 범주의 이용자들을 상으로 다양

한 무료  유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세 이용자 범주는 체 이용자, 공공

도서   학, 연구기 으로 구분된다. 

체 이용자 - 무료 서비스

   미국 내의 모든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질의에 제공되는 디지털화된 도서를 

해 구 의 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다.

   공공재산에 속하는 도서의 경우 구 에서 문을 제공한다.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작권이 있는 도서에 한 기본 규칙에 따

르면, 구 은 해당 도서의 20%까지 그 내용을 보여  수 있다(p. 52). 재 

구 은 검색어 당 3개까지만 “발췌문(snippets)”을 제공하고 있다.3) 그러므

로 화해안은 체 출 된 도서 에서,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고 작권

이 있는 도서, 즉 추청치 약 70%인 도서들의 텍스트 분량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상당히 확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표  미리보기(standard preview)”에 따르더라도, 구 은 한 도서의 

체 20%까지 그 내용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  수 있으며 비소설의 경

우 일반 으로 인 한 5페이지 이상 보여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용

자가 검색을 통해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면, 그 페이지와 인 해 있는 4페

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용자는 검색어가 다시 나타난 페이지에 인

한 다른 5페이지를 보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은 모든 경우에 화

면으로 볼 수 있는 5페이지의 바로 앞 페이지와 바로 뒤페이지는 보지 못

하도록 막을 것이다(p. 52). 

3) 검색어는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발췌문은 검색어를 심으로 1~2  정도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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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의 경우, 단일 명령에 따라 기본 규칙이 다르게 용되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텍스트의 분량이 달라진다. 이용자가 소설의 어느 한 페이지에 도

달할 때마다 구 은 도서 체의 5%, 는 인 한 15페이지  더 은 

쪽 분량을 보여  수 있다. 구 은 한 맨 마지막 5%, 는 최소 마지막 

15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한 도서의 20%까지 보여

주는 규칙은 계속해서 용된다(p. 52). 

   그 외에도 다양한 기본 제공 규칙이 다른 범주의 작에 용된다. 복수 

자의 희곡집이나 소설집, 시집 는 단편소설집에 한 원문 제공은 허

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사 , 약학참고서, 백과사 , 가격/구매 안내서, 인

용문집, 시험 비문제집, 시소러스에 해서는 구 은 “고정 미리보기”만을 

제공할 것이다. “고정 미리보기”란 이용자 질의어에 상 없이 도서의 최  

10%에 해당하는 동일 페이지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 은 도서산업표  

 커뮤니 이션(BISAC) 코드4)에 따라 이들 도서를 분류할 것이다(p. 53).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작권이 있는 도서에 한 기본 규칙에 

따르면 구 은 서지정보만을 보여주거나 표제지, 작권페이지, 목차, 색인 

페이지와 같은 자료만을 제공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도서에 해서는 

구 은 재와 마찬가지로, 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발췌문도 제공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범주의 도서에 한 화해안의 기본 규칙에 따라 

구 은 재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분량을 제공할 수 없다. 

   이용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없다

(p. 52).

   에 언 된 바 로, 권리보유자는 자신의 도서를 상으로 기본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한 화해안에 따라 다른 권리보유자의 도서 안에 포함된 

작물에 한 권리보유자는 자신의 작물에 한 권리를 독립 으로 행

사할 수 있다. 화해안이 인정하는 “삽입물”은 (1) 서문, 후기, 에세이, 시, 

단편소설, 편지 , 노래가사 등의 원문 (2) 동화책 삽화 (3) 악보 (4) 도표, 

차트, 그래  등이다. 삽입물에 사진, 아동도서 이외의 삽화, 지도  회화

는 포함되지 않는다(p. 9).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서 작권이 있는 

도서의 작권자가 구 에게 다른 권리보유자의 삽입물을 제외한 도서의 

나머지 부분을 화해안의 기본 규칙에 따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삽입물의 권리보유자는 자신의 삽입물이 제공에서 제외되도록 선택할 수 

4) 출 계 도서분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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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p. 29). 이와 유사하게 정부자료 는 공공재산인 도서에 삽입된 자료

의 권리보유자들도 삽입물을 제공에서 제외하도록 구 에 요청할 수 있다

(p. 32). 그러나 도서 권리보유자와는 달리 삽입물 권리보유자는 구 도서

로젝트에서 삽입물을 완 히 삭제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정 도서의 권리보유자가 도서 자체를 삭제하지 않는 한, 도서 내 삽입물

의 권리보유자가 삽입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은 가능하다. 

체 이용자 -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구 에서 만든 계정을 통해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작권

은 있는 도서의 문에 한 온라인 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보유자는 도서 구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구 은 권리보유자들의 

이익을 최 화하기 해, 각 도서의 최  가격을 찾도록 설계된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근거로 하여 권리보유자가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모든 도서에 

해 가격을 책정한다. 일단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크게 묶어서” 

도서의 가격을 책정하여 배포된다. 구매할 수 있는 도서  5%는 1.99달

러, 10%는 2.99달러, 13%는 3.99달러, 13%는 4.99달러, 10%는 5.99달러, 8%

는 6.99달러, 6%는 7.99달러, 5%는 8.99달러, 11%는 9.99달러, 8%는 14.99

달러, 6%는 19.99달러, 5%는 29.99달러로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유사한 

도서에서 수집한 집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묶음씩 도서의 가격을 책정

할 것이다. 구 은 도서의 매 데이터에 따라 도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한 개별 도서의 가격이 가격 책정 알고리즘에 따라 수정될 수 있

기 때문에, 구 은 시간이 지나면 묶음 가격으로 도서를 배포하는 것을 조

정할 수 있다.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는 도서 가격 묶음의 수, 가격, 가격 

묶음에 배포되는 도서 등에 한 사항을 동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p. 50). 

한 화해안이 효력을 가진 지 3년이 지나면 그 후로 4년마다 구  는 

도서권리등록소가 가격책정 구조에 한 재 상을 요구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화해안을 통해 구속력 있는 재를 포함하

는 논쟁 해결 차를 제시한다(p. 49). 

   도서를 구매하고 나면 이용자는 어떠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든 도서 

문을 볼 수 있는 구  온라인 근권을 갖게 된다(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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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단일 명령5)으로 구매한 도서의 최  4페이지까지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할 수 있다. 복수 명령을 이용하면 도서 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다(p. 48). 

   이용자는 단일 인쇄 명령을 통해 구매 도서의 최  20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다. 복수 명령을 이용하면 도서 체를 인쇄할 수 있다. 구 은 자료

를 인쇄한 인증된 이용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부호화된 워터마크

를 인쇄된 페이지에 표시해둘 것이다(p. 48).  

   이용자는 구매한 도서에 주석을 달 수 있다. 주석이란 이용자가 만드는 텍

스트로써 도서의 페이지가 보이는 웹 페이지에서 보일 것이다(p. 48). 이용

자는 자신이 붙인 주석을 이 서비스를 통한 도서 구매자  자신이 지정한 

이용자 최  25명과 공유할 수 있다(p. 39).  

   삽입물의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삽입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도서 

구매자는 삽입물을 볼 수 없다. 이 게 되면 도서 구매자( 는 기  구독자, 

아래에서 설명함)는 출 된 도서의 체 내용에 해 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도서   학을 한 무료 공공 근 서비스

   구 은 공공 근서비스를 요청하는 각 공공도서   비 리 고등교육기

에 공공 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p. 60). 

   각 기 에 있는 공공 근서비스를 한 컴퓨터 단말기에서 이용자는 기  

구독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도서의 문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작권이 있는 도서의 범주와도 일반 으로 일치

한다(p. 60). 

   이용자는 공공 근서비스 단말기에서 본 자료 페이지를 도서권리등록소가 

책정한 “합리 인” 페이지 당 가격으로 인쇄할 수 있다(p. 60). 이용자는 

공공 근서비스를 통해 근한 도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하거나 주석을 

달 수 없다. 

   구 은 공공도서 시스템의 개별 도서  건물 당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무

료 공공 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p. 60). 여기서 공공도서 이란 (a) 

이 이용할 수 있고, (b) 카네기 분류법(Carnegie Classification)6)에 따른 고

5) 1회 복사-붙이기를 사용하면 4페이지를 복사-붙이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면 체 도서를 

복사-붙이기 할 수 있다는 의미임

6) Carnegie Classification : 미국의 학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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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기 이 아닌 비 리기  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 이며 (c) 도

서  도서 외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외 출하는 도서 을 말한다. 화해

안은 연방정부에서 주로 기 을 지원받거나 연방정부가 리하는 도서

은 공공도서 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p. 15). 

   카네기 고등교육기  분류법에 의해 학 연합(Associate Colleges) 인가를 

받지 않은 고등교육기 들에 해서는, 구 은 일제 학생 1만명당 하나

의 단말기로 무료 공공 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p. 60). 

   카네기 고등교육기  분류법에 의해 학 연합으로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

기 에 해서는, 구 은 일제 학생 4천명당 하나의 컴퓨터 터미 로 무

료 공공 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p. 60).

   무료로 는 연회비를 내면 추가 으로 단말기를 이용하게 하여 공공 근 

서비스를 확장하도록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는 동의할 수 있으나, 화해안

에는 이러한 확장에 한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다(p. 60). 

기 구독

   구 을 통해 기 구독을 하면 기 에 속한 이용자들은 기 구독 데이터베

이스 내의 모든 도서 문을 볼 수 있다.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에는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서 작권은 있는 도서가 포함된다. 기 구독 데

이터베이스 근은 기 구독을 하는 기간동안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근

이 구 이지 않은데 이는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 개별 

도서에 한 근을 구매했을 때와 조된다. 

   구 은 한 특정 학문 분야 장서를 표하는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의 일

부에 한 정기구독을 제공할 수 있다(p. 43). 

   기 구독 정을 통해, 구 은 기  내의 “ 합한 개인”들만이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 도서에 근하도록 제한한다. 교육기 에서 ‘ 합한 개인’은 

교수, 학생, 연구자, 직원, 사서, 사업용역자, 교내에 들어온 일반  이용

자 등이 해당된다. 공공도서 의 경우 합한 개인이란 도서  이용자와 

직원을 말한다(p. 47). 

   인증된 각 이용자들은 단일 명령으로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서

를 최  4페이지까지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다. 복수 명령으로는 도

서 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다(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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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된 각 이용자들은 단일 인쇄명령으로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서를 최  20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다. 복수 명령으로는 체 도서를 

인쇄할 수 있다. 구 은 자료를 인쇄한 인증된 이용자가 구인지 확인하

는 부호화된 식별정보를 인쇄 페이지에 워터마크로 삽입할 것이다(p. 47). 

   인증된 각 이용자들은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의 도서에 주석을 달 수 있다

(p. 47). 학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와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서로 주석

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다음해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도 주석을 

공유할 수 있다. 한 구독 기 의 직원들은 개별  업무 로젝트 기간동

안 다른 로젝트와 련된 직원들과 서로 주석을 공유할 수 있다(p. 40). 

   인증된 각 이용자들은 자 약서비스와 학습 리시스템과 같이 학습에 이

용하는 기술 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기 구독 인증을 받은 다른 이용자

도 도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47). 

   구 은 공정 이용과 같은 작권법 조항의 제한  외규정에 포함되는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 도서에 해서는 다른 목 의 이용을 으로 

지한다(p. 47). 

   구 은 도서  로젝트 극참여 도서 7)  력도서 이 기 구독을 

구매할 때 보조 을 지 할 수 있다. 아래에 그 범주가 설명되어 있다(p. 57). 

기 구독의 가격 책정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는 기 구독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가격구조에 

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화해안은 구속력있는 재를 포함한 논쟁해결

차를 제공한다. 

   기 구독과 련한 경제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1) 권리보유자를 표한 라이선스와 각 도서에 해 시장 시세로 수익을 

실 , (2) 고등교육기 을 포함하여 들의 범 한 근 실 ”에 의해 

결정된다. 더 나아가서 “원고와 구  측은 의 두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목표가 권리보유자를 한 장기  수입을 보장

하면서 동시에 일반 들이 도서에 근할 수 있도록 모두 책임질 것이

7) 극참여 도서 은 구 에게 작권이 있는 도서를 스캔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신 도서의 디지

털 본을 받는 도서 이다. 극참여 도서 은 도서  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제되고, 구 이 제공하는 디지털 본으로 도서 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합의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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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동의했다(p. 42).”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는 기 구독의 가격을 결정하기 해 다음의 요인들

을 활용할 것이다. 그 요인들은 제3자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사 상품  

서비스의 가격,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서의 범

, 스캔의 품질, 기 구독의 일부로 제공되는 연재기사 등이다(p. 42). 

   가격은 일제 이용자의 수를 기 으로 산정될 것이다. 고등교육기 에서

의 일제 이용자는 곧 일제로 등록한 학생들을 의미한다(p. 42).

   일제 이용자 가격 책정은 기 의 서로 다른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

될 수 있다. 기 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기  범주는 (1) 법인회사, (2) 고

등교육기 , (3) 고등학교, (4) 정부, (5) 공공도서  등이다. 도서권리

등록소의 승인 없이 원거리 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고등교육기 뿐

이다( 를 들어 교수는 집에서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고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다)(p. 42).

   구 은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의 학문주제별 하 세트를 한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은 “ 체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구독

하는 기 에게 인센티 를 주기 해, 다양한 기 구독 이용 버 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것이다. 그로인해 체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 구매

가격은 학문주제별 장서에 한 근 가격을 모두 합친 것보다는 낮아질 

것이다(p. 43).”  

   구 은 앞에서 간략히 언 한 목표에 부합하는 최 의 가격책정 략을 제

안할 것이다. 이 략에는 각 원고 기 이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의 체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때와 학문주제별 장서에 근할 때의 목표 소매가

격, 그리고 기  컨소시엄  기 구독자들을 한 할인가 등이 포함된다. 

구 이 최  가격책정 략을 도서권리등록소에 제출하면, 구 과 도서권리

등록소는 180일 이내에 제안 략을 두고 상을 할 것이다. 만약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논쟁사항은 구속력 있는 

재로 회부된다(p. 43-44).

   최  가격책정 략 기간 의 일제 이용자 기  가격은 “유사한 상품 

 서비스의 재가, 잠재  구독기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 수

집과 시장 평가를 한 기타 방법”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구 은 목표 소

매가를 유사한 상품  서비스의 재가와 비교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책임이 있다. 한 구 은 이 데이터를 도서권리등록소에 제공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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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마도 재인은 가격책정 략과 련한 논쟁에서 와 같은 데이터

에 의존하여 재할 것이다. 

   최  가격책정 략은 2년 내지 3년의 효력을 가질 것으로 상된다.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는 그 다음 가격책정 략의 유지에 해 동의할 것이다

(p. 44). 

   구 은 기 구독자들에게 유료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타 서비스

는 화해안에 포함되며 도서권리등록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타 서비스 수입

의 일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 경우는 (1) 기 구독을 통해서 도서에 근하

여 월등하게 뛰어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2) 다른 곳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 구독 근을 이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 질 때이다(p. 46). 

도서  유형

재의 구  도서  로젝트 덕분에, 구 은 스캔할 도서를 제공하는 수많은 

트  도서 들이 있다. 이번 화해안은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에 따라 트  도

서 을 극참여 도서 , 력도서 , 공공 역 도서 , 기타 도서 의 네 가지 범

주로 구분했다. 

극참여 도서

   극참여 도서 이 되기 해서는 반드시 도서권리등록소와의 정에 서명

해야 한다. 정에 동의하면 도서 은 구 도서 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작권 침해와, 정 내용에 있는 모든 행 에 해서는 책임을 지

지 않아도 된다. 

   극참여 도서 은 스캔할 작권이 있는 도서를 구 에 제공할 것이며, 

그 가로 도서의 디지털본을 받게 된다. 구 이 도서 에 제공하는 디지

털본 세트가 도서  디지털본(library digital copy, 이하 디지털본)이다.  

   구 은 해당 도서 에서 제공받지 않은 도서들의 디지털본을 극참여 도

서 에 제공할 수 있다(구 은 다른 극참여 도서 을 통해서도 도서를 

입수한다). 9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 의 경우, 구 이 해당 도서

의 장서를 3만권 이상 스캔했다면 다른 도서 에서 스캔한 디지털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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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장서가 9만권 이하인 도서 의 경우, 해당 도서  장서의 

30%이상을 스캔한 경우에만 다른 도서 에서 스캔한 디지털본을 제공할 

수 있다(이 수치는 작권이 있는 도서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구 은 그 

도서  장서에 포함된 도서의 디지털본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p. 72). 

   기  컨소시엄에서는, 어떤 도서  장서에서 스캔한 디지털본을 다른 도서

이 받기 해서 최소 참여수 이 다양하게 용된다. 일단 구 은 각 도

서  장서  최소한 1만권의 도서를 스캔해야한다. 추가 으로 도서  컨

소시엄이 2백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면, 구 은 그  65만권 이상

을 스캔해야 한다. 도서  컨소시엄이 소장한 장서가 2백만 권 이하라면 

구 은 해당 컨소시엄이 소장한 장서의 30% 이상을 스캔해야 한다(p. 73). 

극참여 도서 의 디지털본 이용

화해안에는 극참여 도서 이 디지털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도서 은 “ 재의 디지털본을 기술 으로 보존, 유지, 리하기 한 정당

한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본을 복제하거나 기술 으로 수정할 수 있다(p. 73). 

   도서의 인쇄복제본을 만들기 해 디지털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도서

가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질이 나빠지거나 혹은 분실되거나 아니면 도서

를 도둑맞은 경우, 는 특정 형식으로 장된 도서를 그 형식으로 더 이

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도서 이 정 가격으로, 이

러한 이용은 비이용 복제본을 입수할 수 없다고 단을 내릴 경우이다(인

쇄형식본을 신할 비이용 복제본이라는 것은 곧 매되는 인쇄물을 신

하여 제공되는, 이용이 허가되지 않을 자료를 의미한다)(p. 75). 

   도서 은 시각장애, 신체  제약, 기질성 기능장애, 는 난독증 등의 이유

로 인쇄된 자료를 읽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해 디지털본 도서

에 한 특수 근을 제공할 수 있다(p. 14). 특수 근이란 화면확 , 음성출

력, 자동 자출력장치8) 등을 말한다.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에게는 이러한 

특수 근이 제공되지 않으며, 특수 근을 장려하기 해 필요한 정도 이상

으로 더 오래 제공되지도 않는다. 

   “권 있는 문가”에게서 인쇄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문서를 받은 

8) Refreshable braille display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각 정보, 즉 자로 출력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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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외에는 특수 근을 이용할 수 없다. 권 있는 문가는 (1) 시각장

애인 는 신체장애자를 한 국립도서  서비스를 주 하는 연방법과 규

정에 따라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문 직

업인, 는 (2) 표  는 일반 으로 인정받은 임상평가 방법에 따라 인쇄

자료 읽기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합한 주(州)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p. 5). 한 이용자가 권 있는 문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주장하는 경우, 는 물리 으로 찰했을 때 이용자가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문 사서가 인쇄

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보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작권법을 어

기고 도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p. 73-74). 

   도서 에서는 이용자가 디지털본 내에서 련 자료를 찾도록 하는 자체 검

색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검색도구를 통해 이용자는 디지털본에서 오직 

발췌문 텍스트만을 읽거나 볼 수 있다(p. 75). 

   도서 이 연구자료 집 소(Research Corpus)의 호스트 사이트 조건에 동의

한다면, 이용자들이 디지털본으로 “비소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다. 비소모 인 연구와 연구자료 집 에 해서는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

의하고 있다. 

   고등교육기 에 속한 도서 은 교수진과 연구 직원들에게 개인 학문 목

과 수업 목 으로 디지털본으로 된 모든 도서를 5페이지 이내로 읽고, 인

쇄하고, 다운로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해당 도

서들은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강의가 제공되는 학기 동안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에서는 아래에서 논의한 보안조항

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기간 동안 도서이용기록을 추 하여 이를 도서권리

등록소에 보고한다(p. 76). 기 구독이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학도서  

사서와 학의 최고 고문변호사가 공동으로,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도서의 추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권 매, 상호 차, 

자 약서비스, 수업지원시스템 는 기타 허용범 를 어기는 이용 등은 허

가되지 않는다(p. 78-79).  

   도서 은 지원업무직원, 아키비스트, 정보기술인력, 고문변호사 등이 자신

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범  내에서 디지털본을 열람하고, 인

쇄하고, 다운로드 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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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은  다른 극참여 도서 들에 디지털본을 함께 운 , 보존하거나 

개별 으로 운 , 보존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p. 77). 

   도서 은 제3자로 하여  디지털본 자료의 운   보존 등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화해

안, 특히 그 에서도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화해안의 보안의무를 수

하는지에 해서는 도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p. 78). 

   도서 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디지털본을 이용할 수 없다. 그 용도는 (1) 

도서 는 도서에 한 근권의 직  혹은 간  매 (2) 상호 차 

(3) 자 약서비스 (4) 수업지원시스템 (5) 그 밖에 작권법을 침해하는 

이용 등이다(p. 78-79). 

보안의무

극참여 도서 은 디지털본의 보안을 해 다음과 같은 상세 차를 따라야 한

다. 동일한 차가 구 뿐 아니라 호스트 도서 에도 용된다. 

   극참여 도서 은 화해합의안의 부속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보안표  필요

조건에 부합하는 보안실행계획을 개발해야 한다(p. 94). 

   17페이지 분량의 보안표 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주제는 

(1) 보안의식, 보안 리인 임명, 문제 응 등을 포 하는 보안 리 (2) 이용

자 식별  인증, 인증  비 번호 리 등을 포 하는 식별  인증 문

제 (3) 계정 리, 근승인 차, 근제어 감독 등을 포 하는 근 제어문

제 (4) 로깅  감사 필요요건, 이미지 일 마킹, 포 식 분석9) 등을 포

하는 감사  책임 문제 (5) 자 방어(electronic perimeter), 네트워크 방화

벽, 장치완화, 네트워크 보안 실험, 원거리 네트워크 근, 디지털 일 부

호화 등을 포 하는 네트워크 보안 문제 (6) 미디어 근, 미디어 목록, 미

디어 장, 미디어 삭제  처분 등을 포 하는 미디어 보호 문제 (7) 물리

 근 인증, 물리  근 제어, 방문자 제어, 근 기록 등을 포 하는 

물리 , 환경  보호 문제 (8) 험 리 등이다(p. D-i.).

   보안표 은 도서권리등록소와 극참여 도서  표인 간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보안 ... 등과 련한 기술 개발 문제를 고려하여” 2년에 한번

씩 개정된다. 보안표  변경에 하여 도서권리등록소와 도서  사이에 합

9) forensic analysis : 컴퓨터 상의 삭제 일, 암호복구 등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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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이 문제는 구속력있는 재에 회부된다(p. 95). 

   극참여 도서 은 도서 의 보안실행계획을 도서권리등록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실행계획이 보안표 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해 

극참여 도서 과 도서권리등록소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 문

제는 구속력있는 재에 회부된다(p. 94). 

   각 극참여 도서 이 제3자로부터 도서 이 보안실행계획을 수하는지 

확인하기 해 보안과 그 이용에 해 연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가 감사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한다(p. 95-96).

   디지털본에 해 지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근과 련하여 극참여 도

서 은 도서권리등록소에 반 사례  비인증 근 차단과 같은 시정조

치에 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해 도

서 은 도서권리등록소와 의해야 하며, 한  배상을 해 도서

권리등록소 는 침해당한 권리보유자와 상해야 한다(p. 97). 만약 

한 배상방안에 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구속력있는 재

에 회부된다. 

   화해안에는  배상에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보안실행계획을 

반하긴 했지만, 인증받지 않은 제3자가 허가받지 않고 근하거나, 도서

이 지된 근을 하지 않았다면, 배상범 는 0~25,000달러가 된다. 이는 

반이 하찮은 것인지, 부주의한 것인지, 고의 인지, 응은 했는지, 

동일이유로 같은 반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몇 번인지 등에 따라 결정된

다(p. 100-101). 

   도서 이 고의가 아닌, 부주의한 반으로 지된 근을 하 을 경우에는, 

배상액은 실제 인 손실액이 될 것이다. 동일한 원인으로 반했을 때에는 

배상범 는 최  3십만 달러이다. 만약 부주의로 인한 근 반이었다면 

최  5백만 달러, 계획 이고 고의 인 반이었다면 최  7.5백만 달러가 

배상 으로 부과된다(p. 103). 

   도서 이 보안실행계획을 수했는데 제3자가 허가받지 못한 근을 한 것

이라면 이 경우 도서 은 배상 책임이 없다. 반면 도서 이 보안실행계획

을 수하지 못해서 제3자가 허가받지 않은 근을 하 다면, 도서 은 실

제 인 손실액과 비슷하게 배상해야 한다. 태만으로 인한 반행 의 경우

에는 배상범 는 최  2백만 달러, 부주의한 반 행 의 경우 3백만 달러, 

고의 인 반행 의 경우 5백만 달러이다(p. 104). 



52  외국도서  정책자료Ⅲ

추가 도서  범주

화해안에서는 구 도서 로젝트와 력하는 그 밖의 도서 을 력도서 , 공

공 역 도서 , 기타 도서 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놓았다. 

   “ 력도서 ”은 구 도서검색에 포함되도록 작권이 있는 도서를 구 에 

제공할 의사가 있는 도서 을 말한다. 그러나 력도서 은 구 이 제공한 

작권이 있는 도서의 디지털본을 보유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화해안의 보

안규정을 수할 필요가 없다. 이들 도서 은 구 이 이 에 제공한 작

권이 있는 도서의 디지털본을 폐기해야 하며, 그 신 구 과 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작권 침해에 해서 책임지지 않는다(p. 5). 한 

이들 력도서 은 구 에게 아래에 논의된 몇몇 의무사항을 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공공 역 도서 ”은 구 에게 공공 재산에 속하는 도서만을 제공하는 도

서 을 일컫는다. 이 에 구 이 제공한 작권이 있는 디지털본을 폐기하

는 신에, 공공 역 도서 은 과거에 반했거나 작권이 있는 도서를 

부주의하게 구 에게 제공한 경우와 같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부주의한 

반에 해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p. 15). 

   “기타 도서 ”은 구 에 스캔할 도서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화해안

에는 참여하지 않는 도서 을 말한다. 아마도 이들 도서 은 구 이 제공

한 디지털본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상 화해안에 참여하지 않는 도

서 은 작권 보유자가 제기한 작권 침해의 소송 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구 은 기타 도서 에서 입수한 공공재산인 도서의 스캔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스캔한 도서의 디지털본을 해당 도서 에 제공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구 과 기타도서 이 공공재산인 자료를 잘못 분류했을 경우

에는 화해안의 면책조항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화해안으로 

그 잘못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배타성(Non-Exclusivity)

   화해안에는 이 게 명시되어 있다. “화해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모든 참

여도서 의 디지털화된 도서에 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도 않고 지

하지도 않으며 면제하지도 않는다. 그 경우는 도서 디지털화 작업으로 생

산한 디지털 도서가 화해안에 따라서 구 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디지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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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는 구 에 제공되지 않고 디지털본에도 포함

되지 않은 디지털 도서가 이용된 경우이다(p. 20-21).” 즉 다시 말해서 화해

안은 극참여 도서 , 력도서 , 공공 역 도서 , 는 기타도서 으로 

하여  구  화해안 범  이외의 디지털화 로젝트에 여하는 것에 제

약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화해안은 권리보유자가 “도서권리등록소 는 구 의 직  

경쟁자를 포함한 기 을 통해 화해합의안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방식

으로 자신의 도서를 이용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p. 21). 

   한 도서권리등록소는 권리보유자의 미국 작권을 합법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다(p. 65). 실질 으로 도서권리등록소는 도서

권리등록소에 등록된 권리보유자에 해서만 라이선스를 승인할 수 있으

며, 권리보유자가 구 이 아닌 제3자와 련된 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집단 소송 체계는 화해안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와 련

하여 권리보유자를 속박할 수 없다. 

연구자료 집 소

화해안으로 인해 연구자료 집 소(Research Courpus)를 운 하는 (구  이외의) 

새로운 센터 두 곳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이 연구자료 집 소는 구 도서 로

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본을 축 한 것을 말한다(p. 17). 

   극참여 도서 과 력도서 이 호스트 기 을 선택할 것이다. 호스트 기

은 극참여 도서  는 력도서 , 는 그 외의 기 이 될 것이다. 

호스트 기 은 에 기술된 보안 차를 반드시 수해야 한다(p. 70). 

   호스트 기 은 자격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장 근  원거리 근을 제공

하여 비소모  연구를 해 연구자료 집 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용자격

을 얻으려면 반드시 극참여 도서  는 력도서   인증 받은 학, 

박물  는 정부기 과 같은 비 리 연구조직의 회원이어야 한다. 덧붙여

서 어떤 개인이 극참여 는 력도서 에 자신이 비소모  연구를 수

행할 능력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다(p. 15-16). 

   비소모 인 연구는 도서를 상으로 한 컴퓨터 분석이 수반되는 연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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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연구자가 특정 도서의 지  콘텐츠를 이해하기 해 도서의 상당부

분을 읽고 제공하는 연구는 제외된다. 비소모  연구의 범주는 (1) 이미지 

분석  텍스트 추출, 즉 이미지 개선을 해 디지털화된 가공 이미지를 

상으로 컴퓨터 분석을 하는 것( 를 들어 de-skewing10)) 는 이미지로부

터 텍스트나 구조  정보를 추출하는 것( 를 들어 학문자인식) (2) 텍스

트 분석  정보 추출, 즉 도서간 는 도서 내용 간의 계 이해  계 

구축을 해 정보를 추출하는 자동화 기술 설계( 를 들면 용어 색인 구

축, 연어(連語) 계 추출, 인용 추출, 자동화된 분류, 개체 추출  자연언

어처리) (3) 언어 분석, 즉 시 와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언어 사

용, 의미론, 구문론 등을 이해하기 한 연구 (4) 자동 번역, 즉 번역 기술 

연구 (5) 색인과 검색, 즉 텍스트 콘텐츠의 색인과 검색을 한 다양한 기

술 연구 등이다(p. 11-12).

   호스트 기 은 연구자료 집 소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연구 수행 감독에는 특정 도서의 지  콘텐츠를 이해하기 해 도서의 일

부를 열람하는 것과 같은 용도로 연구자료 집 소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

람이 없도록 감시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 자격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비

소모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며, 증명하기 

해 합리 으로 필요한 만큼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p. 81). 

   연구자료 집 소의 도서에서 추출한 정보를 직 , 리 , 상업 으로 이

용하는 것은 지되어 있다. 자격을 부여받은 이용자들은 학 커뮤니티 

는 에 매된 출 물을 포함한 학술  간행물에 자신들의 비소모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 81). 비소모  연구를 수행할 때 개

발된 알고리즘을 상업 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p. 82). 도서 권리보

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특정도서로

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은 지된다(p. 82). 

   연구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격을 갖춘 이용자는 호스트기 에 연구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이 문서는 해당 로젝트가 비소모  연구임을 증명하기 

해 세부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p. 17). 자격을 부여

받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허가받기 에, 호스트기 은 문서에 설

명된 연구가 정말로 비소모 인 연구인지를 확실히 하기 해 연구 계획

을 검토한다. 

10) 이미지 기울어짐 자동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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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권리등록소가 선정한 제3자가 정기  심사를 통해 호스트기 이 화해

안 조건을 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상업 으로 이용가능한 도서의 작권 소유자는 연구자료 집 소에서 자신

의 도서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80). 

구 의 의무

   구 은 화해안이 효력을 갖게 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스캔해온, 상업 으

로 이용할 수 없고 작권은 있는 도서의 85%에 해 무료검색(허가된 제

공 포함), 공공 근서비스  기 구독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만약 구

이 이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극참여 도서 , 력도서   도서권

리등록소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제3자를 찾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도서 과 도서권리등록소가 제3자를 찾지 못하거나 제3자와의 합의

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도서 은 디지털본을 이용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직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84-85).

   구 은 인쇄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의 편의를 해 반드시 “통상 으로 

합리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88).” 인쇄읽기장애란 시각장애, 신체  

제약, 기질  기능장애, 는 난독증으로 인해 표 으로 인쇄된 자료를 

읽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p. 14). 인쇄읽기장애 이용자 편의

시설로는 스크린 확 , 음성출력  자동 자출력장치 등이 있다. 의 서

비스의 목 은 “인쇄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읽기

장애가 없는 이용자들과 거의 유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p. 28). 구 은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없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해안이 효력을 발생한지 5년 이내에 구 이 이들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극참여 도서 과 력도서 은 서비

스 제공을 해 구 이 제3자와 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88-89). 

   극참여 도서 과 력도서 은 에서 설명한 요구 서비스  편의 서비

스 등과 같이 화해안에서 규정한 총체 인 권리를 행사하기 해 표를 

직  지명할 수 있다(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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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차

   2009년 1월 5일을 기 으로 원고측은  세계 출 물과 련한 제안된 화

해안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직 이고 개략 으로 통보 할 것이다. 

   원고집단에는 2009년 1월 5일을 기 으로 도서 는 삽입물에 해 미국 

작권의 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원고집단에 

소속된 이들은 2009년 5월 5일까지 원고집단에서 이탈하거나, 법원에 이의

를 제기하거나 화해안에 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2009년 5월 5일 이후에 법원은 화해안의 공정성에 해 논의하기 한 공

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법원이 화해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화해안에서 이탈하지 않은 권리보유자는 구 도서 로젝트에서 특정 도

서를 완 히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2011년 4월 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권리보유자는 구 이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특정한 유형의 도서콘텐츠 제공

에서 도서를 제외시켜 달라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상업 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의 권리보유자가 기 구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서를 제외시

킬 경우, 해당 도서는 개인 소비자를 상으로 한 매로부터 제외된다. 

   법원은 화해안 해석과 이행에 한 사법권을 계속 보유할 것이다(p. 131). 

그러나 화해안에는 기  간의 다양한 분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

력이 있으면서 항소가 불가능하다(p. 108). 

【출  처】

  A Guide for the perplexed : Libraries and the Google Library Project Settlement

  http://www.arl.org/bm~doc/google-settlement-13nov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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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Ⅱ

- 구 -미시간 수정합의안

A Guide for the perplexed partⅡ : 

The Amended Google-Michigan Agreement

2009년 6월  발표

2009년 5월 20일 구 과 미시간 학은(이하 미시간) 구 이 미시간도서 의 도

서를 스캔하여 구 검색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킨다는 2004년 합의문을 확장한 수

정안1)에 합의하 다. 이 새로운 수정합의문은 구 도서검색소송에서 구 과 원고

측 간에 합의된 화해안 조항에 하여 다루고 있다. 화해안이 재 장의 승인을 받

으면 이 수정안 역시 구 과 미시간 간의 계에 용될 것이다. 수정안 부속문서 

A2)에는 미시간뿐만 아니라 구 의 모든 트  도서 에 용되는 조항이 설명되

어 있다. 수정안 조건의 상당수는 화해안과 조화를 이루기 해 기존의 2004년 합

의문을 갱신한 것이다.3) 이 에서는 기 합의안에 요한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

과 부속문서의 특징에 을 맞출 것이다. 새로운 조항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

에, 이 문서에서는 쉽게 이해되도록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언 할 것이며, 소송 차

보류통고  출소 기한에 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1) 이 수정안으로 미시간 학은 구 도서검색 로젝트의 첫 번째 극참여 도서 이 되어 여러 요한 이

을 리게 되었다. 간략 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시간 학은 구 이 스캐닝한 모든(미시간 소장과 다

른 도서  소장 모두 포함)의 디지털본을 보유할 수 있다. 그 다음 구 이 스캐닝한 자료 , 작권 

비보호 도서의 디지털 본은 ‘비 리  목 ’에 한해서 다른 기 과 공유할 수 있다.  구 도서검색에 

있는 자료가 기 구독으로 제공될 때 기 이용료 책정에 극 참여하여 공정가 산정에 노력한다. 그리

고 미시간 소장도서 에서 구 이 스캔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  구독’ 이용료 산정시 할인혜택을 

받는다. (출처: 해외한국학도서  동향보고서 제1호, 도서 연구소 발간)

2) 부속문서 A의 제목은 “총체 이고 특정한 화해안 련 조건(Collective and Certain Settlement Agreement 

Related Terms)”이다. 이 문서의 목 에 따르면, 구 의 트  도서 은 구 에게 작권이 있는 도서

를 스캐닝하기 해 제공하는 도서 이다.( 를 들면 화해안에 따른 극참여 도서 과 력도서  등)

3) 앞부분의 ‘혼란스러운 도서 을 한 안내서Ⅰ: 구 과 도서 로젝트 화해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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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A

1. 가격책정 검토

부속문서A는 “가격책정 검토” 차를 마련하여 구 의 트  도서 들이 “지

정된 표자”4)를 통해 기 구독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새로운 

차를 이해하기 해 먼  화해안에 따라 기 구독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구 은 다음의 목  즉 “1) 권리보유자를 표한 라이선스와 각 

도서에 해 시장 시세로 수익을 실 , 2) 고등교육기 을 포함하여 들의 

범 한 근 실 ” 등에 부합하는 최  가격선정 략을 도서 작권등록소에 제출

해야 한다. 도서권리등록소와 구 은 최  180일 이내에 가격책정 략 조건에 

해 상할 수 있다. 구 과 등록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논쟁은 구속력있는 

재에 회부된다. 이 재에는 구 과 도서권리등록소만이 당사자가 될 것이다. 

수정안 부속문서A에 기술된 새로운 가격책정 차가 기존 화해안에 기술된 가

격책정 차를 신할 것이다. 구 이 고등교육기  시장에 가격구독을 처음으로 

제안한지 60일 후, 그리고 그 후로 매 2년마다 트  도서 은 기 구독 가격책

정을 검토하여 그 가격이 화해안에 진술된 목표에 하게 부합하는지 그 지 

않은지 결정할 것이다. 매 2년마다 1회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 여러 트

 도서 들이 가격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 도서 들은 력하여 공동으로 검토해

야 한다. 가격책정 검토는, 검토를 제안한 도서 이 지정하고 구 이 승인한 “독립

이고 자격 있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A.3.c(1). 구 은 검토자에 한 

보수  첫 두 차례의 검토비용에 해 최  10만 달러까지 지불할 것이다.5) 구

은 검토자에게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그 정보의 일부는 트  도서 은 

직 으로 볼 수 없다.6) 검토자는 가격책정 검토 보고서를 비하여 이를 구 과 

모든 트  도서 에 제공할 것이다. 

가격책정 검토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난 후에는, 어느 트  도서 이라

도 구 과 재를 시작할 수 있다. 재는 화해안의 논쟁 해결 차에 따라 이루

어지는데, 재인의 결정은 최종 이며 항소가 불가능하다. 한 “이러한 모든 

4) 트  도서 이 미시간과 비슷하게 기 구독 할인을 받는다면, 새로운 가격 검토를 할 수 있는 재정

 인센티 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5) 트  도서 이 가격 검토를 제안하지 않는다면 구 은 이 액을 미국시각장애인 회에 기부할 것이다. 

6) 이 정보는 기 구독을 하는 기 의 수, 가격책정범주 내에서 가격을 지불하는 기 의 비율을 보여주는 

막 그래 , 그리고 구 의 각 가격책정범주 내의 가격 리스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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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구 이 화해안에 설명된 목표에 부합하는 검토가능한 구독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에 해, 구 과 검토를 제안한 도서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한 배타

인 차가 될 것이다.” A.3.c.(2). 그러므로 트  도서 이 부속문서A에 동의한다

면, 화해안을 주재하는 연방지방법원 사에게 기 구독 가격을 검토하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은 보류된다.7) 

만약 재자가 기 구독 가격이 무 비싸다고 단하거나, 는 구 이 화해안

에서 요구하는 범 한 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하면, 재자는 구

에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격조  정도는 구 의 순수익(본질

으로 기 구독 가격의 37%)에 따라 제한된다. A.3.c.(3)

2. 정보

부속분서A에 따르면 구 은 트  도서 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 이 도서 에서 받은 각 작물에 한 고유 식별번호

   구 이 작물을 미국 내의 공공재산으로 취 하는지의 여부  그러한 결

정을 내린 사실상의 기 은 무엇인지에 한 정보 

   도서권리등록소가 구 이 도서를 공공재산으로 분류한 것에 해 반 하는

지의 여부  이러한 분류에 한 논쟁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한 정보

   구 이 작물을 정부간행물로 취 하는지의 여부

   구 이 도서 에서 받은 작물을 화해안에 따라 취 하는지의 여부(만약 

작물이 공공재산일 경우 화해안의 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작물의 

작권 보유자는 화해안을 이탈한다. 공공재산에 속하는 작물은 화해안

에서 의미하는 “도서”가 아니다 등)

   작물이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 되는지의 여부

   구 이 소비자 구매, 기 구독, 고이용 등과 같은 수익모형을 통해 도서

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지의 여부 

   구 이 공공재산인 도서와 정부간행물에서 삽입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

을 받았는지의 여부 

   작물이 미국 작권청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A.10.a. 구 은 특정 작물을 공공재산으로 취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에 

7) 미국도서 회 등은 2009년 5월 4일, 모든 도서 이나 구독 기 이 기 구독가격책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법원에 논평을 제출하 다. 웹진 42호 최신동향 참고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0909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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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것이다. 트  도서 들은 에 열거된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에 공개할 수 없다. A.10.g. 

구 은 도서 에서 지정한 표자를 통해 트  도서 에 기 구독 가격책정 략

을 공개할 것이다. 트  도서 들은 이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A.10.d. 

한 구 은 트  도서 에서 지정한 표자의 요청에 따라, 편집상 혹은 그 

밖의 이유로 특정 도서를 제공에서 제외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

약 편집상의 이유가 아닌 이유에서 도서를 제외한다면, 제외 이유가 품질상의 문

제인지, 기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  문제인지를 밝 야 한다. 도서 은 편집

상의 이유로 제공에서 제외된 도서가 어느 것인지 에 공개해야 한다. A.10.e. 

더 나아가서 구 은 트  도서 이 지정한 표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구 이 화해안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수하는지를 트  도서 이 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정보는 다음과 같다.

(i) 구 이 수시로 만든 도서  스캔 도서의 수

(ii) 상업 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  스캔 도서의 수

(iii) 제외된 체도서의 수

(iv) 계산에서 제외된 도서  작물의 수

(v) 제공되는 도서의 수

(vi) 제공되지 않는 도서의 수

(vii) 화해안의 조건에 따라 기 구독 범 에 포함되도록 허가받지 않은 도서  

스캔 도서의 수

(vii) 각 도서 별 스캔 작업에 제공되는 필수 인 도서  서비스 

(ix) 각 필수 인 도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한 도서  스캔 도서의 수

지정된 표자의 요청이 있다면, 구 은 앞에서 언 한 각각의 범주별로 한 

특수 도서를 식별할 것이다. 이 정보는 에게 공개할 수 없다. A.10.f. 

3. 고

만약 구 이 어떤 고등교육 기 에 고게제 없이 기 구독을 제공한다면, 구 은 

5만권 이상의 도서를 디지털화한 모든 도서 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7. 

4. 인쇄자료 읽기장애 

구 은 도서 에서 입수한 자료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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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료가 어느 것인지 그 목록을 열거해 놓은 근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에 제공할 것이다. A.6.c. 구 은 도서에 해 화해안에

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도 같이 공공재산인 도

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 4.5.4. 

수정안

1. 할인

수정안에 따르면 구 은 미시간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가정 하에 25년 동

안 미시간에 무료로 기 구독을 제공해야 한다. 이 특정 조건에는 미시간은 소장 

장서를 구 이 스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제 학생 정원수는 6만 명을 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25년이 지난 후에 구 은 미시간 장서 50권을 스캔할 

때마다 일제 이용자 1명의 기 구독 가격을 할인할 것이다8). 4.4.8(a) 한 수정안

에 따르면 구 은, 화해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시간에서 제공한 작물을 포함하

는 기 구독을 미래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 구독 가격을 할인해야 한다. 4.4.8(b). 

2. 도서  디지털본

구 이 미시간으로부터 5백만 건 이상의 도서를 제공받아 디지털화한다면, 구

은 다른 도서 에서 받은 도서의 디지털본을 미시간에 제공할 것이다. 4.4.2(b). 이 

의무사항은 작권이 있는 도서(화해안 규정 하에)와 공공재산인 도서(화해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에 모두 용된다. 4.4.4(a). 

미시간은 공공재산인 도서의 디지털본을 학술기   비상업  연구를 한 연

구도서 과 공공도서 에 제공할 수 있다9). 미시간이 디지털본을 제공하기 에, 

학술기  는 도서 에서는 디지털본을 다른 이들(교육이나 연구목 을 가진 다른 학

자 는 이용자)에 재배포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학술기  는 도서

은 디지털본의 량 다운로드를 막고,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자동으로 근하는 것을 

8)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미시간은 총 3백만권의 도서를 스캔용으로 제공하여 무료 기 구독을 할 수 있

는데, 이미 그 도서 수가 과되었다. 그래서 미시간은 에서 언 한 조건을 충족시켰고 무료 기 구

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 미시간은 도서의 권리보유자가 구 에게 비용없이 도서의 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승인한 도

서 디지털본을 이와 유사하게 배포할 수 있다. 



62  외국도서  정책자료Ⅲ

차단하는 기술  수단, 즉 obots.txt 로토콜과 같은 것을 마련하기 한 합당한 노력

을 기울이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 미시간은 와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비 리 기  

 정부기 에 공공재산인 도서의 디지털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단, 구 이 동의해야

만 한다. 구 은 불합리하게 동의를 막거나 연기할 수 없다. 4.4.4(b). 다른 기 이 구

과 유사한 검색 는 호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미시간은 20년 동안 다른 기

들에 공공재산인 도서 디지털본을 제공할 수 있다. 4.4.4(c).

구 이 최종 이용자가 구 이 스캔한 공공 재산인 도서의 문을 검색하고, 보

고, 인쇄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미시간이 도서 디지털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 의 제약규정은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 은 품질상의, 기술

상의 는 법 인 이유로 공공 재산인 도서를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다. 4.4.4(d). 

만약 구 이 미시간에 제공하는 디지털본 내의 사진정보와 같은 정보를 수정하

면, 구 은 수정한 부분이 어디인지 미시간에 통보해야 한다. 4.4.5.

구 이 미시간에서 받은 작물의 디지털본 품질을 개선시키면, 구 은 개선된 디지

털본을 미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개선한다”라는 말의 정의는 “텍스트나 작물이 더 

잘 보이도록 디지털 본을 물질 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의 로는 “ 작

의 텍스트를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

고 학문자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하여 디지털본을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 4.4.6. 

3. 베타 상품

구 은 미시간에 화해안의 허가를 받은 기 구독 베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4.4.9(e). 

4. 보상(indemnification)

미시간이 보안의무를 반해서 도서권리등륵소가 소송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해 구 은 이를 보상하는 데에 동의한다. 단 고의 인 

법, 의도 이고 사 에 알고 행한 법의 경우는 제외한다. 10.1(c). 

【출  처】

  A Guide for the perplexed partⅡ : The Amended Google-Michigan Agreement

  http://www.arl.org/bm~doc/google-michigan-12jun09.pdf



CREW 방식을 이용한  공공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  63

CREW 방식을 이용한 현대 공공도서관을 위한 장서제적지침서

CREW : A Weeding Manual for Modern Libraries

텍사스주립도서 기록 원회, 2008년 개정 발표

<목  차>

1. 서론

2. 제 에 앞서서

3. 왜 제 하고, 왜 CREW하는가?

4. 제 처리의 시작

5. CREW의 10단계

6. 아동 자료의 CREW

7. 참고 장서의 CREW

8. 비인쇄 매체의 CREW

9. 컴퓨터를 이용한 CREW

10 장서제 을 한 CREW 지침안

11. 듀이 분류에 따른 CREW 지침안

12. 아동장서를 한 CREW 지침안

13. 제 한 도서로 무엇을 할 것인가? - 처리유형

14. 에필로그 - 제 을 주 하는 이를 한 격려

도서 에서 장서를 개발하는 업무와 장서를 제 하는 업무 에서 어느 것이 

요한 것인가? 언뜻 생각하면 도서 의 가장 핵심 자산인 도서를 조직 으로 구축

하고 계속 으로 수집하는 것이 훨씬 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낡고, 상태가 나

쁜 책, 시 에 뒤떨어져서 잘못된 정보가 수록된 도서, 하찮고 시시한 주제의 도

서 등이 도서 에 계속 으로 증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용자의 심을 잃는 지

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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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들은 우수한 도서  서비스를 해서는 장서개발과 장서제 이 사실상 같이 

움직여야 하는 동반자 인 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장서제 정책을 효율 으로, 

정기 으로 시행한다면 도서 은 공간을 약하며, 사서와 이용자의 수고도 일 

수 있다. 한 낡고 더러워진 도서를 새 도서로 체하여 매력 인 장서를 구성할 

수 있고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장서 수를 

악할 수 있으며, 장서의 약 과 강  역시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공공도서 을 한 장서제 정책으로, 텍사스주립도서 기록

원회가 1976년 처음 발표하 으며, 2008년에 다시 한번 갱신 발표하 다. 이 지침

서에서는 CREW라는 방식을 통해 공공도서 의 장서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정기

으로 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장서를 제 하는 방식을 각 주제 분야별로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지난 30년간 많은 사서들이 실제 인 도움을 받았다. 국내 공공

도서 의 장서제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1. 서  론

CREW1) 방식은 30년 넘게 소규모의 공공도서  사서들과 직원들이 장서 

에서 시 에 뒤떨어지고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들을 어떻게 추려낼 것인

지에 하여 지침을 제공해왔다. 1976년 CREW 방식이 처음 작성된 이후로 

CREW 방식(CREW Method)은 장서제 을 한 벤치마킹 도구가 되어왔다. 첫 개

정 이 기술과 온라인 목록을 장서제  차에 도입한지도 10년이 넘었다. 이번 

새 개정 은 “CREW:  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란 제목으로 Joseph P. 

Segal과  Belinda Boon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다. 부분의 기본 정보는 이 과 

동일하지만, 기술이 변화했고 그로 인해 도서  장서에 미치는 향 역시 상당하

다. 듀이 분류에 의한 CREW 지침서는  실무 상황을 반 하기 하여 훨씬 더 

확장되었고 갱신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도서폐기 요인(MUSTIE 요인)2)과 폐기처리 

유형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해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표  작물

1) Continuous Review, Evaluation, Weeding의 앞 자를 모은 용어로 텍사스주립도서 기록 원회가 개발

한 장서제 방식이다. 장서를 지속 으로 검토  평가해서 어떤 자료를 제 하고 폐기할지, 는 유지

할지에 한 실질 인 지침을 제공한다. 많은 공공도서 이 이 지침으로 실제 인 도움을 받고 있다. 

2) 폐기처리 요인을 MUSTIE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Misleading, Ugly, Superseded by newer editions or better 

books, Trivial, Irrelevent to patron interests, easily obtained Elsewhere through interlibrary loan’에서 앞 자를 따

온 것으로, 잘못된 정보의 책, 상태가 나쁜 책, 신 으로 체된 책, 시시한 책, 이용자가 심이 없는 책, 상

호 차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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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신 , 동시  선집, 확장된 온라인 자원 등을 포함하기 해 서지를 갱신하

다. 

이 지침서는 주로 소규모의 공공도서 의 요구에 을 두어 작성되었으나, 

종  규모에 상 없이 모든 도서 에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95년에 

첫 번째 개정 이 나온 이후로, 도서  운 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분 일반

인 인터넷 속으로 지 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자원에 순간 으로 근할 

수 있어 도서  공공서비스의 모든 역이 이에 향을 받았다. 10년 만 해도 

인쇄매체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수많은 표 참고도구와 비소설 작들이 이제는 

자 형식으로 무료, 유료 구독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CREW:  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참고도구와 비소설 자료와 같

은 특정 역의 장서 선정  폐기 실무 행 면에서의 변화 역시 고려하 다. 

이  에서와 같이 이 지침서는 소규모 지역의 도서 과 규모 도서  시스템

의 분  사서들을 하여 계획되었다. 많은 다른 주의 사서들이 CREW 방식을 이

용하고 있지만 이 지침서에서는 텍사스만의 특정한 자원이나 주 차원의 로젝트

를 언 하게 될 것이다. 

장서제 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공간, 산을 가지고 있는 

사서는 없다. 따라서 “CREW:  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는 장서의 최신

성과 필수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직원들을 해 그 차를 더욱 간단하게 만들

어 주고자 한다. 장서제 의 정당성(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하며 하고 쓸모 있

는 장서를 유지하는 것)과 불필요한 장서를 추출하는 기 (물리  조건, 주제의 

련성, 정보의 최신성)은 기본 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과 재정지원

기 이 도서 을 차 더 많이 감독하고 있으며, 장서폐기 행의 정당성을 자세

히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들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자료들을 꼭 소장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온라인 도서  목록 근과 상호 차서비스의 직  신청을 

통해서 군가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자가 개최한 워크 과 다양한 토론 리스트에서 나온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실무 사서들의 제안 사항을 통합하 다. 이러한 사서들의 

지원과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세계 사서들을 해 만들어진 “  

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가 훨씬 알찬 자료가 될 수 있었다.  

텍사스주립도서 기록 원회3)와 지역 도서  시스템이 텍사스 지역에서 개최

하는 워크 을 통해 작은 공공도서  직원들이 지속 인 교육과 연수를 여러 방

3) Texas State Library & Archiv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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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안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이 가능

해졌다. 그러나 신입직원과 자원 사자들이 계속해서 입되고 있으므로 효율 인 

장서 제  방법에 한 정보가 지속 으로 필요하다. 한 직원과 자원 사자들은 

한때 유용했던 자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장서에서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한다. 더불어 이들은 책의 폐기를 ‘책 태우기’ 는 ‘세 낭비’로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CREW:  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는 명확하고 실제 으로, 그리고 단

계 으로 5개의 ‘역선택’ 과정, 즉 재고조사, 장서평가, 장서유지, 제 , 폐기 등을 

실행하는 신뢰성 있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 다. 그러나 모든 도서 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일 과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CREW:  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는 지침을 제공하고, 지침 이면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

지만 모든 도서 은 각자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조정을 해야만 

한다. 를 들면, 산이 충분치 못하고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해서 빠듯할 것이

라 상된다면, 상태가 좋지 않은 책들만 제거하여 생애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지만 CREW는 시 에 뒤쳐졌거나 낡은 책들을 체할 자 이 부족한 

것이, 그런 자료를 제 하지 않는 것에 한 변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지 할 것이다. 범 한 제 을 통해서 장서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서들이 항

상 문 인 단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CREW에 의해 다 지지 않은 상황에 

한 질문이나 피드백과 본인의 우수실무사례를 환 한다. 

Jeanette Larson

이메일: larsonlibrary@yahoo.com

텍사스주 오스틴

2. 제 에 앞서서

도서  업무는 로그램, 서비스, 자료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장서제 은 장

서개발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도서 을 지역사회의 요한 부분으로 만들기 

한 업무의 체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요하다. 도서 의 장서는 도서

 서비스  가장 에 보이는 부분이다. 

도서 장서의 기본은 장서개발과 유지 방법뿐만 아니라, 공식 이거나 비공식

인 계획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서비스 우선순 와 도서 의 사명에 기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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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도서 들은 미국공공도서 회4) 계획 과정을 이용하고, 최소한 어느 정

도까지는 ‘서비스 응 ’5)의 과정 개념을 구독한다. 비록 미국공공도서 회가 발

시킨 서비스 응 의 명칭이 2007년에 개정되었지만, 명칭 뒤의 개념들은 도서  

직원들에게 친숙한 옛날 명칭들과 매우 비슷하다. 도서 이 주요한 서비스 응 의 

하나를 새로운 명칭인 'Get Facts Fast'라 하든,  명칭인 'General Information'이

라 하든, 장서의 자료는 서비스  서비스 우선순 를 결정하는 요구를 지원하기 

해 필요하다. 최신 독서 자원과 일반정보를 제공하려는 도서 은 반드시 이용하

기 편한 최신 장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수도서  운  원칙은 도서 에서 서비스하는 지역사회의 요구 분석  계획 

과정으로 시작된다. 미국공공도서 회의 ‘결과를 한 계획’6)과 같은 과정을 사

용하든 다른 계획과정을 사용하든 간에, 도서 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기를 원

하는지 아는 것이 장서제 의 첫걸음이다. 비록 공식  계획 과정을 갖고 있지 않

더라도, 지역사회가 도서 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명을 완수하기 해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산을 결정하고, 추가 인 재정지원(보조

이나 기부  등)을 찾으며, 장서에 추가할 자료를 선정할 때, 장서에 이미 있는 것

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해야하고,  이와 비슷하게 혹은 더 요한 것으로는 장

서에서 추려낼 필요가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한다. 우수한 도서  리

자로서 사서는 장서를 시 에 뒤떨어지고, 쓸모없으며, 낡거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모든 행동에는 작용과 반작

용이 존재한다’라는 뉴턴의 제3법칙과 꽤 비슷하다. 도서  서가에 배치하는 모든 

자료에 해,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최소한 고려해야만 한다. 

많은 사서들이 책과 정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서 에서 일한다. 사서들은 폐기

를 망설이게 하는 감정  생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많은 도서 들이 

객체인 책에 기반을 두고 실질 인 장서 개발을 하고 있다. 공공도서 은 물리  

객체를 쌓아올리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도서 은 이 필요로 하고 이

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해야 한다.”7) 책 속에 있는 정보가 요

하다는 것을 알지만, 장서 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4) Public Library Association

5) PLA Service responses : 미국공공도서 회가 발표하는 것으로 공공도서 이 계획해야 하는 도서 의 

업무, 제공서비스, 지역사회의 요구 충족시키기 등을 설명한 문서로 2007년 개정 이 발표되었다. 1987

년 의 명칭은 Planning and Role-setting for Public Libraries 이다.

6) The New Planning For Results http://www.elearnlibraries.com/courses/the_new_planning_for_results/index.html

7) "Commentary on weeding". Library Administrator's Digest. Feb 1999. FindArticles.com. 13 May. 2008.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858/is_199902/ai_n88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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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핑계와 우려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도서 의 사명에서 차지하는 장서의 치, 불완 하게 유지되는 장

서가 사명 완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본다면, 제 이 정리 과정의 

요 부분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비록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장서의 범 를 확장해야 하지만, 랑가나단의 도서  5법칙을 기억해야 한다.8)

1. 도서는 이용하기 한 것이다. 

2. 도서는 모두를 한 것이다. 

3. 모든 도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제공하라. 

4. 도서  이용자의 시간을 약하라. 

5. 도서 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CREW가 합한 서비스의 주기

장서개발은 명백히 도서  서비스의 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장서에 자료

를 추가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만 을 두면서, 처리과정  하나 

는 두 부분으로 보기 쉽다. 

아래의 그림은 직   간  도서  서비스의 흐름을 보여 다. 이는 순환

되는 것으로, 하나의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정이 도서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들의 재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장서를 계

속해서 추가, 제거, 평가  조정하는 업무와 지속되는 반복 차 등을 수반하고 

있다.

그림에서 SA는 도서  자료의 선정(일반 으로 리뷰를 읽고, 목록을 조사하고, 

이용자 요구를 고려함)과 입수(주문  구매) 이다. 

그림에서 CP는 동일한 자료의 목록작성(분류 포함)과 정리(장서인, 바코딩, 온라

인 목록 입력 등)이다. 

그림에서 CR은 출과 참고 사단계로, 이용자와 참고서비스 직원이 비된 자

료를 출하 거나 내에서 이용하고 있어 서가에 없는 것이다. 

CREW9)라고 불리는 방식은 모든 필수 인 간  서비스가 효율 인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차를 하나의 매끄럽고 능률 이며 지속되는 반복 업

8) Ranganathan, Shiyali Ramamrita. The Five Laws of Libraires Science, Asia Pub. House, 1963.

9) Continuous Review, Evaluation, Weeding의 앞 자를 모은 것으로 지속 인 장서의 검토, 평가, 제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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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통합시킨다. 이 방식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장서가 부족하고 새로운 자료가 

필요한지 알게 되면서, 시 에 뒤떨어지고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정기 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출과 참고서비스 단계에 들어가면, 그 즉시 도서  자료는 재고조사와 유지의  

CREW 과정에 들어간다. 모든 자료는 유용한 생애 주기가 있다. 처음에 새로운 자료

는 매우 인기 있고, 짧은 기간동안 자주 출된다. 그 다음 그 자료는 서가에 있으면

서, 이따 씩만 이용된다. 결국 그 자료 부분은 낡은 것이 되고, 정보는 시 에 뒤

떨어지거나 새로운 정보로 체되기도 하며, 이용자들은 해당 주제나 그 주제의 취

에 더 이상 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평가와 계획 인 제  과정을 통해, 사서들

이 자료의 수명이 다했음을 발견하면, 장서에서 제거함으로써 그 자료는 퇴출된다. 

그러는 동안에 CREW 방식을 통해 선정과 입수 단계에서 사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서의 재 강 , 약 과 장서 부족  포화 분야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단계에서 도서  문가는 도서 의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

를 충족시키기 해 도서 학과 도서  자료에 한 문지식, 사 상인 특정 

지역사회에 한 정보를 이용한다. CREW는 우수한 도서  서비스의 필수 인 부

분이다. 장서를 평가, 제 , 폐기하지 않는 도서 은 테두리가 없는 수 바퀴와 같

다.( 의 그림 참조) 당신의 도서 은 고장 난 수 바퀴 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가? 제 길로 돌아가기 해 CREW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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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제 하고, 왜 CREW하는가?

역동 이고 유용한 지역사회 도서 을 해 CREW기능이 왜 그 게 필수 인

가? 많은 도서 은 장서를 제 하지 않고도 괜찮지 않은가? CREW는 그  도서

의 성장을 방해하고 책을 내다 버리기 해 만든, 멋들어진 단순한 이름은 아닌

가? 군가 읽고자 하는 책을 내다버리면서 검열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실수를 

하고 있다면 어떡해야 하는가? 

만약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은 처음이 아니다. CREW를 통해 

이러한 우려사항과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 이 잘 된 장서가 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먼  을 두게 될 것이다. 

제 의 6가지 이

장서를 제 하면 여섯 가지 주요 이 이 있다. 

1. 공간을 약한다. 

서가 공간은  더 증가하는 자료를 보 하기 해 추가 인 서가를 구입하는  

실제 비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이 든다. 장서를 우수하게 유지한다

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먼지 쌓인 도서의 비용과 더 많은 자료들을 한 공간

을 만들기 해 자료를 옮기는 비용을 약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혼잡한 서가에 

억지로 어 넣은 자료를 찾기 해 노력하면서 인내심을 잃는다. 도서  직원은 

가장 의 서가를 채울 필요도 없고 서가의 꼭 기에 책을 쌓을 필요도 없으며, 

도서 은 더 매력 있고 이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우수실무사례에 따르면, 서가는 

 85%이상 차면 안 된다(75%가 더 우수하다). 게다가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유

지하면, 최신 자료를 제공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서가 공간이 어들게 된다. 

온라인 목록은 더 많은 컴퓨터 메모리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해 공간을 사용

한다. 더 많은 서가를 배치하지 않으면 도서 은 추가 인 컴퓨터나 내 이용을 

한 책상과 의자를 한 공간을 유지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장서의 제 으로 

우수한 지역사회 도서 의 특징인 친근하고 자유로운 외 을 유지할 수 있다. 

2. 이용자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서의 시간을 약한다.

낡아서 표지를 읽기 힘든 책들로 혼잡한 서가로 인해 시간이 낭비된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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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자료는 찾고 있는 특정자료와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반납된 자료들을 배가하는 직원들은 자료들을 옮기거나 재배치

해서 공간을 만들기 해 노력한다. 참고서비스와 독자자문서비스를 해 장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서들은 반드시 재의 정확한 정보를 찾기 해 시 에 뒤진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 에 뒤떨어지고 이용할 수 없는 자료로 안내하는 

온라인 목록이 과도하게 제공되면 검색이 느려지고 이용자들을 방해한다. 쓸모없

는 도서와 다른 자료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먼지제거에서 장서 이동까지 도서  

리가 방해되고 더 힘들어진다. 

3. 낡고 더러운 책과 아름답지 못한 제본을 매력 인 새 도서로 체하여 장서를 더 매력

으로 만든다. 

심지어 계속해서 인기 있는 자료들과 고 들을 새로워진 표지로 깨끗해진 자료

로 체하면 이익이 된다. 실제 으로 도서가 어들더라도, 한층 더 매력 이고 

이용자 친화 으로 보이는 서가로 인해 출은 증가할 것이다. 조사를 방해하는 

묵고 오래된 책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서가에 빈 공간과 신선한 공기를 갖

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제 을 활발히 수행했을 때, 이용자들은 많은 새로운 도서

를 산 것으로 생각했다고 많은 도서 들이 보고했다. 

4. 도서 은 신뢰할 수 있고 최신성이 있다는 평 을 더 받을 것이며 의 신뢰 역시 

받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문가들이 도서  자료를 선정하고, 그 정보가 최신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를 기 한다. 많은 이용자들, 특히 어린 이용자들에게 도서 에 있는 책

은 권 를 가진다. 허블 이 의 우주탐사도서나, 행성으로서의 명왕성에 한 도

서를 포함하는 천문학 분야의 책들은 천문학 분야에서 신뢰에 이 간 것이다. 시

에 떨어지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여 숙제를 

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없다. 일반 들은 도서 이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을 기 한다. 이용자들이 시 에 뒤떨어진 자료를 많이 본다면, 도

서 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빨리 결론지을 것이다.

5. CREW 방식은 수선  제본이 필요한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체할 필요가 있는 

분실 혹은 도난 도서에 해서 알려주며, 정확한 도서 수를 확인해주기 때문에 장서 

요구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두 부분으로 계속 제 을 하게 되는데, 우선 낡은 자료, 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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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되지 않는 자료 등을 거의 노력 없이 제거하는 과정, 정기 으로 특정 

장서 분야를 조사해서 제 하는 계획 인 과정이다. 계속 으로 장서를 제 하는 

도서  직원은 장서에 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6. 장서의 강 과 약 에 해 지속 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구매의사를 결정하거나 기부를 요청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를 들어, 경  서 이 시 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서들은 련 조직

이나 개인에게 그들이 특별히 심을 가지고 있고 유익한 분야를 구축할 때 구체

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REW는 재 장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방

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된다. CREW를 통해 사서는 이용자와 장서 측면에서 도서

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의 유기성과 목 을 알게 된다. 

이 게 장서 제 , 특히 CREW 방식을 이용하면 이 이 있는데, 이는 오래된 속

담의 진실을 떠올리게 된다. 더 은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언제 제 해야 하는가?

CREW 방식은 체계 이고 계속 인 장서 제 을 요청하지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직원들은 장서를 매일 조 씩 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

지만, 사실 약간의 연습을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직

원들과 자원 사자들이 낡고 시 에 뒤떨어진 자료를 찾도록 훈련 받는다면, 이러

한 자료는 주 단 로 임자가 검하도록 꺼내질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출되지 않고 서가에만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해 분기별로 온라인 목록에서 보

고서를 출력할 것이다. 자원 사자들은 비록 1주일에 1시간을 할애해도 이러한 자

료들을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복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목표는 장서의 특정 분야를 조사하고 소규모 분야에서 계획 으로 폐기하도

록 설정되어야 한다. 

장소가 좁아지면 2~3년마다 혹은 매년 장서를 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생생하고 성장하는 도서  장서는 계속 정기 으로 검해야 한다. 텍사스공

공도서 표 10)은 체 장서 제 의 횟수와 장서의 수명에 한 목표를 포함한다. 

체장서는 규모와 계없이 최소한은 5년에 한번씩, 필요할 때마다 제 되고 재

10) Texas Public Library Standards, 텍사스도서 회 2004년 발간 http://www.tsl.state.tx.us/pl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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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만큼이 충분한 것인가? 무 많이 제 할 수도 있을까? 이것은 지역

에서 답해야만 하는 질문이다. 일반 으로, 도서 이 처음 개 했거나 확장할 

때처럼 장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서는 추가된 것과 같은 양으로 제

하는 것이 좋다. 장서 규모의 상한선을 이용 가능한 서가 공간으로 설정하고, 

장서 내 모든 자료는 사 상인 지역사회에 유용해야만 한다. 장서가 완 히 개

발되면, 건물을 증축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까지는 상당히 안정 으로 

유지될 것이다. 

많은 도서  문직들의 경험에 의하면 장서의 약 5%정도가 매년 제 된다.11) 

이로써 매 20년마다 장서가 재편성된다. 이는 단순히 2000년에 있는 책이 2020년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만, 고  문학과 계속 으로 이

용되는 자료들은 20년간 이용되면서 낡고 더기가 될 것이고 새로운 자료로 

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치보다 요한 것은 사서들이 장서 제  업무

를 매주 수행하는 일상 이고 책임감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 하기 에

자료의 선정과 제 은 유사한 활동이다. 첫째, 둘 다 효율 인 장서개발 로그

램을 해 필수 인 부분이다. 둘째, 양쪽 다 비슷한 유형의 의사결정 기 이 요

구된다. 자료를 추가할 때의 결정 요인은, 후에 자료를 제거하는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장서제 계획을 실행하기 에는 도서 의 장서개발정책과 장서의 

목표에 한 신 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만약 장서개발정책이 없거나 시 에 뒤떨

어졌거나 최근에 재검토된 이 없다면, 지 이 바로 이것을 수정할 시간이다. 목표

는 지역사회에서 도서 이 수행하는 역할과 도서 이 정한 우선순  혹은 서비스 

제공에 기반을 둔다. 비록 도서 의 사명이 오랜 기간동안 변하지 않았더라도, 목표

는 때로 변화할 수 있다. 사명, 목표, 선정정책은 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

다. 이러한 요인을 염두에 두면, 장서 심의 평가를 통해 장서가 무엇으로 구성되

는지 더 잘 알게 되고 제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의 특정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개발정책(자료선정정책이라고도 함)은 체 인 장서의 선정, 범 , 깊이에 

한 기 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정책의 범 는 장서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도록 

11) Slote, Stanley J. Weeding Library Collections. Libraries Unlimited, 199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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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야 하며, 참고자료, 비인쇄자료, 아동물, 형인쇄자료  성인물과 같은 부분

도 포함해야 한다. 정책은 기증 도서는 어떻게 다루고, 언제 어떻게 시 에 뒤떨

어진 자료를 퇴출할지 구체 으로 열거해야만 한다. 한 한 처분 수단도 명

시해야 한다. 장서개발정책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는, 모든 정책을 결정짓는 도

서 과 이용자들의 개별 요구를 명심해야 한다. 다른 도서 이 개발한 장서개발정

책을 검토하는 것은 하지만, 단순히 다른 도서 의 정책을 자 의 정책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빠른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사례들과 장서개발정책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 도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Jeanette Larson와 Herman L. 

Totten이 술한 ‘The Public Library Policy Writer : a Guidebook with Model Policies on 

CD-ROM’이 포함된다. 

장서제 기

폐기과정에서는 일부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

과 같다. 

 도서 이 정한 서비스와 결과 목표

 도서 의 지역 이용자들의 필요와 요구

 더 합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더욱 만족스러운 자료를 구입하기 한 자 을 제공할 수 있는 산 역량

 어떤 주제에 한 특정 자료와 다른 자료들과의 계

 다른 도서 들과의 약  이용자들이 지역 내 다른 도서 을 이용할 수 있

는가의 여부

 지역 역사 이나 기록 으로서 도서 이 사하는 정도

 특정 자료의 미래 이용가능성

 더 최신성이 있는 정보의 인터넷 이용가능성

 상호 차를 통해 자료를 여해올 수 있는 도서 의 능력

제 과정 동안에, 도서 이 속해 있는 앙데이터베이스(종합목록)와 비교하여 

도서 의 소장 자료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상호 차를 통해 다른 도서 에서 

쉽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면, 출되지 않는 자료의 제 이 더 쉬울 것이다. 

한 장서에서 특정 자료의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료의 질을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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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지도구를 참고한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주제별 안내서뿐만 아니라 표 장

서도구 리스트에 해서는 원문의 서지 사항을 참고하라

무엇을 제  하는가 : 일반지침서

장서의 특정 분야, 자료의 유형, 듀이분류분야에 따라 제 하는 것은 지침서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일부 일반지침서는 체 장서에 해당된다. 

어떤 기 들은 객 이지만, 부분은 특정 자료에 해 최종 결정을 하는 사서

의 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주 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 들이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일부 기 에서는 최근 이용여부가 

장서에서 제거할지도 모를 자료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자료가 시 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자료

를 제 하고 같은 주제의 새로운 자료로 체해야 한다. 

모든 자료에 해 아래의 문제 범주와 련된 논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질  수 이 낮은 콘텐츠

   구시 이고 쓸모없는 정보(특히, 컴퓨터, 법, 과학, 우주, 건강, 의학, 기술, 

여행 등과 같이 빨리 변하고, 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주제)

   하찮은 소재, 더 이상 흥미가 없거나, 특정 기간에만 인기 있었기 때문에 하

찮게 다 지는 주제, 시 에 뒤떨어진 문화와 련된 자료 등을 포함

   평범한 작 유형, 특히 이미 지나간 인기에 부응하여 재빨리 쓰여진 자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 시 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자료나 신 으로 

체된 정보와 자원을 포함 

   이용되지 않는 총서(자료가 지역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용되어서 총서  

특정 권(卷)은 보 하더라도 체 으로 이용되지 않는 총서를 말함) 

   반복되는 시리즈, 특히 더 이상 인기가 없거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의 요구에 부응하여 출 된 시리즈 

   체된 (일반 으로, 하나 이상의 이  을 보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새로운 으로 체되는 로 폐기한다) 

   표  리스트에 없는 자료, 는 표 리뷰정보원에서 결코 리뷰되지 않는 자원

   편견, 인종차별, 성(性) 인 용어나 이 포함된 자료 

   불필요한 복본, 특히 닳거나 낡은 복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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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출 하거나 출하지 않는 소량인쇄자료, 특히 기증으로 추가된 자료

외형이 나쁜 자료  도서

   닳아 해지고, 더기인 자료

   서투르게 제본되거나 인쇄된 

   찢어진 페이지가 있거나 낡고 해진 재(再) 제본  

   더럽고, 낡고, 뒤틀리고, 충식(蟲食)이 생기거나, 그 지 않으면 낙서, 훼손, 

이용자가 ‘편집한’ 자료

   매우 작게 인쇄되거나 그림의 질이 떨어지는 도서

   힌 CD나 DVD, 손상되기 쉬운 필름 혹은 마크네틱 테이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의 경우)

   낡거나 고장나고, 부분 으로 손실된 매체

   변색되고, 손상되기 쉬우며, 찢어지고, 테이 가 붙어 있거나 페이지가 손실

된 도서

   시 에 뒤떨어진 책 커버나 커버아트가 있는 도서, 특히 아동물이나 청소년 

도서 

이용되지 않는 자료

   지난 3~5년 동안 출되지 않은 자료와 참고서비스나 내 연구에서도 실

제 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료 

   상태에 상 없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복본

   색인 되지 않은 정기간행물

   원문데이터베이스로 이용가능한 정기간행물

   총서나 시리즈물에서 이용되지 않는 권

   자주 이용되지 않는 주제 분야의 이용되지 않는 자료 

   5년 이상 에 인기 있었던 ‘최  심사’ 자료

   어떤 단일 주제에 해 필요 이상의 도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이지 않은 형식, 특히 이러한 형식의 자료를 이

용하기 해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인구통계, 학교 교과과정, 기타 요인들이 변화하여 장서에서 더 이상 

요하지 않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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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 체크리스트 

모든 자료들에 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날짜 - 자료는 언제 출간되었는가? 언제 장서에 추가되었는가?

   자 - 여 히 읽히거나 미래에 읽힐 것으로 보이는 자인가? 그다지 유명

하지 않은 작인가?

   출 사 - 자체 출 되었거나 편집과 인쇄를 고려하지 않는 ‘인스턴트’ 인쇄

로 출 된 도서인가?  

   물리  상태 - 이 자료를 매력 이지 않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추가 사본 - 더 나은 상태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본이 있는가?

   장서 내 동일 주제에 한 다른 도서들 - 만약 이 도서가 폐기되면, 그 외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가? 

   체비용 - 이 자료는 체할 수 있는가? 체하는 것 보다 다시 제본하거

나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인 비싼 자료인가? 

   서가 보  시간 - 얼마나 오랫동안 출되지 않고 서가에 있었는가?

   지역사회에 한 주제 련성 - 지역사회의 군가가 심을 가지는 자료인가?

한 아동과 청소년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 많은 청소년들은 종이표지 도서를 선호한다. 그러나 양장본은 작은 

손에서도 오래 갈 것이다. 

   읽기 수  - 읽기 수 이 이 자료에 흥미가 있는 은 이용자들에게 무 

어렵거나 무 쉽지는 않은가? 

   주제에 한 재의 심 - 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흥미가 있는가?　이 

주제가 마음을 끄는가?

   시각  매력 - 컬러 삽화인가? 사진이 깔끔한가? 책의 배치가 트여있고(여

백이 있음) 좋아 보이는가?

   표지 아트(  vs. 구식) - 증조할머니가 읽은 것과 유사해 보이는 책인가?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이용 - 해당 주제를 공부하는 학년에서 이용할 수 있

는 도서인가? 교사가 지정한 특정 자료인가? 

정기간행물을 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재 이용 - 발행된 지 5년 후에도 이용되는 정기간행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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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호를 출하는 것에 한 심 - 도서 에서 오래된 호를 출해 주

는가? 지역사회는 오래된 호를 빌리고자 하는가? 

   색인 가능성 - 정기간행물이 표  색인에 포함되어 있는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 이용가능성 - 이용자가 도서 의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에서 연구를 해서 기사를 찾을 것인가?

   공간 이용가능성 - 도서 은 정기 으로 이용되지 않는 오래된 호를 보 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사회 자료는 낡고 수리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보존해야 한다. 지역의 

자가 살면서 술한 자료와 지역에 한 자료들은 이  5년간 출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 한다(혹은, 요 이정표가 될 축하행사가 다가와서 이 자

료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될 경우에도 보 한다). 

총서나 시리즈물 에는 특별한 장 이 있거나, 다른 권들은 이용되지 않더라도 

정기 으로 이용되는 한 권 혹은 두 권이 있다. 이러한 권들은 총서의 나머지를 

폐기하여도 보 해야 한다. 인용문집과 같이 일부 오래된 참고도서들은 아주 나쁜 

상태만 아니라면 보존해야만 하는데, 이는 이  이 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신 한 심사숙고 없이는 폐기하지 말아야 하는 자료의 리스트를 수서정책에 포

함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를 들면, 족보, 지역 자, 칼데콧상12)과 뉴베리

상13) 수상작 등). 일반 으로 장서개발보다는 홍보와 더욱 련이 있으며, 매우 특

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보존해야만 하는 책이나 자

료는 드물다. 

만약 좋은 상태의 아름다운 책을 버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그 책이 합하

게 분류되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책이 듀이십진분류체계에서 잘못 치해 있

기 때문에 책을 찾는 사람들이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주제명표목이 정확

하지 않아서 목록검색에서는 찾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다시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12) Caldecott : 19세기 국의 3  삽화가  하나인 랜돌  칼데콧(Randolph Caldecott)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1939년부터 미국도서 회가 그해 가장 뛰어난 그림책 작가에게 주는 상이다. 미국에 거주하

는 시민권자에게 한해 시상된다. 

13) Newbery Book Award : 18세기 국 서 상인 John Newbery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동문학상으로 1922

년부터 미국도서 회가 시상식 1년 에 출 된 작품 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에 한해 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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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가 문 인 단 요청과 상식을 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분명

히 알아야 한다. 를 들어, 10년간 출되지 않는 60년  미도서상 수상작은 

도서  정책에 따라 수상작의 보존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폐기하고 더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만약 군가 그 책을 원한다면, 상호 차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오 라 리  다른 북클럽이 이 책을 선정하거

나 화로 만들어진다면 염가 으로 다시 출 될 것이다). 

4. 제 처리의 시작

장서에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모든 사서는 장서에 포

함되기 해 선정된 자료가 앞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 않으면 자료

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 잠재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에 뒤떨어지거나 최근에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버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비록 많은 사서들이 장서제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장서제 의 처리과정은 무기한 연기시키거나, 우발 이고 

우유부단하게 장서를 제 하게 하는 요인들 때문에 체계 이지 않고, 주 이며, 

심지어 조  자의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루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장서에 자료를 추가하고, 기

증된 자료를 분류하고,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을 맞추

는 동안 장서 제 을 연기하기 쉽다. 제  과정을 조직화하고 사서와 도서  직원

들이 제 에 해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해, 제  과정은 리하기 쉬운 단

계들로 나 어질 수 있다. 

CREW의 실제 방식은 계획 으로 단순하다. 에서 확정된 최  처리과정은 

실제 지역 도서 에서의 실 상황에 한 신 한 논의와 장 테스트를 거쳐 간

소화되었다. 지역 도서 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응 해야 하는 

직  서비스이다. 장서제 과 같이 간 인 서비스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약하기 해서, CREW 방식은 이용자  행정 업무가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 4개 

그룹 내, 10단계로 간소화되었다. 앞으로 보게 될 것과 같이, (비록 다른 모든 도

서  정책에서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는 있지만) 1단계는 처리과정의 시작에서 단

지 한번만 하면 된다. 다른 9단계는 진행 과정이 원히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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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책임

자주 질문을 받는 한 가지는 ‘책임 사서만이 장서를 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하게 임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경험상, 만약 직원들이 자료

의 선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종 제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도서

에서 제일 요한 책임은, 범 하고 장기  측면에서 도서  요구와 장서에 

해 고려하는 직원들의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원들은 정기 으로 짜

여진 오랜 시간동안 함께 일하고 장서에 해 생각하면서 문 지식을 발 시켜 

왔다. 이들은 장서개발정책과 도서 의 목표에 따라 도서 의 경 원칙을 책임져 

왔다. 제 을 하려는 자료들을 선정할 때 규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

으로 장서를 제 하기 해서는 우수한 문  단이 요구된다. 를 들어, 규정

상으로는 작년에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모든 아동용 그림책은 제 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겠지만 아동 문사서는 동화구연시간이나 도서  내 로그램에 

이용되는 자료가 무심코 제거되지 않도록 평가해야만 한다. 

비록 자원 사자들이 제 할 수 있는 낡고 손상된 도서를 확실히 찾아낸다 하더

라도, 사서들은 결코 제 평가기능을 자원 사자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 한 

자원 사자나 보조직원들이 배가하는 동안 따를 지침서를 개발해서, 배가 카트에

서 잠재  폐기 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 발행

일, 출일등을 확인하여, 자원 사자  사무직 직원들은 한 서가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 (1) 만약 서가에 2권 이상의 복본이 있다면, 복본 번호가 2보다 큰 

도서, (2) 이후에 출 된 이 서가에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재발행 으로 체된 

모든 도서, (3) 수선, 제본 혹은 제  상이 될 수 있는, 낡고 손상된 상태의 도서 

등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일부 사서들은 도서의 발간일 등을 제공하는 기술  처

리 요인에 기반하여 자원 사자나 보조원들이 도서를 빼냄으로써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를 들어, 1999년에 도서 이 책등 라벨에 커터 자기호14)를 사용하

는 것에서 자명의 첫 세 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환했다면, 자원 사자나 보

조원들에게 책등에 커터 자기호를 여 히 가지고 있는 모든 도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용되는 바코드의 유형이나 모양은 한 특정 연도의 장서에 포

함되어 있음을 가리킬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에 사서가 

14) 커터 자기호(cutter number)는 커터가 고안한 자기호로, 자명의 시작 부분에 한개 내지 세 개의 

문자와 그 다음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S가 아닌 자음으로 시작된 자음명은 문자 한개, S 는 모

음은 문자 2개 SC는 문자 3개로 시작되며, 다음에 각각 숫자가 따른다. 이것은 비교  간결한 기호를 

사용하여 도서를 알 벳순으로 배열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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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10년 된 책이라는 것을 빨리 확인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한 사서들은 특정 주제 분야( 를 들면, 고등학교 어교사나 학 강사들은 

문학 분야를 평가할 수 있고, 수학  과학 교사들은 수학  과학 분야 자료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나 언어( 를 들면, 스페인어 강사는 지역 독자들을 해 

스페인어의 정확성이나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야에서 지

역 문가의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 문가들이 시작하기 에 도서 의 사

명을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나 간 규모의 공공도서 은 역사 

연구를 한 자료를 보 할 필요가 있는 연구도서 이 아니다. 

각 분야의 여러 사서들이 합동하여 제 하는 ‘  제 ’은 도서 의 소장 자료에

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효율 인 방법이다. 이는 옛날식의 품앗이와 같

이, 많은 손과 마음으로 일을 빠르게 만들어서 장서 제 을 빠르고 활기차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각 사례에서, 해당 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의 문  단에 

따라 최종 제  결정이 내려진다.

5. CREW의 10단계

1단계

제 을 정책의 일부로 만들어라. 정책은 행 와 결정을 규정한다. 정책은 한 

사업을 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직원들을 돕는다. 정책은 

문제가 발생하기 에 최우선 으로 논의되고 정해진다. 제  정책은 모든 공공도

서 의 표  정책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도서  원회(이사회거나 

자문 원회)와 도서  경 진(만약 권한이 평의회에 있지 않다면)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화된 제 정책의 승인은 가능한 논쟁에 비하는 효과 이고 필

수 인 방어책이다. 만약 선정정책(강력하게 추천되는 자료)이 이미 존재한다면, 

제 정책을 수정안이나 부록으로 만들 수 있고, 혹은 별도의 정책으로 만들 수 있

다. 정책 개발을 통해 도서  자료의 제 과 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폐기된 자료의 처리 방식에 향을 주는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도시 헌장

이나 시 규정이 도서  자료를 포함한 공공 자산의 처분에 한 규정을 포함한다. 

만약 선정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들여 선정정책을 개발하고 도서

 원회, 시의회, 혹은 다른 정부단체에 의해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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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책을 읽고자 한다면, 원문의 서지사항을 참조하라. 온라인에서 많은 사

례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도서 들의 정책이 도서  정책을 한 본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지역사회에 합하고, 도서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

는 신 하게 논의하고 정책을 개발해야만 한다. 

기증 정책은 자료선정정책의 일부로써 도서  리자가 기증도서를 수용, 거 ,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나머지 기증 자료들은 도서 의 장서개발요구

를 따라야 한다. 덧붙여서, 어떤 기증 자료를 장서에 추가할지에 한 의사결정을 

돕자면, 우수한 기증정책은 기증 자료와 도서  자 으로 구입한 자료를 동일한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는 기증도서가 나 에 제 될 때 나쁘

게 생각되는 것을 피하기 한 것이다. 

도서  직원은 일반 으로 자료를 감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세  용도로 값을 

매기지는 말아야 한다. 도서 은 세 을 용도로 기증된 자료의 가치를 정하기 

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며, 한 이 문장은 기증 정책에 포함될 것이다. 지침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미국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서 발간한 ‘기부된 

자산의 가치 결정’15)을 참조하라. 한 도서의 평가와 감정을 한 리스트 자원인 

미국연구 학도서 의 희귀필사본 분과의 온라인 지침서 ‘고서’16)를 참조하라. 여

기에서는 책을 귀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질문과 답  도서 기증

을 환 하는 조직을 제시한다. 

자료의 공정시장가격은 세 공제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지만, 가치를 확립한 기

증자에게 달려있다. 고서라고 반드시 귀 한 책은 아니며, 만약 그것이 귀 하고 

드문 책이라면, 아마도 도서  장서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규정은 한 

공제를 받기 해서는 반드시 소장자료가 ‘이용 상태가 좋거나 더 나은 상태’라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일부 도서 들은 즉시 폐기될 것 같은 오래되고 곰팡이 난 책

들의 기증을 거 하거나, 최소한 수증 발 을 거 한다. 

아래는 기증도서의 수용과 제 에 한 도서 의 선정정책에 더해질 수 있는 진

술의 견본이다. 

제  : 도서관의 규정된 목표에 더 이상 부응하지 않는 자료들(훼손되고 쓸모없는 자료들 포함)

은 ‘CREW: A Weeding Manual for Modern Libraries’에 설명된, 일반적으로 용인된 

전문적인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제거된 도서관 자료의 폐기는 

______도시 헌장과 텍사스의 법령의 모든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15) Determin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561(http://www.irs.ustreas.gov/pub/irspdf/p561.pdf) 

16) Your Old Books, http://www.rbms.info/yo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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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 _______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기증물 및/또는 기념물을 인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

하는 바입니다. 기증물의 이용과 폐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감사히, 그리고 기꺼

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증물(도서 및 기타 도서관 자료)의 수령은 도서관의 명문화된 

자료선정정책에 따라서 도서관의 목적 및 요구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도서관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모든 기증 자료의 이용은 도서관장이나 대표자에 의해 결정될 것입

니다. 도서관은 물리적 상태가 나쁜 기증품(부서지기 쉬운 종이, 물이나 곰팡이로 인

한 손상, 찢어지거나 손실된 페이지)을 폐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세 용도로 기증

된 자료에 대한 가치를 정하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거나 더 나은 자료에 대해서는 영

수증이 제공될 것입니다.  

2단계

도서 장서의 이용 통계를 수집하라. 통계 보고서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와 가장 요구가 많은 분야를 분석하고 알 수 있다. 이것은 산을 세우거나 

기 을 따려고 할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건강과 피트니스 분야의 도서

가 평균 일년에 4번 출되는 것을 안다면, 일년에 한 번 출되는 다른 분야의 

자료보다 자주 갱신되거나 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출 통계는 출 이용을 주제 분류 뿐 아니라 자료의 유형과 수 별로 분석해

야 한다. 를 들면, 어린이 그림책이 작년에 출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통계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한 많은 출 시스템은 특정일 이 에 장서에 추

가된 도서만 검색할 수 있어서, 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새로운 도서의 리

스트를 산출할 수 없다. 만약 통합도서 시스템에서 어떤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

는지 알 수 없다면, 시스템 매상에게 확인해야 한다. 아마도 즉시 이용할 수 있

는 정보의 깊이와 넓이에 놀라게 될 것이다.

참고정보원 이용에 한 통계와 지역사회에서 문의한 질문 유형에 한 데이터

는 기본 으로 계속 유지하고 한 정기 으로 견본을 추출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한 도서  내에서는 사용되지만, 출되지는 않는 자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자료의 내 이용 사례를 정기 으로 표본화 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연간 작업 일지에 제 계획을 수립하라. 장서를 제 하는 시기를 정하고 우선순

를 수립한다. 제 이 가장 필요한 특정분야의 장서, 바코드를 붙이거나 재배치

하는 등의 특정 이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장서를 가장 먼  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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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환경에서 체 장서를 상으로 CREW를 한번 하면 약 일년이 소요된

다. 그러나 CREW를 처음 시행할 때, 특히 장서가 오래되었거나 수년간 폐기가 되

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도서를 

그 해에 물리 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각 분야 혹은 최소한 오래되고 낡

아서 제거되는 도서들에게 해당된다. ‘텍사스 공공도서  표  2004’를 포함한 일

부 기 들은 3년에서 5년마다 제 할 것을 권한다. 

CREW를 시행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제 을 신 한 방식으로 한다

면, 이는 숙고와 단을 필요로 하는 느린 과정이 될 것이다. 만약 어떤 도서 유

형이 한창 이용되는 때가 있다면( 를 들면, 과학분야 도서는 학교과학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에 많이 이용된다), 그 분야는 더 정확한 목록을 만들기 해 그 

시기의 한참 이나 한참 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혼란이 최소화되는 시기인, 

자료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 제 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지만, 이 시기

를 경험한 사서들은 거의 없다. 제 을 하기 해 이용이 조한 시기를 기다리는 

사서들은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제 을 해 특정 시간을 정하면 

제  업무가 일상 업무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한 자원 사자나 보조원의 도움

을 이용할 수 있다. 

4단계

분석해야 하는 서가에 있는 북트럭에 다음 물건들을 모아라.

   검토하는 분야의 확인용 출력물

   아무것도 없는 메모장과 끈 이는 메모장(포스트 잇 등)

   펜 /혹은 색연필

   서가 표

   이 지침서( 는 부록에 있는 Overview Chart of CREW Formulas의 사본)

   빈 북 카트

   처리증서(부록 참조)

이상 으로, 특정 분야에서 업무를 하기 에, 정확한 자료 순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서가가 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 자원 사자들이 낡은 도서와 여분의 복

본을 추려내도록 시간표를 짤 수도 있다. 이는 처리과정을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만들며, 제 으로 어지럽 지고, 잘못 배치된 자료들을 재배가하는 노력을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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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제 하고자 하는 분야를 체 으로 조사하라. 각 자료의 물리  상태, 마지막 

출일, 권년, 장서에서의 합성 등을 차례로 조사하라. 철 히 하기 해 시간 

간격을 둔다. 집 력과 우수한 단력을 잃으므로 한번에 무 많이는 하지 않는

다. 일반 인 주제를 고려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이 지침서에 있는 듀이십진분류체

계에 따른 CREW 지침안을 참고하라. 해당 지역사회에 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특정 요구에 맞추기 해 언제든 정해진 방식을 변경해도 된다. 지역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지침안을 변경한 것은 이 지침서의 여백에 기록해 둔다. 

만약 결정에 해 확신할 수 없다면, 도서 의 장서, 도서 이 속한 종합목록, 

서지도구를 확인하라(원문의 서지사항 참조). 일부 주제들은 기타 십진주제분야에 

분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별로 요하지 않은 자료에 해 결정하지 못

했다면, 다른 분 이나 가까운 도서 의 장서를 확인하라. 만약 다른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폐기 결정에 해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나 주의가 필요한 도서에는 포스트잇을 붙이고(처리가 필요한 범주에 표시), 

‘있는 그 로’ 괜찮은 도서들은 재배치한다. 만약 일시 으로 작업을 멈춘다면, 서

가 표로 멈춘 지 을 표시하고, 확인용 출력물에도 마지막 표제어를 표시한다. 이

 확인을 했다는 의미로 수첩에 마지막 도서의 청구기호를 기록해도 된다. 한 

배열, 도서 리스트, 지역 으로 마련된 색인집을 처리하면서 기록할 수도 있다( , 

도서 이 소유하고 있는 단편 선집의 색인). 

6단계

도서  장서를 재고 조사하라. 

제 하는 동안에 재고조사를 하도록 결심할 수 있다. 제 을 해 도서를 조사

할 때, 이용자가 알아차리거나 지우지 않을만한 안 한 지 ( 를 들면, 표제지의 

오른쪽 상단)이나 표제의 뒤페이지에 색연필로 확인 표시를 하라. 그리고 확인용 

출력물에 있는 해당 도서의 바코드 숫자 이나 이러한 목 으로 추가한 칸에 동

일한 표시를 하라(더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를 이용한 CREW를 참조). 

확인용 출력물에 출된 자료가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용 출력물을 뽑을 

때 물리 으로 재 가지고 있지 않은 도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출되었으나 연체

되진 않은 자료는, 작업 인 분야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재고 조사를 할 수 있

다). 만약 도서가 출 이지 않는데 서가에도 없다면, 나 에 더 찾아보도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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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게 표시해둔다. 만약 자료가 출되지 않았는데 상당한 기간동안 제자리에 없다

면, 잃어버렸거나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장서에서 뺀다. 

모든 다른 경우에는, 한 분야 장서를 제 하고 도서를 개가식 서가에 돌려보내

기 에 표제지의 뒷면과 확인용 출력문의 표제어를 확인해서 정확한 재고 확인 

표시가 있는지, 후에 제자리로 돌아갔는지를, 모든 도서에 표시한다. 한 분야에서 

재고 조사를 한 후 6개월 후에도 확인용 출력물 상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책은 잃어버리거나 훔쳐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단 그 책이 제본소에 있거나 

장기 연체되었거나 수선 과정에 있는 것을 제외한 경우이다. 정확한 장서집계를 

해서 이러한 도서의 ‘분실’을 표시하고 온라인 목록에서 표제어를 삭제하라. 

7단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참고정보원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서지정보와 

표 색인과 비교하여 추려낸 도서를 확인하라. 만약 낡은 도서의 체나 폐기를 

확신할 수 없다면, 이 과정을 통해 참고서비스 직원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만약 도서 이 가지고 있는 '단편색인(Short Story 

Index)'과 같은 인쇄자료 색인을 통해 폐기를 고려 인 도서를 이용자와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 이 색인에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인 제  규정

에서 외가 될 것이다. 만약 도서가 물리 으로 낡았다면, 체  수선하거나 

출 지 상태로 두어야 한다. 폐기하기로 생각한 도서가 색인되어 있는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라. 특히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나 문학비평의 작 

원문은 도서를 폐기하기가 쉽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베이스가 시나 단편 등의 원

문 표제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집에서 이용하거나 훑어보기 해서 

색인된 자료의 인쇄본을 빌리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도서 이 4,000건 이상 단편의 문을 포함하고 있는 ‘단편색인’과 소 색

인의 자 을 구독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 자료 장서를 유지해야 한다. 단 보존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쁘거나 지역사회가 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 도서는 

제외한다. 

자원 사자, 인턴, 사무직원은 이러한 장서제 과정을 도울 수 있다. 만약 특정 

도서가 색인이나 서지도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만약 도서가 그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서나 지정 직원은 최종 결정을 내

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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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표  색인은 구매해야 하는 새로운 도서 리스트를 자주 포함한다. 

개 이러한 리스트들은 색인 출 사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를 들어, 

H.W. Wilson 출 사는 ‘단편색인’의 2008년 1월 업데이트 에 포함시키기 해 

선정된 12권 정도의 도서 리스트를 제공했다. 

8단계

처리증서

도서 제목 혹은 청구기호

□ 제본

□ 수선/보존

□ 홍보

□ 폐기

□ 도서 판매

□ 대체/신판

□ 기증 :                                                                 

□ 발송 :                                                                 

□ 이 도서가 다른 위치에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확인 : 　　　　　　　　　　　　　

　 이 도서의 다른 위치 :                                                      

   이 권을 대체할 도서 :                                                      

   허가받은 대행자 :                                                         

처리 증서에 따라 도서를 처리하라.

  1. 제본 : 제본이 필요한 책들을 해 제본 형식을 비하고 제본을 해 정기

으로 직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기 해 보 하라. 제본에 해서는 

후에 논의하겠지만, 일반 으로 이러한 선택안은 자제하면서 이용하라 

  2. 수선 : 필요한 수선을 하거나, 도서를 수선하는 담당자나 자원 사자의 곁

에 도서를 두어라. 수리에 해서는 보수 이어야 한다. 만약 수선이 10분 

이상 걸린다면, 자료를 새로운 자료로 체하는 것을 고려해라. 시 에 뒤

떨어진 자료를 수선하는 것은 신 하게 하라. 새로운 마일라17) 표지는 낡

은 표지에 비해 새롭게 보이지만, 구도 테이 와 풀로 가득 수선된 책을 

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3. 폐기 : 다음과 같은 폐기과정을 진행하라. 즉 도서 을 표시하는 모든 라벨

이나 인장을 제거하거나 덮어버리고, 온라인 목록에서 도서 정보를 삭제하

17) Mylar : 폴리에스테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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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책 포켓, 오래된 출카드, 바코드를 찢고, 책의 앞표지나 뒤표지 속에 

‘폐기’, ‘퇴출’, ‘폐물’과 같은 한 의미의 인장을 는다. 폐기 도서는 매

를 해 따로 두거나, 다른 도서 에 팔거나 기증하기 해 보 하고, 펄 거

래상이나 고물상을 해 박스에 담아 둔다. 고 시장에서 책을 산 친 한 사

람이 잘못 알고 도서 에 반환하는 것을 막기 해, 어떤 자료도 폐기하기 

에 식별 표시나 바코드가 제거되거나 가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4. 체 : 새 책, 새 , 동일 주제의 더 나은 도서로 체할 필요가 있는 각 

도서는 신 하게 고려하기 해 따로 두어라

  5. 재활용 : 도서 은 신문, 정기간행물이나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한 재활용픽업 로그램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야만 한다. 만약 재활용품이 

평소보다 훨씬 많으면, 용역업체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수송차량에 필

요한 여분의 공간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활용하기 에 라스

틱 코일 조각을 떼고, 표지를 제거해야 하는 자료의 처리를 해서는 자원

사자를 이용하라. 표지가 제거되지 않으면 지역 재활용업체가 받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마도 폐기도서를 픽업하는 문 회사와 계약해야 할 

것이다. 한 이용자들이 폐품으로 가져가도록 해서 그 지 않으면 쓰 기

가 될 수 있는 도서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13장 제 된 도서로 

무엇을  할 것인가? - 처리 유형’을 참고하라).

9단계

체 자료를 확인하고 주문한다. 특정 분야에서 제  업무를 마치면, 체 자료

를 선정하고 주문한다. 가능한 새로운 도서로 체하기 해, 체할 제 도서와 

최신 서지색인에 있는 도서를 비교한다. 

나아가, 만약 장서에 특정 분야의 어떤 추천 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주제 분야에서 요구가 있다면, 한 추천 도서를 찾기 해 장서서지를 사용하

는 것을 고려하라. 표 장서서지, 추천 리스트, 색인, 데이터베이스, 추가독서목록

은 이 지침서의 마지막에 제시된다. 

퓰리처상, 미도서상, 우수청소년도서상, 노벨문학상, 뉴베리 칼데콧 상, 텍사스

도서 회상, 코 타 스콧 킹상과 같은 수상작 리스트와 도서 , 학교도서  

, 북리스트 등의 서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린이용 도서나 은 

세 를 한 도서 뿐 아니라 고 들을 해서도 지역 학교나 학의 추천도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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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참고하라. 한 ‘오 라 추천 도서’와 같이 미디어에서 주목하여 일정기간동

안 심을 끄는 도서들도 고려한다. 

작년 신간 리뷰들도 확인한다. Booklist와 같은 많은 리뷰 정보원들은 TexShare 

데이터베이스18)를 통해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Books in Print’는 체나 추가를 

한 자료와 새로운 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하기로 계획된 각 도서는 서가

에 재배치하기 에 표지 안쪽에 별 모양이나 기타 모양으로 표시하고 확인용 출

력물에도 ‘ 체 정’이라고 표기하라. 이러한 표시는 체용 도서가 들어왔을 때 

해당 도서를 추려내도록 해  것이다. 새로운 책이 들어올 때 오래된 도서를 추려

내기 한  다른 표시로써 ‘ 체(청구기호)’를 써서 체될 순서를 비하라 

10단계

질  수 이 높지만 출은 잘 안되는 도서, 즉 노출되면 이익이 많이 될 도서

를 시하라. 재 지역사회의 흥미  심거리와 련이 있는 책을 화려하게 시

하거나 간단하게 매력 이고 흥미롭게 시해서 제공하라. 만약 이 게 시해도 출

이 되지 않는다면, 심 부족으로 보고 다른 도서 과의 교환이나 기증, 폐기를 고려한

다. 이러한 도서의 시 장소는 출  근처와 같이 상하지 못한 곳에 두어서 이용

자들이 아이들을 해 도서를 고르거나 추가로 도서를 가져가게 하라. 

만약 장서 검을 일상 으로 매일, 혹은 매주 진행한다면, 이를 통해 도서  소

장 자료에 한 지식이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참고정보원 풀(pool)을 만들 수 있

으며, 장서의 실제 약   강 , 실제 이용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료

를 잘 알고 선정할 수 있다. 500권을 CREW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학도서 선정

을 조화롭게 진행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재 장서  그 이용이 

미래의 방향과 강력하고 직 인 계를 맺게 된다. 도서와 비인쇄 자료를 리뷰

하는 을 가볍게 훑어보면서 무작 로 도서를 선정하는 것과 반 로, 주제그룹

별로 자료를 선정한다면 요구가 많은 각 분야를 한 구매가 쉬워질 수 있다. 

18) EBSCO Academic Search Com plete and MasterFILE Premier - Booklist 원문 2002.1.1부터 재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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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 자료의 CREW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다른 것처럼 아동용 장서는 성인용 장서와는 다르므로, 선

정과 폐기에 다른 고려사항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이용자들은 자신의 

조사 상과 즐거움을 한 읽을거리가 무엇인지 찾기 해 어른 ‘ 개자’를 필요

로 한다. 어린이들이 논픽션 장서에서 자료를 찾을 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

을 안내받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완 히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

처럼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발간일을 어두거나 다른 정보원에서 사실들을 재확

인 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자료를 구분하기 한 기본 지식을 항상 갖추고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 에 자료가 있다면, 정확한 최신 자료라고 생각하면

서 시 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된 자료에서 쉽게 향을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얼마

나 최근에 출되었는가와 상 없이 시 에 떨어지는 자료를 장서에서 정기 으

로 제 하는 것이 아주 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자주 아이들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주제에 해 모든 자료를 가져가고, 아이들은 그 정보가 시 에 

뒤떨어졌거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 

아동용장서를 이용해 본  없는 이용자들은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성인 기 을 

모든 사례에 용할 수는 없다. 를 들어, 어떤 자료가 일년 넘게, 완 히 무시되

고 이용되지 않는 상태로 서가에 있는데, 만약 숙련된 사서가 그 자료를 합한 

어린이와 맞춰 다면 장서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개별 인 안내, 이

야기 시간의 활용, 시, 독서토론 등은 자료에 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요한 수단이다. 즉 이런 방식들은 겉으로 보기에 ‘죽은’ 도서를 활발해지게 만든

다. 어린이용 장서의 많은 도서는 수십 년간 인기가 있었지만, 낡고 찢어졌기 때

문에 체가 필요하다. 

기본 인 제  지침은 성인용 장서와 아동용 장서에 모두 용될 수 있다. 당연

히 자료를 선정하는 사람이 장서를 추려내고 최종 폐기 결정을 내리는 감독자여

야 한다. 어린이용 장서 제  과정은 어른용 장서에서처럼 외 과 내용 양쪽 측면 

모두에서 체 장서를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장서를 이용하는 독자뿐만 아니

라 아동문학도 아는 사람의 단이 필요하다. 장서 검은 이상 으로는 일년 동

안에 완료되는 주기로 계속되어야 한다. 장서를 평가할 때는 표  리스트와 리뷰 

정보원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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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침

아동 소설

아동 소설을 제적할 때는 가차 없어야 한다. 많은 도서들이 수업의 읽기 과제로 이용

되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즐거움을 위해 읽는다. 대중의 관심이 이 분야의 가장 우선

시 되는 기준이다. 만약 관심이 줄어들었다면 과거 베스트셀러의 복본은 제적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낡은 복본을 폐기하면서 시작하라

지난 2~3년간 대출되지 않았다면 오래된 소설은 폐기를 고려하라. 또한 장애인, 노

인, 성별, 인종에 관한 편견이 있는 관점과 이미지들을 포함하여, 고정관념이 있는 도

서들을 찾아라. 

이용자들이 낡은 고전과 수상작들을 여전히 요구하고 매력적인 신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하라. 도서관이 교육학과나 도서관학교를 위해 서비스 하지 않는 한, 수십 년 전의 수

상작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산뜻하지 못한 표지에 칙칙하고 조잡하거나 무겁게 

제본된 소설책, 특히 무지거나 무늬가 있는 표지로 대체되어 다시 제본된 소설책들은 폐기

하라. 이런 책들은 젊은 독자들에게 ‘팔리지’ 않을 것이다. 소설책의 도서관용 판 구매는 

자제하라. 그러한 제본은 도서에 대한 흥미를 가져가 버린다. 

청소년 소설

10대들은 종이표지의 염가판을 더 선호한다. 이 분야는 거의 전체적으로 대부분 즐거

움을 위한 읽을거리이고 가능한 최신 자료를 유지해야 한다. 5년 이상 된 자료는 대

출이 잘 될 때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고전은 새로운 양장본이나 종이표지의 신판으

로 대체해야 한다. 

그림책 

그림책은 많이 이용되고, 자주 얼룩이나 더러운 페이지 등의 나쁜 상태 때문에 폐기

된다. 내용은 이야기와 삽화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아동문학 시장은 선

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인 인기로 인해 질적 수준이 낮은 도서를 포함한

다 하더라도, 최고로 질적 수준이 높은 자료 이외의 자료를 선정할 이유가 없다. 트레

이드마크 캐릭터와 TV쇼에 나오는 캐릭터를 포함하여 관심이 얼마가지 못하는 도서들

은 흥미가 감소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하는 것이 좋다. 계속 이용되고 남용되

며 제본이 약한 기증 도서는 주의하라. 보드북은 물어뜯기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팝업

북의 움직이는 부분은 펄럭이고, 접히며, 입체부분이 닳고 찢기기 때문에, 보드북과 

팝업북은 더 자주 대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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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들과 계속 인기가 있지만 낡은 자료들은 대체하라. 부모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

람들도 리스트를 손에 들고 아이들에게 책을 찾아주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대여섯 권을 확인하고도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으면, 그들은 도서관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매우 인기 있는 도서들과 표준 도서들은 

다수의 복본을 구입하라.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뉴욕 공공도서관의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100권의 그림책(http://kids.nypl.org/reading/recommended2.cfm?ListID=61)”

과 같은 자원을 이용하라 

논픽션

이 분야가 많은 장서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역이다. ‘어떤 것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잘

못된 논픽션 자료가 계속 유지된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

하면, 기껏해야 숙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는 또한 그 주

제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관점을 제공하고, 그 결과 사서의 전문지식에 대해 낮은 

존중감을 갖게 한다. 부모, 교사, 어린이들은 장서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주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더 낫

다. 사실, 특정 주제에서 최신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으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듀이 분류에 따른 CREW 지

침안’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를 위한 동일한 일반 기준을 이용하라. 단 몇 년간 이용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판으로 대체된 자료를 제적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요약된 고

‘요약본’으로도 알려져 있는 요약된 작품들은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 비록 일부 

읽고 싶지 않은 독자나 성인물을 읽기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요약

본들은 종종 진부하며 단조롭고, 시시하다. 고전을 개작한 일부 예외들, 즉 ‘셰익스피

어의 이야기들(Shakespeare’s Stories)’과 ‘에릭 키멜의 베어울프의 영웅(The Hero 

Beowulf)’ 등은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서 원본의 정신을 유지하여 높은 칭찬을 받았다. 

만약 의심스럽다면, 표준 리뷰 정보원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리뷰된 자료들만 보관

한다. 다른 자료들은 새로 간행된 양장본이나 종이 표지로 된 원문텍스트로 대체하라 

시리즈물

시리즈물은 잘 써서 질적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서투르게 써서 문학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아이들은 즐거움을 위해 시리즈물을 읽고, 안내를 받아서 더 나은 양질의 

시리즈물나 단권을 찾아간다. 질이 낮은 시리즈물은 ‘Hardy Boys’, ‘Nancy Drew’, 

‘Chet Gecko’, ‘Magic Treehouse’와 ‘Junie B. Jones’ 등 인기 있는 시리즈의 새로

운 판으로 대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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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가 시리즈물인지, 다른 제목의 전편이나 후편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도서가 

한권만이 아니라면, 인기 시리즈에서 분실된 도서를 대체하라. ‘미드컨티넌트 공공도서관의 

Juvenile Series and Sequels’(http://www.mcpl.lib.mo.us/readers/series/juv/title.cfm) 

등과 같은 정보원을 확인하라. 독서 초급자를 위한 도서와 논픽션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장

르에서 시리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래된 자료

낡은 제본, 시대에 뒤떨어지는 삽화 혹은 찢어진 페이지 등의 낡은 도서들은 폐기해

야 한다. 만약 뉴베리상이나 칼데콧상 등의 수상작을 여전히 이용한다면 새로운 판으

로 대체한다. 15년 전쯤 인기 있었던 정체모를 도서들은 갱신된 삽화와 현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도서를 위해 폐기하라  

오래된 

얇은 종이에 작은 활자로 인쇄되거나 아름답지 못한 삽화들이 찍힌 오래된 판들은 새

로운 도서를 위해 폐기되어야만 한다. 오래되고 낡은 고전들은 새로운 양장본이나, 근

사하고 매력적인 종이 표지판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좋아했어!”와 같이 감상적인 이유로 오래된 도서를 보관하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

다. 만약 아이들이 오늘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책 이야기나 전시 등을 통해서 그들의 

주의를 끌거나 폐기하라 

지리책

5년 이상 된 지리책들은 오해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우므로 추려내어야만 한다. 책이 

오래될수록, 내용은 더 부정확할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간행된 자료를 오늘

날 20세기 학생들의 연구논문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상상해보라. 비록 

학생들이 국가 및 각 주에 관한 도서에 역사적 관점에서 흥미를 갖더라도, 현대 사회

학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과학, 의학, 발명 

과학, 의학, 발명이나 급속히 변하는 주제들은 매 5년마다 재검토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된 자료들은 대부분 항상 폐기해야만 한다. 성인용 장서에서 과학, 

기술 혹은 의학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침을 따르려는 이용

자에게는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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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교과서와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특히 교과과정을 목적으로 저술된 자료들은 지역사회

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없고, 교과과정이 변할 때 2~3년마다 갱신되지 않는다면 폐기

해야만 한다.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상당한 홈스쿨링 인구가 있고 그들이 오래된 교

과서에 흥미를 가진다면, 하나의 대안은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 

교과서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아동용 장서를 체계 으로 CREW하는 것은 공공도서  업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장서와 문학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심

을 가지는 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시 에 뒤떨어진 자료들만 가득

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은 미래의 도서  이용자나 후원자로 자라지 않을 

것이다. 장서 제 이 강력하고 균형 잡힌 도서선정정책  구매정책과 맞물려서 

수행된다면 장서는 체 도서  로그램을 향상시키고, 그 상인 아이들과 청소

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아동장서의 효율성을 단할 때 작은 도서 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부티

크’ 이론과 ‘거품’ 이론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형백화  같은 

분 기는 흥미 없는 수많은 자료 에서 ‘좋은 자료’를 찾고자 하는 은 독자들

에게 무 압도 일 수 있다. 더 작은 부티크처럼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서 제공하

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이용되지 않는 많은 책들을 한권씩 소장하는 것보다는 수  높고 인기 있는 책

의 복본을 여러 권 소장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즉 모리스 샌닥(Maurice Sendak)의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Where the Wild Things Are)’같이 계속 인기 있는 도서

의 복본을 여러 권 소장하는 것이 구도 읽지 않는 괴물에 한 책들을 한권씩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덧붙여서 뛰어난 문학작품들이 추천 도서목록, 수상작 리

스트 등에 오르면 ‘거품’이 일게 될 것이다. 한정된 장서개발 기 을 가진 도서

들은 아동용 장서를 한 최고의 도서를 선정하기 해 연간 최고도서 리스트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 

7. 참고 장서의 CREW

부분의 도서 에서 참고서비스는 도서  사명을 가장 에 보이도록 표 하는 

것이고, 핵심 역할  하나이면서 장기계획과정에서 가장 우선 으로 선정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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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이다. 인터넷이 보 되었지만, 참고서비스는 여 히 많은 도서 에서 아주 

요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료의 양에 좌 하고, 정보가 정

확한지 단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리하여 이들은 공공도서 의 참고서비스 직

원과 장서를 활용한다. 도서 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와 제공되는 참고서비스

의 요소들을 통해 참고장서의 넓이와 깊이를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장서는 온라인 자원이 리 보 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격히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표 이었던 많은 참고 도서들이 더 이상 인쇄된 형식으로 이용되지 않

거나, 인쇄본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구독으로 보충된다. 많은 도서 들은 자신

들의 참고장서가 격히 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수하게 비

된 참고장서는 좋은 서비스를 해 지속 으로 요한 구성요소이다. 여 히 “인

쇄 참고장서는 근처에 있어야만 하면서 이용자들을 해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이

용한다는 역설”이 존재한다.19) 사서가 개하지 않고서는, 많은 이용자들은 참고

정보원을 이용하는 법을 모른다. 

제  결정을 할 때, 참고장서는 이용자의 이용행태 찰과 도서 들의 력 장

서개발이 요한 역할을 하는 장서 분야이다. 신뢰할 수 있는 자원에 즉시 근할 

수 있다는 것은, 근에 시간이 걸리는 자 자원을 많이 소장하는 것보다 요하

다. 실제로 오래된 자료들, 특히 ‘기이한’ 것으로 설명되는 자료들이 새로운 자료, 

인터넷, 자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20) 그러므로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 에 뒤떨어지고 잘못된 자원을 제 하여 참고장서를 실

용 이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장서 평가가 연1회나 

혹은 연2회 정도 필요하다. 

참고장서를 CREW하는 과정에서 요한 두 가지, 체된 오래된 자료의 자동

인 제거와 사서가 하는 정기 인 평가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참고 도구를 어떻

게 이용하는가에 한 평가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다른 것들보다 자주 체되어

야 하는지, 는 특정 유형의 도구를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를 들어, 만약 우수한 연감을 포함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인쇄본을 매년 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록 신뢰할 수 

있는 사 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오래된 은 출 장서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단어를 확실히 포함하도록 3~5년마다 새로운 양장본 사 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거나, 신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19) Lampasone, Lauren. “A Time to Weed”, Library Journal, May 1, 2008, p.100.

20) Wickens, Andy. “The Need to Weed”, American Libraries, November 2005,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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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부 자료들은 즉시 인 참고서비스를 해서는 가장 필요하다. 만약 의심된

다면, Shannon Graff Hysell의 ‘Recommended Reference Books for Small and Medium- 

Sized Libraries and Media Centers’를 참고하라. 

도서 은 참고장서 범 의 깊이와 선정 기 을 설명하는 서면화된 장서개발정책

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매년 더 많은 언어사 과 기타 자원들이 발행되므로 외

국어 참고 자료에 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라. 정책은 시 에 뒤떨어진 참고정

보원을 제거하는 기 을 포함해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오래된 

을 유지하고, 자료를 출 장서로 이동시키며, 자료를 보존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한 정책은 일반지침의 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를 들어, 

향토사 자료는 상태나 최근 이용에 상 없이 원히 보존해야 한다. 많은 참고 자

료들이 다른 도서보다 비싸기 때문에, 우수한 정책으로 도서 이 비싼 자료를 폐

기한다는 비 을 피할 수 있다. 

도서  참고장서는 명감, 정부 자원, 기타 인기 있는 즉시참고서비스 도구 등과 

같이 재 도서  홈페이지에 링크된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참고서비스 도

구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주기 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운 되

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가치가 덜한 자료들은 제 해야 한다. 매년 가을에 발행

되는 라이 러리 의 부록 ‘Reference Supplement’21)를 확인하라. 이 부록에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최근 자료와 곧 출간될 

자료들을 모아놓은 “Subject Listings”가 포함된다. 한 매년 에 발행되는 

‘Booklist’는 최신 추천 세계 지도와 사 에 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한다. 각 

호에 새로운 참고 정보원의 리뷰를 제공하는 ‘Reference Books Bulletin’이 있다. 

자원의 유형

인터넷을 통하거나 자 으로 이용하는 것과 련 없이, 일부 참고 자원의 범

주는 부분의 장서에서 여 히 요하다. 

백과사

일반 이고 범 한 백과사 은 온라인 구독 이나 키피디아같은 무료 백과

사 으로 빠르게 체되고 있다. 특히 작은 도서 에서 모든 컴퓨터가 이용 일 

때 인쇄본 백과사  총서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정보에 근할 수 있다. 일반 으

21) “Subject Listings.” In Reference 2008 Supplement to Library Journal v.132 no. 19 (November 15, 2007) pp.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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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소한 인쇄본 백과사  한질은 보유하고, 5년마다 체하라. 텍사스공공도서

은 ‘TexShare K-12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리태니커 백과사 에 근할 수 

있다. 

세계휴일  축제 백과사 22)과 같은 주제 백과사 은 신 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거나 10년 마다 유사한 자료로 체해야만 한다.  

연감

연감은 연간으로 발행되고, 일반 으로 정보가 표 형태로 배열되거나 주제 분야

가 연 순으로 배열되는 것이다. 인터넷이 인쇄본 연감을 체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시 으로 있었으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연감은 여 히 즉시참고서비

스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비록 연감이 역사 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시성은 요하고, 2년 후에는 부분 유용하지 않다. 문성과 이용편리성은 즉시

참고서비스 도구의 핵심 요인이다. 일반 으로, 연감은 일년 단 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오래된 은 출 장서로 이 한 뒤 다음 해에 폐기해야 한다. 

지역 연감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  연구를 해 보존될 것이다. 그

러나 거의 외 없이, ‘Chase's Calendar of Events’23)와 같은 도서를 포함하여, 시

에 뒤떨어진 연감을 보유할 이유는 없다. 이에 한 외 사항은 ‘Texas Almanac’

의 구 에도 해당되는데, 이런 연감들은 각 권에 연속되는 후속 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보존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심

을 가지고 정기 으로 이용하는 문화된 연감 ‘The Old Farmer's Almanac’ 같은 

연감도 외로 계속 보존해야만 한다. 를 들어, ‘Texas Almanac’ 1994년 은 1970

년 이후로 주에서 은 주요 화의 리스트를 실고 있고 2008-2009년 은 텍사스 

마이 리그 야구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책등라벨에 연감 청구기호의 일부로

써 연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용자가 그 날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외 사항도 보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 상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역사  사실들이 ‘Texas Almanac online’ 

(http://www.texasalmanac.com)에서 제공된다. 만약 인쇄본이 정기 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폐기하거나, 주립  지역 역사보존소로 옮긴다. 

22) The Encyclopedia of Holidays and Celebrations: Country-by-Country Guide

23)  세계 만개 이상의 축제, 휴일 등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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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류

사 과 탁상용 일반사 은 정기 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일반 으로 매년 

뉴스 기사에서 언 되는 새로운 단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라. 를 들어, 일부 

새로운 단어, 즉 탄소 립(carbon-neutral), 별거 상태(splitsville), 구디백(goody ba

g)24) 등은 2007년에 출 된 옥스퍼드 어 소사 25) 6 에 포함되어 있다. 

약어, 속어, 두문자어(頭文字語) 등을 한 특수사 은 정기 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오래된 은 보존되어 출 장서에 추가될 수 있지만, 이용되지 않은 채 서

가에만 있는지 찰해야 한다. 일반 으로, 인명사 은 신간으로 체되기 까지

는 보 할 수 있다. 만약 출 사가 인쇄본 사 을 출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최신 

자료를 찾아야 한다. 특정 기간에 을 맞춘 인명사 은 언제까지나 보존될 수 

있다. 를 들면, ‘Shapers of the Great Debate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787: 

a Biographical Dictionary’ 같은 자료이다.

외국어사 은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을 입수할 때까지 보 해야 

한다. 스페인어나 랑스어 같이 일상 으로 이용되는 언어는 최소한 5년에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것이 좋다. 구 은 낡거나 출이 지될 때까지 출 장서로 옮길 

수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가 변화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인종집단이 마을

로 이주해 오면, 합한 언어로 된 자료를 구매하라 

명감

명감은 보통 신 이 도착하면 폐기하지만, 만약 공간이 허용되고 계속 이용된다

면 수년간은 보 한다. ‘Statesman's Yearbook’과 같은 일부 명감은 인쇄본에 온라

인  구독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록 정보는 보존하고, 역

사  데이터의 손실 없이 오래된 들을 폐기할 수 있다. 화번호부는 재 온라

인으로 제공된다. 만약 시 명부와 지역 화번호부가 있다면, 가계(家系) 연구에 

유용할 것이므로, 공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보 하라. 구 들은 최신 들과 

분리해서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많은 자원들은 CD-ROM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도책

온라인에서 더 많은 지도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수한 최신 인쇄 지도책은 이

용자들이 지리  요소를 잘 살펴보거나 여러 지도의 일부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24) 티나 행사 참석자에게 주최자가 참석 감사인사로 돌아갈 때 주는 선물

25)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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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범 한 지도책(Oxford Atlas of the World)은 

업데이트될 때마다 체해야 한다.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1999년 ’은 

1999년에 발행되었지만, 여 히 ‘지도책의 정 ’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신 을 이

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 해야 한다. 비교  렴한 도로 지도책들은 2~3년마다 

체될 수 있다. 특 형 지도책들은 제본된 그 로 유지하기 해 특별한 취 이 

요구된다. 

‘The Routledge Historical Atlas of Religion in America’와 같이 소  지도책이거나 

역사  지도책들은 비록 새 이나 최근 출 물이 사건의 해석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도책에 담긴 정보가 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존할 수 있다. 지역을 다루는 지역 거리 안내서와 지도책들은 무기한 으로 보

존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기 에 권년을 확인하

지 않기 때문에 향토사 장서에 배치되는 것이 더 합하다.  

편람

편람은 특정 주제나 기술에 한 정보의 개요를 모은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므로, 편람은 정보에 빠르게 근할 수 있다. 

이용의 편리성, 색인  기타 특징들과 같은 들은 의심스러운 편람을 제 하는 

결정요인이 된다. 많은 편람들은 정기 으로 업데이트되고, 가능하다면, 장서는 

부분 최신 을 포함해야 한다. 

‘The Physicians' Desk Reference’와 같은 건강 련 자료들은 신 이 입수되는 

로 되도록 빨리 체해야 한다. 시 에 뒤떨어진 자료는 험할 수 있으므로, 

출 장서에 구 을 추가하는 것은 주의하라

인문학(음악, 술, 문학)에 한 주제는 유용성을 근거로 하여 무기한으로 보존

하되, 새로운 텍스트로 보충한다. 사회과학 참고도구는 10년 후에는 시 에 뒤떨

어진 것으로 간주되는데, 구식 이론과 실제 인 내용은 일반 으로 개정된다. 주

목할 만한 외사항은 요한 역사  데이터를 담은 편람들이다. 만약 지역에서 

계속 심을 가진다면, 참고 장서에 골동품들의 최신 가격 안내서를 포함시키고 

 안내서 한두 권은 출 장서로 이동시켜라. 오래된 가격 안내서를 참고장서

에 유지할 이유는 거의 없다 

과학 자료들은 일반 으로 5년 안에 시 에 뒤떨어지게 되며, ‘Little Big Bend: 

Common, Uncommon, and Rare Plants of Big Bend National Park’와 같이 한 지역을 

상으로 하는 식물학이나 자연사에 한 내용은 더 오랜 기간 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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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동차 수리 지침서는 참고장서에 유지될 것이며 오래된 지침서는 출 장

서로 옮겨져야 한다. 

색인집

많은 일반색인집과 주제 문색인집은 자 데이터베이스로 체되고 있다. 여

히 요하고 유용한 일부 자료들만이 재에도 인쇄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도서

은 온라인 색인집에 포함되지 않는 ‘Song Finder’와 같은 오래된 색인집들을 보존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일반 으로 인쇄본 색인집은 상호 차에 이용하지 않는 한, 

도서 이 인용된 자료를 보 할 때 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부분의 경우, 

역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원들은 학이나 큰 공공도서 에서 이용할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비하여 오래된 색인집을 보 하지는 말

라! 일반 으로 색인집이 과거 3년 동안 이용되지 않았다면, 다음 3년간도 이용되

지 않을 확률이 크다.

‘Granger's Index to Poetry'의 구 이 도서 이 보존해온 인쇄간행물 외의 자료를 

색인하 다면 유지될 것이다. 이외에,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26)와 같은 기타 

자료들은 신 에 어떤 자료들을 추가되는 신 어떤 자료는 삭제하기 때문에 보

존될 수 있다. 

법률 서식  정보

부분의 도서 들은 자형태로 법률 서식과 견본문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러한 자료에 한 요구가 여 히 높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최신 양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How to Do Your Own Divorce in Texas(Nolo Press)’와 같은 도

서의 신 , 산이나 부동산을 다루는 자료  세 신고 련 도서들은 매년 검토

해야 한다. 구 은 시 에 뒤떨어진 정보를 무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목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해야만 한다. 만약 공간이 허락하고, 지역에서 많이 

요구한다면, 세  신고연장, 수정신고, 지연신고 등에 한 것들을 도와  수 있도

록 3년 동안은 세 신고 안내서를 보 하라 

26) 바틀렛인용문색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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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인쇄 매체의 CREW

오늘날 도서 이 단순히 도서와 연속간행물 이상을 소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사실, 연속간행물 분야는 미디어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어들 것이다. 

심지어 가장 작은 도서 조차도 최소한 DVD, 비디오카세트, 블루 이, CD, 오디

오카세트, Playaway®(오디오북)27), 도서  미디어 키트, 아트 린트, 축음기 코

드 , 컴퓨터 혹은 게임 소 트웨어  일부 혹은 모두를 포함하는 당한 비인쇄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CREW 방식은 통 인 인쇄자료 장서만큼, 비인쇄자료 장서를 정확하고 매력

인 최신 자료 장서로 효과 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비인쇄 자료들, 특히, 오디

오와 필름 형식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인쇄 자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

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비인쇄자료들이 우선 기 비용이 비싸고, 장서가 한정

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짧은 출 기간, 자료 연체에 한 더 높은 벌 , 

은 층에 한 비인쇄자료의 출 제한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료의 물리  형식은 정보원  오락거리로써의 유용성보다 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비인쇄자료를 이용하기 해 어떤 하드웨어나 기타 기술이 

필요한지는 비인쇄 장서를 제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핵심 의문사항이다. 자료를 이

용하기 해 필요한 하드웨어가 충분한지 아니면 없어졌는지를 알고 지역사회를 

아는 것은 요하다. 만약 턴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코드 

장서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도서 들은 내 이용이나 출을 해 장비를 

제공하지만 지역사회가 여 히 해당 형태에 심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단순

히 낭비일 뿐인 자료를 해서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심을 갖는 자료의 형식을 알기 해 Survey Monkey(www.surveymonkey.com)나 

Zoomerang(www.zoomerang.com)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 

비록 앞에서 설명한 인쇄자료의 일반제 원칙을 시청각자료를 제 할 때 동일하게 

용한다 하더라도, 멀티미디어자료 제거 과정에서는 문제로 보이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자료 형식별로 추천되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표  리스트가 거의 존재

하지 않으며, 입수한 리스트마  빠르게 시 에 뒤처진다.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일

부 수상 리스트가 있다. 매년 발행되는 멀티미디어 자료들에 해서 상 으로 작

은 비율로 리뷰가 이루어지고, 일부 형식은 어떤 이용 가능한 리뷰도 없다. 

만약 자료들이 오락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선정되었다면, 제  결정은 이용, 

27) Playaway : 디지털오디오북으로 이용할 때 별도의 이어나 추가 인 장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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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낡은 상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퇴출  체 결정이 단순히 

이용과 상태보다는 주제의 범 와 내용에 근거한다면, 그 결정은 장서의 특정 목

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를 들면, 비록 어떤 형식이 다른 형식에 비해 훨씬 

게 이용된다 하더라도, 오스틴공공도서 28)은 지역 음악 산업 때문에 규모의 

코드  장서를 보존한다. 비인쇄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낡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군가 보거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 한 이러한 검토에

는 컴퓨터나 게임 이어에 소 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  결정은 

시각  검사, 해당 자료가 장서에 포함되었던 기간, 출 빈도, 자료의 상태에 

한 이용자의 불만을 근거로 내려질 것이다. 

비인쇄자료를 폐기하기 해 평가할 때 기억해야 하는 기 은, 많은 도서 들이 

도서  정책의 일부로써 상호 차를 통해 시청각자료를 빌리거나 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시청각자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고려사항은 물리  상태, 실제 정확성, 상  음향의 

질, 교육  유용성, 부 합하고 낙후된 형식( , 16-mm필름, 35mm 슬라이드 세트, 

마이크로피시, Beta video 등) 등이다. 많은 비인쇄자료의 형식이 도서  장서에서 

변화되어 왔지만, 여 히 도서 에 기증 형식으로 제공된다. 

일반 인 비인쇄자료 

DVD/기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형식

몇 년  VHS비디오는 DVD로 체되었고 이제는 블루 이(Blu-Ray)29)가 빠르

게 심이 될 것이다. 다양한 매체의 수명에 진정한 기 은 없다. 이상  상태에

서 이론 으로는 어떤 매체도 원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이용은 ‘정

상 인’ 이용이 아니다. 재생장비와 처리 면에서 질 으로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매체가 최소한의 이용에서도 항상 잘 견디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각 매체 형식은 클리닝과 처리에 자체 인 특성을 갖고 있다. 를 들어, 도서  

직원은 DVD의 작은 스크래치는 클리닝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지만, 블루 이의 하

드코 은 쉽게 마모되어 데이터를 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처리 방식이 요구된

다. 일반 으로 매체의 클리닝과 수리는 많은 노력을 들인 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 

실제로 손상을 복구하는 우수한 장비는 비싸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를 들면, DVD당 약 10-20분). 만약 디스크의 클리닝과 수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28) 오스틴(Austin)은 텍사스의 주도

29) DVD보다 약 10배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의 청자색 이 를 사용하는 용량 차세  디스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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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리 장치를 비교하고 련 기술을 검토한, 라이 러리 에 실린 Jim 

Scholtz의 “To Repair or Not to Repair”30)를 살펴보라

비디오카세트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비디오카세트는 거의 없고, 많은 도서 은 기증을 통해서

만 자료를 추가하고 있다. 도서 들은 이 게 속히 사라지는 형식의 자료를 장

서에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비디오카세트에 한 심, 품질, 상태에 상

없이 보존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출되지 않았던 비디오는 상태에 

상 없이 폐기해야 한다.

비록 외가 있긴 하지만, 최상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비디오카세트가 낡거나 찢

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에 약 200~250번 이상의 재생을 견딜 것이라고 기 하

는 것은 합리 이지 못하다. 일부 배 상들은 품질이 낮은 비디오테이 를 사용하

고, 이로 인해 가격은 이지만, 테이 의 수명은 확실히 짧아진다. 많은 도서 들

은 비디오카세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들이 알려주는 것에만 의지하지만, 최

소한 50회 출 시마다 시각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명하다. 만약 내용을 평가

한다면, 모든 오락 비디오에 한 평가는 이용자들의 출에 근거하라. 논픽션이

나 다큐멘터리 비디오는 해당 주제에 한 최신성, 내용의 정확성, 주제의 성, 

인종, 문화, 성 역할 묘사에 한 공정성, 도서 의 체 장서개발계획과의 지속  

련성 등을 고려하라

제 을 해 매체 장서를 검할 때는, 장서를 더 작은 주제로 나 어서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 지난해에 출되지 않은 비디오, 특히 오락과 장편 화의 

범주에 있는 비디오들은 분명히 폐기 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행 비

디오와 다큐멘터리들은 좀 게 출되며, 자주 이용되지는 않지만 불후의 가치를 

갖는 비디오들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3년간 출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앞으로 2년 동안도 요청이 없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체할 비디오를 선정하거나 요하지 않은 자료를 유지할지를 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Video Round Table's Notable Videos’31) 리스트를 참고하라. 이 

리스트에 있는 비디오들은 과거와 재에 개 된 비장편 화(교육 이고, 사실

이거나, 실용  화들)  가장 좋은 작품들이다. 

30) Scholtz, James. “To Repair or Not to Repair.” Library Journal, May 15, 2004, pp.22-25 [AudioVideo supplement]

31) http://www.ala.org/ala/mgrps/rts/vrt/initiatives/notablevideos/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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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일반 으로 DVD 평가에 동일한 기 이 이용될 수 있다. 작은 스크래치 때문에 

이용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용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보통 알려  것이다. 

심한 스크래치들은 일반 으로 쉽게 복구될 수 없다. 수리를 해 필요한 시간과 

장비는 소규모나 간 규모의 공공도서 에는 경제 으로 맞지 않는다. 

작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출되지 않은 오락  장편 화 DVD들은 폐기하라. 

자료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이용자들이 심을 잃은 것이다. Ken Burns의 

‘Jazz’나 디스커버리 채 의 ‘Meerkat Manor’와 같은 자료들은 장편 화와 비슷하

게 출될 수도 있지만, 논픽션 DVD들은 다소 게 출된다. 외국 화와 어

가 아닌 언어로 된 화들 한 출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사

회는 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다. 만약 지역사회가 심을 가

진다면 지역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된 자료는 보존하라 

오디오카세트

오디오카세트는 생산자가 어듦에 따라 장서에서 속히 사라지고 있다. 오디

오카세트 형식으로 된 음악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오디오북 생산자는 CD

보다 오디오카세트 비용을 더 비싸게 받는다. 오디오카세트 형식은 다른 디스크보

다 뒤로 돌리고 재생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학습자들, 언어 

교육과정을 상으로 인기가 있다. 만약 오디오카세트가 지역사회에서 여 히 사

용된다면, 기증과 고품 매업자들(eBay 등)만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가 될 것이다. 

그 내용에는 인기 있는 음악녹음물과 언어 교육과정, 오디오북과 낭독 등이 포

함된다. 이 형식의 자료들은 얼마간은 망가지기 쉽고 쉽게 손상될 수 있으나, 다

른 형식에 비해서 심한 것은 아니다. 만약 테이 의 릴이 빠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카세트 이스가 되어 있다면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많은 오디오카세

트들은 작은 드라이버로 열 수 있지만, 오디오카세트를 수리하기 해 요구되는 

시간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장 나거나 뒤틀린 테이 들은 손상된 것으

로 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비록 완 한 오디오북을 출 하는 많은 출 사들이 

더 이상 카세트 형식의 새로운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 수수료를 받

거나 무료로 세트의 일부인 손상된 테이 를 교체해  것이다. 비록 오디오카세

트로 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 이 허락한다면 분실된 세트나 결함이 있는 언

어 카세트와 매뉴얼은 체되어야 한다. 이는 세트에 포함된 카세트가 몇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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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세트로 반드시 재주문해야 하는지와는 상 없다. 불완 한 세트는 연례도서

매 는 진행 인 도서 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난 1년이나 2년 동안 출된 이 없는 음악 카세트는 제 하라. 일반 으로 

CD를 선호한다. 지난 약 2년간 출되지 않은 오디오북, 특히 도서 장서에서 시

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논픽션 자료들을 제 하라. 요약된 오디오북, 특히 

많이 요약된 오디오북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한 제 을 고

려하라

CD

CD는 오디오북과 함께 음악 녹음물에 사용되는 행 형식이다. 이상 으로, 

 장서는 장서의 견본, 선집, 요 부분, 최고 히트 작품을 포함하여 모든 장르, 

스타일, 시 , 작곡가  연주자 등을 반 해야 한다. 정보제공 CD는 물리  상태, 

정보의 최신성, 이용, 다른 형식으로의 정보 복제 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음악 

CD는 도서  이용자들의 인기에 따라 단될 것이다. 일단 이용이 감소하면 폐기

하라. 지난 2년간 출되지 않은 오디오북, 특히 (원본의) 권년이나 정보의 오류 

때문에 인쇄본 장서에서 제 되고 시 에 뒤떨어지는 논픽션 자료들은 제 을 고

려하라. 

CD들은 방탄 창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다. 이러한 원인으로 매체의 실제 수명에 해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수명은 이

용과 리에 필요한 다수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르게 장이 된다면 

에 띄게 품질이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출되는 CD는 잘못 다루어 져서, 작은 흠

과 스크래치에서부터 심한 스크래치와 뒤틀림까지 계속해서 손상된다. 가벼운 스

크래치는 닦아낼 수 있지만, 클리닝과 수리에 소비되는 시간을 CD 교체 비용  

지속 인 유용성과 비교하여 득실을 따져야 한다. 한 CD는 극심한 온도 차이, 

지나친 습도, 강력한 자외선 등에 민감하다. 디스크는 손상 신호를 정기 으로 확

인해서 폐기해야 한다. 완 한 오디오북은 비싸기 때문에 부분의 생산자들은 

은 비용이나 비용 청구 없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디스크를 교체해  것이다. 

도서/CD/테이  세트(아동용)

따라 읽기용 오디오카세트와 CD는 앞에서 설명한 평가 기 을 동일하게 용한

다. 이러한 자료들은 인기 있고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카세트, CD, 다른 

구성요소들은 책과 함께 반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디오 부분을 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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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지만, 동 된 도서 한 상태가 괜찮은 지 확인하라. 만약 카세트나 CD

가 없고 책이 좋은 상태이면, 그 책은 기존 어린이용 도서나 그림책 장서에 추가

될 것이다. 만약 카세트테이 와 CD가 여 히 좋은 상태이고 동 된 도서가 낡았

다면 도서를 체하라

비디오게임

게임은 많은 지역사회에서 극히 인기있는 것이며 많은 도서 에서 출을 해 

이스테이션2, 닌텐도, Wii, 엑스박스 등 컴퓨터 는 콘솔 게임을 제공한다. 

종종 랫폼이 주요한 제  결정 요인이 된다. 일단 하드웨어 업체가 더 이상 

랫폼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으로 심이 격히 감소한다. 물론 게임을 더 이

상 구매할 수 없을 때, 오래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서 장서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손상된 자료나 분실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런 자료들은 폐

기하라 

핵심 자료들이 거의 없다면, 다양한 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리스

트인 ‘Young Adult Library Services’의 “Top Fifty Gaming Core Collection Titles” 

(http://wikis.ala.org/yalsa/index.php/Gaming_Lists_&_Activities#)와 장서를 비교해 보라. 

덜 일반 인 비인쇄형식

컴퓨터 소 트웨어

라이선스와 포맷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출용 컴퓨터 소 트웨어 장서를 갖

추고 있는 도서 은 거의 없다. 마그네틱 노출 문제와 같은 물리 인 한계 측면에

서 보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출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로피 디스크의 물리  한계는 CD-ROM에는 없다. 그러나 소 트웨어는 여 히 

손상되기 쉽고, 매번 반납되는 자료의 손상을 확인하는 노동집약 인 일을 해야 

한다. 재의 소 트웨어 부분은 라이선스 구매를 실제로 수반하며, 본질 으로 

출 할 수가 없다. 많은 로그램들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구 인 설치를 해야 

하거나, 단지 해당 하드디스크에서만 실행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동시에 여러 개

를 설치하는 것을 지한다. 시 에 뒤떨어진 소 트웨어를 기증으로 받아서 장서

에 추가하는 것을 주의하라. 자료가 손상되었거나 지난해에 출되지 않았다면, 

심이나 요구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므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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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린트

술 복제품은 과거에 비해 덜 유행하고 있고, 많은 도서 들은 장서에서 단계

으로 폐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출되지 않은 아트 린트는 제 해야 한다. 색

이 바래고, 히고, 뒤틀리거나 아니면 낡은 아트 린트들은 닳고 분리된 임

이나 더럽고 얼룩진 받침들과 함께 제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체 

출 장서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때로 아트 린트는 다른 도서 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을 것이고, 는 연례도서 매 에서 팔리게 될 수도 있다. 

축음기 코드

축음기 코드를 구입하는 도서 은 거의 없다. 사실상 고시장을 통한 구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입이 불가능하다. 2007년 후반기에 아마존닷컴은 새롭게 생산되

는 코드를 해 별도의 코드 섹션을 만들었다. 언뜻 납득이 잘 안되지만 이 

코드는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32) 한 일부 도서 들은 음악  순수주의자들을 

해서 혹은 지역  요구 때문에 특별 심 장서나 기록 장서로 유지해오고 있다. 

코드들은 쉽게 뒤틀리고 히므로, 만약 손상을 입었다면 폐기해야만 한다. 지

역 연주자의 코드와 같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 2년간 출되지 않은 

코드는 폐기하라

9. 컴퓨터를 이용한 CREW

부분의 도서 들은 재 완 히 자동화 되었고, 온라인 출시스템은 장서 제

에 매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주제 분야의 도서

 소장자료 리스트를 통해 아래 정보들을 산출할 수 있다. 

 재 출되고 있는 자료들이 가장 최근에 출된 날짜 

 각 자료가 장서에 추가된 날짜(입수일)

 재 출되지 않는 자료들이 이 에 출된 날짜

 해당 청구기호로 도서 이 소장한 다른 자료

32) Van Buskirk, Eliot. “Vinyl May Be Final Nail in CD’s Coffin,” Wired 10/29/07, 

   http://www.wired.com/entertainment/music/commentary/listeningpost/2007/10/listeningpost_1029



108  외국도서  정책자료Ⅲ

OPAC시스템 덕분에, 특정 기간 동안에 해당 자료가 몇 번 출되었는지와 장서 

내 각 권의 권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년도 이 에 출간된 특정 분류 

역내의 모든 도서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격하게 변화하는 장서 분야

(컴퓨터 기술과 같은)의 제 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먼지 쌓인 책’에 한 보고서

는, 내의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서가에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들을 쉽

게 찾을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유형의 보고서는 한 총서나 시리즈물의 자료가 

분실되었을 때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다(이용 횟수가 부족한 것을 보고 알게 

됨). 한동안 출되지 않은 도서들은 한 서가에 잘못 꽂혔거나(혹은 서가 뒤로 

떨어졌거나) 도난을 당해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자동화된 보고서를 통

해 얻는 정보는 쉬운 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신속한 제 ’에 특히 유용하다. 

만약 통합도서 시스템에서 산출된 보고서가 무 성가시거나 필요하지 않은 정

보를 제공한다면, 더 나은 형식의 정보로 산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많은 시스

템은 한 엑셀이나 다른 스 드시트의 형태로 일을 산출할 수 있다. 안내받

기 해서는 Tony Greiner와 Bob Cooper의 ‘Analyzing Library Collection Use With Excel’

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라. 

만약 시스템에서 엑셀 일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없다면, 엑셀에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가 분실되었다던가, 혹은 서가에 있다든지 

하는 것을 을 수 있는 칸을 추가하면서 보고서의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출력한 

보고서를 서가로 가지고 가서, 향후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칸에 메모를 하라. 를 들어 만약 도서가 분실 이라면, 원히 분실된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기 에 더 깊이 조사하라  

만약 통합도서 시스템이 어떤 보고서를 제공하는지 알지 못한다거나, 보고서의 

정보를 분류하고 출력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우수한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 이나 시스템 매상에게 문의하라. 많

은 매상들은 지침서를 가지고 있거나 화나 이메일을 통해 질문에 답해  수 

있다. 

3년간 출되지 않은 자료들

부분의 장서는 서가에만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소장할 여유가 없다. 부분의 

듀이 분류 분야에 해, CREW 방식은 도서 이 소장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3년간 

한번도 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특정한 듀이 분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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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컴퓨터로 리스트된 모든 이러한 자료들에 한 보고서를 출력하는 것으로 시

작하라. 만약 보고서 작성 기능이 허락한다면, 자, 서명, 바코드 번호, 출 일, 

마지막 출일, 각 자료의 복본 수를 보고서에 포함시켜라. 4주에서 6주 동안 무

리 없이 제 할 수 있는 정보만 출력하라 

이러한 리스트를 이용하여 분실되었거나 제자리에 없는 자료들을 표기하면서, 

서가를 확인하라. 3년 동안 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처분을 결정하기 해 재검토 

될 수 있다. 3년간 출되지 않은 자료의 약 80%가 폐기될 수 있지만, 이는 자동

화된 과정은 아니다. 일부 자료가 내에서 이용될 수 있고, 다시 출되도록 

시에 포함된 도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좀 더 합하게 다시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 더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서는 반드시 이 자료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

부 자료는 신 이나 업데이트된 자료로의 체가 필요할 수 있다. 

서가의 해당 치에 있지 않고 출되지도 않은 분실된 자료들은 2~3달 동안 

어도 두 번은 조사되어야 한다. 만약 그 자료가 한 기간 후에도 제자리에 있

지 않다면, 이것은 분실로 가정하고, 도서  목록에서 제거될 수 있다. 때로는 출

력물에 없는 자료가 서가에 있을 수 있다. 자료가 잘못 확인된 것은 아닌지, 정확

한 책등 라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혹은 해결해야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

닌지 결정하기 해 자료를 빼내어야 한다. 

일부 사서들은 산이 부족한 연도에, 서가에 더 많은 도서를 남길 수 있도록 

시기를 조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 했다. 비록 지난 3년간 출되지 않은 

장서는 이후 3년간도 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연구들이 계속 보여주

고 있기는 하지만, 장서의 일부 분야에서 이런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히 산이 어렵기 때문에 쓸모없고, 심을 끌지 못하고 이용되지 않는 자료들을 

서가에 남겨두는 것이 어떤 목 에 도움이 될 것인가?

3년간 출된 이 있는 자료

첫 번째 과정을 완료한 후에, 3년 동안 출된 이 있는 듀이 분류 분야의 자

료 리스트를 작성하기 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라. 제 로 출되는 많은 자료

들, 특히 이용이 매우 빈번한 주제 분야에 있었던 자료들은 상태가 나쁠 수 있음

을 기억하라. 이러한 낡은 자료들을 찾기 해서 반드시 서가로 가야한다. 아울러 

수년간 있었지만 단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출된 도서들에 주의해야 한다. 삼 

년 되기 직 까지 서가에 그 로 있는 도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난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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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출되었던 도서로 리스트에서 나타나 있더라도,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책이 계속 유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해서는 단해야 한다. 3년 후에도 원상태인 

도서는 이후의 평가가 필요하다. 

체 장서를 검토하고 출력물과 비교하기까지 CREW 지침안을 따라야 한다. 물

론 단순히 서가로 가서 출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고서 

출력물을 이용하면 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 즉 마지막 출일, 복본의 

수 등과 같은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한 이러한 차를 통해 처리과정 에 

빠뜨린 것은 무엇인지, 이 분야의 제 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쉽게 기록할 

수 있다. 덧붙여서 제 된 도서를 출력물에 기록함으로써, 물리  도서는 처분되

고, 동시에 출력물은 자동목록시스템에서 표목을 삭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진

다. 이때 도서를 다시 취 할 필요가 없다. 

10. 장서제 을 한 CREW 지침안

여기 다양한 듀이 분류 분야를 한 CREW 방식은 실무 경험과 문 인 문헌

에서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 ‘경험 법칙’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첫째 자리는 도서의 가장 최근 권년 이후의 햇수(도서 자료의 연령)를 나

타낸다. 

  2. 둘째 자리는 이용되지 않으면서 장서에 있었던 최  기간(마지막 출 기

록 이후의 햇수와 최소한 도서  장서에 자료가 있었던 기간을 추정)을 나

타낸다. 

  3. 셋째 자리는 MUSTIE요인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부정  요인들을 나타내는

데, 이는 제 결정에 향을 미친다. 

를 들어, 제 방식 “8/3/MUSTIE”은 다음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도서가 마지

막 권년이 8년 이상일 때, 그리고/ 는 마지막 출이나 내 이용이 3년 이상 

일 때, 그리고/ 는 하나 이상의 MUSTIE요인을 갖고 있을 때 폐기를 고려하라.” 

해당 도서가 최소한 이용이 없는 기간만큼은 장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추정한

다는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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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도서 이 ‘3’년 동안 출되지 않고, 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유지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폐기 방식의 이용 범주에 “3”이 포함된다. 외

사항은 주로 지역사에 유용한 자료들과 계가 있다. 연령 범주에 있는 수치는 주

제에 따라(그리고 주제내의 하  범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분의 제  방식은 상태가 나쁘거나 더 이상 하지 않은 자료를 장서

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MUSTIE요인을 포함한다. 특정 주제에서 제  방식의 

세 부분  하나라도 용될 수 없다면, 해당 범주는 “X”로 채워질 것이다. 를 

들어, 문학이나 그림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권년이 제  결정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 

MUSTIE은 도서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제 을 우선 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6

가지 부정  요인들의 두문자어로 쉽게 기억될 수 있다. 

M = Misleading 

오해(그리고/ 는 사실의 오류)

U = Ugly 

보기 싫음(낡고 수리나 제본을 할 수 없는)

S = Superseded 

체(완 한 신 이나 해당 주제에 한 훨씬 나은 도서로 체)

T = Trivial 

하찮음(보고 알 수 있는 문학이나 과학  장 이 없음. 일반 으로 과

거 일정기간 동안 짧게 심을 끌었음)

I = Irrelevant to the needs and interests of your community 

지역사회의 요구  심과는 련 없음

E = The material or information may be obtained expeditiously Elsewhere through 

interlibrary loan, reciprocal borrowing, or in electronic format. 

상호 차나 상호 출, 혹은 자 형태 등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신속하

게 얻을 수 있는 자료나 정보

MUSTIE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도서  직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제  결정의 근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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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leading

오해는 새로운 발견, 사고의 환, 해당 주제에 속하는 분야의 문가가 새롭게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 때문에 부정확하게 된 사실  정보를 지칭한다. 비교  확

립된 것으로 생각되는 물리학과 같은 분야조차도, 정보의 정확성과 유효성에 근본

인 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한다. 

Ugly

아름다움과 같이 보기 싫음은 종종 제 에 안경이라고 하지만, 장서의 물리  

상태는 장서의 가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보기 싫음 요인은 도서  이용자

에게 자료를 덜 매력 인 것으로 만드는 물리  상태 즉, 낡음, 손상, 얼룩, 찢김, 

먼지 등과 련된 요소의 부분을 포함한다. 어린이용 도서, 요리책, 자동차 수리 

안내서  기타 ‘손에 들고 보는’ 자료들은 특히 쉽게 보기 싫게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장갑을 끼지 않고는 만지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이용자도 마찬가지

다. 혹은, 한 사서가 책의 상태에 해서 언 한 로, “침 에서 읽기에 무 더

럽다면, 서가에 있기도 무 더럽다.”33) 한 이 범주에는 완벽한 상태이지만 먼

지로 뒤덮인 자료도 포함된다! 물론 해당 자료가 1/4인치의 먼지로 덮여있다면, 수

년간 출되지 않은 것이다. 보기 싫은 자료를 다시 수리하거나 제본하는 것에 신

해라. 새로운 마일라 커버나 약간의 클리닝이 자료를 단정하게 보이도록 할 수

는 있지만, 일반 으로 자료의 수리에 몇 분 이상을 소요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조  찢어진 부분을 테이 로 붙이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만약 수리

를 완료하는데 제본한 이상의 테이 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폐기하라. 냄새나는 

책은 보기 싫은 것이다. 만약 데오도란트 비 와 함께 일주일간 두어서 원래의 상

태 로 냄새가 제거된다면 그 게 하고 보 하라. 그 지 않다면 버려라

Superseded

체된 자료들은 서가에서 신 이나 정보가 업데이트된 새로운 자료 바로 에 

치한 자료를 말한다. 도서 은 연감, 심심풀이용 도서(World Records의 기네스북 등), 

요리책, 기타 자주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의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을 보 할 필요

는 없다. 여 히 출이 되기는 하지만, 시 에 뒤떨어진 사진, 작품, 재료 등이 실린 

33) John Sandstrom, El Paso 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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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들을 확인하라. ‘The Joy of Cooking’ 1975년 에 있는 요리법은 여 히 정확하

겠지만, 사진이나 재료의 상표명은 분명 후속 에서 여러 번 바 었을 것이다. 

Trivial

하찮은 자료는 짧은 시간 동안 인기 있었으나 심이 크게 감소한 자료를 말한

다. 새로운 갑작스런 유행이 있거나, 새로운 스타가 화를 흥행시키면 책은 겉으

로 보기에 갑작스럽게 출 되기도 한다.  스타의 일 기, 게임이나 소비용품, 

TV쇼, 다이어트, 소설 시리즈 등은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심이 몇 년간 지

속될 수도 있으나, 일반 으로 빨리 사라진다. 많은 도서들이 이슈가 달아오른 동

안 시장에 나오기 해서 염가 으로 출 되지만, 심이 식으면 도서  서가는 

구도 원하지 않는 책들로 채워진다. 20년 후에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같은 유행

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인기에도 시  차이가 있어서 이  유행으로 출 된 

책은 시 에 뒤떨어진다. 하찮은 책은 ‘다이애나비의 죽음’과 같은 주요 사건에 뒤

따라 즉각 으로 출 된 것일 수 있다. 해당 주제에 해 심이 지속된다면, 1년 

정도 후에 더 나은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주제를 하찮게 다룬 ‘인스턴트’ 도서는 

폐기될 수 있다. 

Irrelevant

련이 없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심과 요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건식조경(乾式造景), 교통, 태양열 발 과 같은 주제는 일정기간 동안 

매우 인기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요구가 차 감소했다. 강렬한 지역  심

을 충족시키기 해 하나의 주제에 한 다양한 도서나, 한 도서의 많은 복본을 

자주 구입하지만, 그 심은 몇 년 후에는 사라진다. CREW 방식은 장서에서 어떤 

주제에 한 모든 자료를 제거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특정 

주제가 더 이상 처럼 지역사회와 련이 없다면, 무 많은 자료들이 서가에 

있게 된다. 비록 마지막 이용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련 없는 

자료들은 제 을 한 첫 번째 후보가 될 것이다. 

Elsewhere

다른 곳은 어떤 도서 도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다! 활한 정보의 황야

에서 도서 은 혼자가 아니다. 비록 정보가 시시껄 하고 지역사회와 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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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여 히 좋은 상태인 자료를 버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사서들은 

‘ 군가 언젠가 필요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폐기를 망설인다. 사실, 많은 이들

은 폐기한 자료를 그 다음달에 군가 요청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

료를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폐기에 해 더 안 하게 느낄 것이다. 상

호 차와 상호 출은 언제어디서나 가능하다. 한 재 ‘NetLibrary’34)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도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와 향토 사료를 제외하

고, 거의 모든 자료는 다른 어느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많은 주제에 

해 믿음직한 정보원이다. 법이나 의학과 같은 주제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를 

해서 즐겨찾기와 정보원을 비하라

11. 듀이 분류에 따른 CREW 지침안

아래는 듀이분류체계에 따라 CREW 지침안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서가에서 간

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An Overview Chart of the CREW Formulas’는 이 지침서의 

부록에 포함된다. 

모든 경우에 제  결정은 궁극 으로 자료의 선정에 한 책임이 있는 도서  

직원의 문  단에 기반 한다. CREW 방식은 제  결정을 한 지침으로 이용

할 수 있지만, 지침서는 특정 도서 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해야만 한다. 도서 의 사명과 목 을 반 하도록 수치를 바꾸는 것

은 자유롭다. 를 들어, 도서 의 주요 사명으로 인기 있는 자료에 을 맞추

는 도서 은 최신 장서를 유지하기 해서 더 짧은 기간 후에 이용되지 않은 소

설이나 오락 화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래된 권년에 따라 자료를 자동 으로 폐기하기보다는, 제  차에서 수반

되는 모든 요인들을 신 하게 고려하라

000(총류)

이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이고 종종 다른 듀이 분류 분야와 교차 제적이 요구된다. 예

를 들면, 컨설팅 비즈니스 도서는 001(지식)에 분류될 수도 있고, 650(경영)에 분류될 

수도 있다. 

34) http://company.netlibrary.com/Compan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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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컴퓨터)

3/X/MUSTIE 컴퓨터 분야의 저작은 3년 후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분야의 저작은 심지어 더 짧은 수명(1-2년)을 가졌으나, 지역

사회의 요구가 강력하다면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제적은 지역사

회의 관심과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다. 

소프트웨어를 즉시 업데이트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매뉴얼(MS워드, 엑셀 등)은 보관한다.

‘Dummies’, ‘Idiot's Guide’와 같은 시리즈는 심층적 학술서보다 일반적 

컴퓨터 사용자를 위해 유용하다. 컬러 일러스트와 스크린 이미지가 있

는 얇은 책을 위해 일러스트가 거의 없는 두꺼운 도서를 버려라. 프로

그래밍 언어는 보다 천천히 발전하므로 그 언어가 여전히 사용된다면, 

최대 10년까지 오랫동안 보관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대학에 어떤 강의

가 개설되었는지를 고려하라

010(서지학)

10/3/MUSTIE 서지와 독자 참고도구는 자료가 적절하게 색인되어 있는 한 계속 유용

하다. 이러한 많은 자료들은 참고 장서에 있지만, 더 오래된 판은 대출 

장서로 이동될 수 있다. 만약 3년간 대출 장서에서 이용되지 않았다면 

폐기를 고려하라. 관내 이용이나 대출을 통해 잘 이용되는 서지가 아니

면, 대부분의 서지는 판권년으로부터 10년 후나 혹은 신판으로 대체되

었을 때 폐기하라 

020(도서 학)

10/3/MUSTIE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실무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 또한 

쓸모없는 서비스와 자료 유형, 시대에 뒤떨어진 도서관 기술에 대해 다

루고 있는 도서관학 교재의 이전 판과 자료는 제적하라

030(일반백과사 )

5/X/MUSTIE 대부분의 현재 백과사전은 TexShare 및 각 주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자

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쇄본 백과사전은 참고 장서에 

가장 최신판만 보관하고, 오래된 판들은 대출 장서로 옮긴다. 3~5년에 

걸쳐 시차를 두고 교체하라. 오래된 세트는 팔거나 대출될 수 있지만, 

판권년이 8년 이상 된 대출 세트는 폐기하라

기타 000

5/X/MUSTIE 하찮은 도서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무기한으로 보관되거나 더 이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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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될 것이다. 기이한 것, 논쟁의 대상

인 지식, UFO 같이 설명될 수 없는 것 등에 관한 책은 판권년보다는 관심

과 MUSTIE 요인을 근거로 폐기해야만 한다. 인용문집(080)은 최신성을 유

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로 대체하거나 추가하면서 유용할 때까지 보관하라. 

작가인명부(예를 들면, Guide to Literary Agents나 The Writer's 

Market)는 정보가 빨리 변하므로, 2년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100(철학  심리학)

이 범주는 철학, 심리학, 초(超)심리학, 윤리학, 논리학에 초점을 둔다. 일부 주제들은 

빨리 변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과 같은 기타 주제들은 하찮

은 주제이거나 빨리 지나가는 유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01(철학)

15/5/MUSTIE 대부분의 철학책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낮은 대출은 제적 결

정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일 뿐이다. 관심과 이용에 근거를 

두고 폐기하지만, 서양과 아시아 철학을 탐구하는 다양한 자료는 유지

하라. 지역사회 내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닌 한, 이용이 제한적인 

학술적 방법론 자료들은 제거하라. 표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철학 

설명서와 입문서는 3년간 이용이 없다면 폐기하라

133(과학 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들)

10/3/MUSTIE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도서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므로, 낡을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범주는 마법, 운세, 해몽, 

점성술 등 인기 있는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분실되고 도난당한 자료

들을 정기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많이 이용되어 낡은 자료는 새

로운 책이 제공되어야 함을 일반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150(심리학)

10/3/MUSTIE 지역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심리학의 고전을 제외하고, 이 범

주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인기와 이용을 근거로 제적될 것이다. 

낡은 고전은 신판으로 대체하라. 임상, 비교, 발달 심리학에 대한 저작

들은 5~8년 내에 대체하라

자기수양도서(158번대)를 검토하고 더 이상 인기 있지 않거나, 현재의 

관심거리가 아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자료들은 폐

기하라. 또한 판권년이 5년 이상인 자기수양도서는 제적을 고려하라. 

TV의 심리학 권위자에 대한 자료는 계속 유지하고, 더 이상 인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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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TV에 나오지 않으면 제적하라 

160(논리학) & 170(윤리학)

10/3/MUSTIE 낡은 고전들은 매력적인 염가판으로 대체하라.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면 

폐기하라.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 철학과 도덕적 가치 및 안락사, 

유전공학, 성(性)과 같이 중요한 주제에 주의하라. 

200(종교와 신화)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인 텍스트 등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자료들과 세계의 종교에 

대한 입문서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영원하다.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료로 인

해 이용자들이 계속 읽게 되며, 종교 자료의 최신판은 이용을 고무시킨다. 

10/3/MUSTIE 또는

5/3/MUSTIE 교회, 유대교 회당, 기타 지역사회 및 종교 집회로 대표되는 각 종교에 

관한 최신자료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라. 뿐만 아니라 사이언톨로지와 

같이 잘 알려진 현대 종파에 대한 자료도 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적인 6대 주요 종교 즉,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도

교 등에 대해 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10/3/MUSTIE을 이용하라. 급속

하게 변하는 분야는 5/3/MUSTIE를 이용하라. 이 분야의 자료들은 제적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a) 대부분 자료들이 기증된 것

이고, 사서들은 기증자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며 (b) 종교적 저작들은 결

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특히 

설교와 종교적 사고에 대한 책에서 언어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책

이 인기 있고 좋은 상태에 있는 한, 유명한 신학자의 고전은 보관하라. 

대체된 판은 폐기하라 

300(사회과학)

이 분야는 사회학, 민속학, 문화, 범죄, 교육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한다. 

장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06(문화, 단체)

5/2/MUSTIE 이 분야는 결혼, 가정생활, 성(性)에 대한 도서를 포함한다. 저자나 자료

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 폐기하라. 도서가 역사적 접근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주제는 일반적으로 5년 안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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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일반통계)

2/X/MUSTIE 연감과 통계 편람은 2년 후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역사 편람을 제

외하고 1~2년 이전 판과 최신판만 보관하라. 참고 장서에는 최신판만을 

보관하고, 대체된 자료들은 대출 장서로 옮긴다. 텍사스에 있는 모든 공

공도서관은 최소한 하나의 일반 연감과 텍사스 연감을 소장해야 한다. 

현 인구조사 정보는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출력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인쇄본들은 10년 단위로 수행되

는 새로운 인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면 폐기해야 한다. CD와 

같이 전자 형식으로 통계자료를 보존하고자 할 수 있지만, 역사적 이용

이 빈번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폐기하라  

320(정치학)

5/3/MUSTIE 현재 정치 주제에 대한 도서들은 출판 후 5년 내에 제적하라.

정치과정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일반 안내서는 더 오래 보존될 수 있고, 

판권년보다는 이용을 근거로 판단된다.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대한 자료는 관내에서 더 많이 이용될 것이므로, 대출에 상관

없이 보관하라. MUSTIE 요인을 기반으로, 필요할 때 대체하라

향토 정치사에 대한 도서는 무기한으로 보관하라

정치적 수사법의 변화를 잘 인식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포함한 

도서는 폐기하라. 또한 이 분류 영역의 도서들이 역사와 같은 다른 영역

의 도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

가(예,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체계와 민주주의를 비교한 자료는 폐기하라

현재의 선거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도서는 제적하라

323(이민, 시민권)

5/3/MUSTIE 역사적인 요소를 조망하는 도서가 장서에 포함되지만, 이민 문제는 변화

한다. 시민권과 ESL 시험을 위한 학습안내서는 ‘LearningExpres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텍사스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조회하라.

시민권 취득 안내서와 시민권 시험을 위한 학습 안내서와 같은 자료는 

이용할 수 있는 신판이 출판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라. 미국 이민의 역사

는 관심이 있는 한 보관하지만, 가계 연구에 유용한 안내서와 주요 자료

를 폐기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편견을 갖게 하거나 균형 잡히지 못하고 선동적인 자료는 제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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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경제)

3/3/MUSTIE 정보의 최신성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용자들은 금융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인지 오늘 알기를 원한다. 자산 관리 안내

서와 개인 재정 및 부동산 투자에 관한 도서는 빨리 시대에 뒤처진다. 

세금환급신고 및 토지계획에 관한 도서는 반드시 법률의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료여야 한다. 직업과 취업에 관한 도서는 비록 급료 정보가 거

의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지만, 자격요건은 최신이도록 자주 업데이트되

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적 편견을 가진 직업안내서는 제적하라. 상

당히 안정되어 보이는 직업조차도 지난 십년간 중대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용 가능한 개정판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라. 주(州)와 연방의 법령 및 

법규에서의 중요한 변화, 혹은 투자의 특정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정세 

변화를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집필을 하지 않는 유명한 작가의 고전 도

서, 특히 경제의 원칙과 철학에 대한 도서는, 관심이 유지되는 한, 혹은 

MUSTIE 요인이 허락하는 한 보관한다. 

과거의 불경기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혹은 과거의 호황기 때 ‘어

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조언하는 도서들은 제적하라. 대공황과 같

이 중요한 시기를 조사하고 분석한 역사적 자료는 관심이 지속되는 한 

보존하라

340(법학)

5/2/MUSTIE 더욱 최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대체하라. 이혼이나 파산과 같이 빈

번히 이용되는 주제일지라도 대체된 판은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된다. 최

신판만을 보관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사용이 허가된 표준건축규칙(Uniform 

Building Code)판 및 특수한 건축 분야를 위한 이와 유사한 규칙서 만

을 보관한다. 

법률 대리인을 찾고 함께 일하기 위한 일반안내서나 법률체계에 대한 

기본 자료는 이용을 근거로 보존한다. 로스쿨을 위한 학습 안내서는 3

년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서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판사에 문의하라

주요한 법률 소송(브라운 사건)35)을 역사적으로 조사한 도서는 관심이 

존재하는 한, 혹은 MUSTIE 요인이 크게 나타날 때까지 보관한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대부분의 현행 법령 정보, 법률 및 조례 등을 현재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35) Brown  Topeka 사건 : 1954년 소송으로 미국 증등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이유로 한 흑백분리

교육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흑백을 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

이라는 법리가 탄생하 다. 이후 결에 따라 공원, 묘지, 극장, 식당 등의 인종분리정책이 무효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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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행정학)

5/3/MUSTIE 이 분야는 공무원직과 군대를 비롯하여, 행정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The US Government Manual’과 같은 표준도서는 신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대체해야 한다. 참고자료 유형의 안내서 구판은 인쇄본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보장되지 않는 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폐기하라

최신판으로 유지하라. 주(州), 연방 정부가 바뀌거나 구조적 변화가 일

어났다면 대체하라. 정부기관과 군대의 역사는 관심이 유지되는 한 보관

한다. 또한 고전(Sun Tzu의 The Art of War)은 보존하고, MUSTIE가 

되면 대체하라. 공무원직과 입대 안내서는 MUSTIE 요인이 적용되었을 

때나 출판 3년 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360(사회복지)

5/3/MUSTIE 이 광범위한 범주는 마약 및 알코올 교육, 사회 문제, 실제 범죄와 범죄

학, 기타 사회 복지 문제를 포함한다. 

인기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룬 자료들은 연령(판권년)과 인기를 근거로  

제적해야 한다. 의료사회화 제도, 안락사, 환경 문제 및 중독 등 급격하

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주제들에 주의를 기울여라. 장애인, 암 환자 및 

다른 주요 질환과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편람과 안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나 설명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

야 하며, 또한 치료와 장기 요양에 대한 선택안이 최신인지 확인해야 한

다. 사람이나 주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회고록은 폐기하라

판권년은 실제 범죄 자료와는 관련이 없다. ‘In Cold Blood’와 같은 고

전의 경우 MUSTIE 요인이 나타나면 대체해야 한다. 단기간에 관심을 

받는 자료의 경우에는 대출이 명백하게 감소하면 제적할 수 있다. 법과

학 및 범죄학 자료는 기술이 변화하거나 발전하면 업데이트해야 한다.

370(교육)

10/3/MUSTIE 이 분야의 도서는 홈스쿨링, ESL, 평생학습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을 다룬다. 최신 학습 안내서와 실전 테스트는 

‘LearningExpres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텍사스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조회하라.

역사적인 자료들은 이용될 때만 보관하라. 모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

론들은 폐기하라. 만약 불확실하다면 교사나 교장에게 문의하라

대학 안내서 및 입학시험 도서와 같은 대학입학에 관한 도서는 5년 후

에 폐기하라. 정보의 대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 문맹 및 교육 부족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관한 도서는 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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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폐기해야 한다. 

주제별 교과과정에 관한 도서는 해당 분야가 변하면 대체하라. 시각적 

매력은 학습계획과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도서에서 최우선

적인 요인이다. 

390( 습, 에티켓, 민속학)

390-394(복식, 습, 휴일)

10/3/MUSTIE 복식과 패션의 역사에 관한 도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겠지만, 특정 

디자이너나 복장 스타일에 관한 도서는 관심이 줄어들면 폐기하라 

인생의 중대한 사건, 결혼 계획, 축제의식에 관한 도서는 유행과 관습

이 변화하면 폐기해야 한다. 선명한 컬러 사진이 부족한 도서는 폐기하라

특정 휴일에 관한 도서는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대출될 것이다. 

MUSTIE 요인이 있거나 성별, 가문,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이 반영된 도서

는 폐기하라. 유명인사가 저술한 도서는 그들의 인기가 식으면 폐기하라

395(에티켓)

5/3/MUSTIE 기본적인 도서는 신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한다. 

세계적인 에티켓, 십대들의 매너와 같은 특정 상황에 관한 도서는 일러

스트가 낡거나 적절한 관례가 변화하면 폐기하라 

398(민속학)

X/3/MUSTIE 민속학의 표준 저작은 무기한으로 보관하라. 이용과 MUSTIE 요인에 따

라 폐기한다. 민화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므로, 판권년은 폐기

요인이 아니다. 개작된 이야기의 수준을 근거로, 특히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이 드러난다면 폐기하라. 점점 MUSTIE 되거나 대출되지 않는 장서

들을 주의하라. 표준장서를 새롭고, 매력적인 판들로 대체하라. 각 민간

설화에 대한 그림책 대부분은 어린이 장서에 분류될 것이다. 

400(언어)

10/3/MUSTIE 보기 싫은 구식 교과서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문법책들은 폐기하라. 언어의 역

사와 단어의 기원에 관한 도서는 MUSTIE 요인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주요 외국어(예,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의 어학사전

과 지역사회에서 학습되거나 이용되는 기타 언어의 어학사전들은 최신

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대로 대체하라 

영어사전은 대사전을 제외하고, 판권년으로부터 5년 후에는 대체해야 

한다. 신판이 출판되면 업데이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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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연과학) 

이 영역은 과학박람회 프로젝트, 과학실험, 모든 자연 과학 영역에 관한 도서, 수학에 

관한 도서를 포함한다. 어떤 분야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또 다른 분야는 좀 더 정적이

다. 공룡이나 과학실험과 같이 인기 있는 분야에서 최근 대출은 우수한 제적 결정 요

인이 아니다. 그러나 대출이 부족하다면 그 도서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

려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5/3/MUSTIE 5년 이상 된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평가하라. 특히 물리학, 환경, 천문

학에 주의를 기울여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마이클 패러데이의 

‘양초의 화학적 역사(Chemical History of a Candle)’와 같은 역사적으

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 기본 저작은 보관하라. 낡은 책은 

신판으로 대체하라. 총서를 조사하라. 만약 각 권들이 따로 색인되어 있

지 않고, 특히 그 총서가 단일 표목으로 색인되었다면, 총서 전체를 제

적할 필요가 있다. 

507(과학실험)

10/3/MUSTIE 많은 과학 실험 도서는 어린이용 장서에 있겠지만, 교사를 위한 과학실

험 장서는 일반 장서에 있을 것이다. 많은 실험도서가 ‘고전’으로 간주

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전하지 않은 실습에 관한 도서를 조사하라 

510(수학)

10/3/MUSTIE 수학은 다른 주제만큼 급속히 변화하지 않으므로, MUSTIE 요인과 이

용 부족을 주로 고려하여 제적하라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미적분학의 오래된 자료들은 개정판으로 대체

하라. 신수학36)이나 주요 계산 방법으로 계산자에 초점을 맞추는, 시

대에 뒤떨어진 교육방법과 기술에 대한 도서는 폐기하라. 또한 유행이 

지난 도서는 폐기하라

문제집과 시험공부 안내서는 문제를 풀었거나 MUSTIE가 되면 폐기하

라. 이러한 시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LearningExpress’와 같은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텍사스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조회하라.

520(우주, 천문학)

5/3/MUSTIE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명왕성을 행성으로 포함하거나, 우주정거장과 

화성탐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들은 폐기하라. 천문학 도서는 

더 오래 이용되겠지만, 매력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기술을 언급해야 한다. 

36) new math : 1960년  이후의 집합론에 기 한 수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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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지구과학)

X/3/MUSTIE 이 분야는 지진, 화산, 기타 지질학상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현재의 이

론과 지질활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반영하지 않는 도서는 폐기하라. 

또한 세인트헬렌 화산 폭발과 같은 주요 재앙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

진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는 폐기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한 최신 도

서로 대체하라 

특정 지역, 특히 텍사스에 관한 지질학 도서는 무기한으로, 혹은 신판으

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하라

이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반자료는 대체되어야 한

다(예를 들면, 대륙이동과 판구조론에 관한 이론은 최근 수정되었다). 

화석, 보석, 바위의 아마추어 수집가를 위한 휴대용 도감은 물리적 상태

가 허락하거나 대출이 줄어들 때까지 보관하라. 다만 자료에서 설명된 

지역이 인간 활동이나 자연 활동으로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현재의 기상 기술을 반영하지 않거나 10년 이상 지난 역사적인 기상 차

트를 포함하는 기상학 도서는 폐기하라

560(고생물학)

5/2/MUSTIE 최근 연구는 예전의 다소 정적인 화석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용되지 않

는 자료는 정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하나의 표시이므로 폐기하라 공

룡과 같이 인기 있는 주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라도 대출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컬러 삽화가 부족한 대부분의 도서를 폐기하라 

휴대용 도감, 특히 향토 지역과 남서부지역을 다루는 휴대용 도감은 더 

오래 보관될 것이다. 신판을 받는 대로 오래된 판을 폐기하라 

570(생명과학)

7/3/MUSTIE 이 분야의 고전(예, 종의 기원)은 오래 되서 낡으면 업데이트된 판으로 

대체하면서 무기한 보관하라 

과학 실습은 급격하기 변하기 때문에 유전학, 유전공학, 인간생물학, 진

화론 등에 관한 도서는 5/2/MUSTIE를 이용하라

생태학에 관한 도서는 정보가 여전히 정확하여도, 외관이 낡아 보이면 

폐기하라. 선풍적으로 인기 있는 도서에 주의하라

580(식물학)

10/3/MUSTIE 식물학은 다른 과학 분야보다 덜 빠르게 변화한다. 컬러 삽화가 부족한 

도서, 낡아 보이는 도서는 폐기하라. 식용 식물이나 약용 식물을 소개

하는 휴대용 도감이 안전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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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기술과학, 응용과학)

610(의학  건강)

5/3/MUSTIE 현재 의학 관행과 다른 자료는 가차 없이 제적하라. 이용자들은 최신의 

정보를 신뢰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는 위험할 수 있다. ‘의사처방참

고전(Physician's Desk Reference)’의 올해 자료와 작년 자료(하나는 참고

자료, 하나는 대출자료)만을 보관하라. 그리고 다른 처방전과 일반판매

약 목록을 보관하라. 새로운 판을 이용할 수 있으면 대체하라. 3년 이상 

된 약품 안내서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출산, 암, 유전학과 같이 변화가 빠른 주제의 도서들은 정확한 

최신 정보인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해부학과 생리학은 다른 주제만큼 빨리 변화하지 않는다. 

매력적이지 않은 자료, 특히 좋은 삽화가 부족한 자료들은 폐기하라. 고전의 

역사적인 복제본이 참고 자료에 무기한으로 보존된다 하더라도, 대출 장서에 

해부학 교과서 ‘Gray's Anatomy’와 같은 고전의 최신판은 보관하라 

629(자동차 수리)

X/2/MUSTIE 자동차 수리 안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므로, 이용과 상태를 우선

으로 제적하라. 만약 수리 안내서가 2년 동안 대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수리 안내서는 빨리 더

러워진다. 가망이 없거나 페이지가 떨어져 나갔으면 폐기하라. 특히 도

서관이 수리 지침과 개요를 제공하는 Chiltonlibrary.com 같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차 없이 폐기하라

630(농업)

5/3/MUSTIE 최신성을 유지하라. 만약 도서관이 농부들이나 목장주들에게 서비스한다

면 가장 새로운 기술과 하이브리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확인하라. 

최신 정보를 가진 도서들은 생물공학과 유전자 변형에 관한 논의를 포

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용에 상관없이, DDT를 사용하여 해충을 억제하

는 것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험한 생각이 반영된 도서는 폐기하라

635(원 )

10/3/MUSTIE 일반적인 원예 도서는 오랫동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주요 

제적 기준이다. 특정 화훼나 식물의 번식에 관한 도서는 10년이 지나

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유기농 재배와 농약 및 화학 약

품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도서는 5년 후에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컬러 삽화를 선호하므로 흑백사진이 들

어있는 도서는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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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애완동물)

5/2/MUSTIE 특정 품종의 역사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서는 현재의 

사진과 ‘애완동물 박람회’의 최근 우승자에 관한 책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한 때 유행했지만 더 이상 인기가 없는 품종에 대한 자료

는 폐기하라. 가축용 약과 동물사육관리는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변화

했다. 복종 훈련과 행동 수정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잔혹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자료는 폐기하라

640(가정학) 

5/3/MUSTIE 오래된 요리책은 가차 없이 제적하라. 요리책은 자주 이용되어 빨리 더러워

지기 때문에 물리적 상태가 주요 제적 기준이 된다. 또한 유명 요리사와 TV 

요리사의 도서는 인기가 떨어지면 제적하라. 인기 있는 식이요법을 바탕으로 

한 요리책(예, 남부해안식 식이요법을 위한 간편요리책)은 해당 식이요법이 

더 이상 인기 있지 않으면 제적하라. ‘The Betty Crocker Cookbook’과 같

은 고전 요리책들은 신판을 이용할 수 있으면 대체하라

영양과 조리에 관한 도서는 현재 과학적 실제를 반영해야 한다. 4가지 

필수 식품군에 대해 언급한 자료들은 음식 지침서를 논의한 자료들로 

대체해야 한다. 

재봉의 삽화와 도안에 반영된 스타일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면 그 도서는 

폐기하라 

649(육아)

5/3/MUSTIE 변화하는 추세와 새로운 이론에 발맞추어라. ‘Dr. Spock’s Baby & Child 

Care’와 같은 표준 저작은 새로운 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대체하라. 

자녀 양육의 성(性) 역할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반영하는 도서

들은 제적하라

670(제조업)

10/3/MUSTIE 주로 이용과 상태를 근거로 제적하라. 기술이 낙후되어 지역사회의 누구도 

전자제품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제품의 수리 안내서는 

무기한 보관하라. 일부 자료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지

역사회에서 여전히 이용되는 도구, 농기구 등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라. 개

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과 인쇄기술에 대한 오래된 도서를 주의하라

700( 술)

이 듀이 분류 분야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함하며,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유용하게 

취급되면서 급격하게 변해온 주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분야의 도서들은 대부분 그 

규격이 크며, 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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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술사)

X/3/MUSTIE 예술사는 자주 주요 시대와 학파, 혹은 세계의 특정 지역을 포함한다. 

정보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문화, 인종, 성(性)적 편견을 주의해

야한다. 학생들과 일반 독자들이 이용하는 자료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학술 자료들은 폐기하라. 주요 예술 작품의 우수한 복제

품을 포함하지 않는 도서는 폐기하라 

720(건축)

X/3/MUSTIE 건축사는 일반적 조사,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을 포함할 것이다. 역사적 

접근은 시대에 빨리 뒤쳐지지 않는다. 

주택 설계나 계획을 주로 다루는 도서들은 현재 건축 방식과 현재 디자

인 양식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에 상관없이 10년이 지난 주

택 설계 도서는 폐기하라. 건축 법규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유명 디자

이너가 그 특징이거나(Martha Stewart의 New Old House) TV쇼(This 

Old House)에 기반한 경향(풍수와 같은)을 반영한 도서는 흥미가 감소

했을 때 평가하라 

737(화폐학) 769(우표 수집)

5/3/MUSTIE 우표와 화폐 목록은 최신으로 유지하고, 시장 가치와 가격 안내를 제공

하는 도서는 5년 후에 대체하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가격 안내서의 최

신판 1부와 이전판 1부는 보관하라. ‘The Official Blackbook Price 

Guide to US Postage Stamps’와 같은 도서의 최신판은 참고자료에 보

관하고, 만약 관심이 높으면 더 오래된 판은 대출 장서에 보관하는 것

을 고려하라. 고대, 외국, 기념 화폐와 우표들을 역사적으로 다룬 자료

는 관심이 유지되는 한 무기한으로 보관될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많

은 도서들은 관내에서 이용된다. 

740(그림, 장식 술)

X/3/MUSTIE 드로잉 스타일과 교육에 관한 도서들은 이용과 외관을 근거로 제적되어

야 한다. 삽화가 훌륭하다면 기본적인 기법에 대한 도서는 보존하라. 낡

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는 대체하라. 특정 만화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만화 그리기와 인기 있는 연재만화(Peanuts, Mutts)에 

관한 책은 낡으면 대체하라. 만화에 기반 하지 않은 그래픽소설을 741

에 두지 말고 그런 자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고유한 분류로 재분류

하는 것을 고려하라. 비록 듀이 분류에서는 그래픽소설을 741.5에 두도

록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별도 장소에 따로 배가되는 것을 선호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자료는 상태가 괜찮다면 모두 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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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뚜렷한 장식 스타일(남서부 지방, 카리브 해 스타일 등)을 고

찰하는 도서를 위해서 5년이 지난 일반적 주택 장식에 대한 도서는 폐

기하라.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과 패턴에 관한 도서는 폐기하라

골동품과 수집품에 대한 도서, 특히 감정과 가격 안내에 관한 도서는 

신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 우수한 사진이 없는 도서나 

우수한 설명 없이 단순히 경매 가격만을 나열한 도서는 폐기하라 

대부분의 공예에 필요한 기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공예에 

관한 도서는 이용을 근거로 폐기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과 재

료를 주의하라. 더 이상 인기 있지 않은 공예(매듭 레이스 등)에 관한 

도서나 성(性)적 차별이 나타난 도서는 폐기하라

770(사진)

5/3/MUSTIE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나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를 면 히 확인하

라. 만약 의심스럽다면, 지역의 사진동호회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의하라. 특정 사진가에 대한 저작, 특히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저술은 

관심이 있는 한 오랫동안 보관한다.

791(공연)

10/2/MUSTIE 이 분야는 배우와 공연자가 자신의 연기를 총체적으로 저술한 회고록

이나 영화 장르(예, 호러 영화, 서부극)의 역사에 대한 저작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인기 있는 영화와 TV쇼에 근거한 하찮은 책

일 수도 있다. 관심과 상태를 근거로 제적하라 

793-796(게임과 스포츠)

10/3/MUSTIE 규칙과 관심이 변화하면 폐기하고 대체하라. 스포츠에서의 성적, 인종

적 차별에 주의하라.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가 있는 도서는 폐기하라

인기 있는 전자게임에 대한 편람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사회

에서 게임을 하는 한 보관하라

800(문학)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일반적인(혹은 인기 있는) 소설은 별도의 분야로 목록화 되

며, 800번 대에는 시와 산문, 문학 비평, 서구인이 아닌 작가들의 저작들이 주로 있

다. 인기 있는 소설 작품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설 섹션을 참고하라. 

문학작품에서 판권년은 별 관련이 없지만, MUSTIE인 오래된 판들은 거의 대출되지 

않는다. 

X/3/MUSTIE 기본적인 자료, 특히 고전 작가의 평론은 보관하라. 학생이 아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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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확실한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지역 학교에서 더 이상 읽히지 

않는 2류 작가의 저작들은 폐기하라. 표지가 볼품없거나 페이지가 누렇

게 된 고전의 오래된 판은 버리고, 신판이나 염가판으로 대체하라. 이용

되는 고전들을 제적해서는 안 되지만 단지 고전이라는 이유로 보관해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역 학교와 대학의 숙제나 독서 리스트를 확인하고 이 리스트와 비교

해서 폐기할 것을 확인하라

이용되지 않는 시와 단편은 폐기하라. ‘올해 최고’의 단편을 모아놓은 

시리즈는 5년 후에는 거의 읽히지 않는다. 또한 색인되지 않은 장서는 

제적을 고려하라 

대출되지 않는 위트와 유머 도서는 폐기하라. 시대에 뒤떨어진 관심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 성(性)적, 민족적 차별이 드러나는 장서를 주의하라

900(역사, 지리)

910(지리, 여행)

3/2/MUSTIE (Fodor 시리즈나 Mobil 여행 가이드와 같은)가이드북은 1~2년 내에 시

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3년 이상 보관하지 마라. 역사적인 여행 가이드,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을 다루는 가이드(예를 들어, Route 6637)에 관한 

도서)는 흥미가 존재한다면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국가 명칭의 변화나 새로운 국가나 개혁된 국가로 바뀌는 정치적 변화

에 주의하라(예를 들면, 각 국가보다는 소비에트 연방을 언급하는 도서

들은 제적하라). 역사적인 지도책을 제외하고 지도책은 최신판이어야 하

며, 정치적으로 지역이 분할되는 주요 변화가 있으면 대체하라 

5/2/MUSTIE 높은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한, 이용과 흥미를 위한 

개인적 여행 이야기는 제적하라 

930-999(역사)

10/3/MUSTIE 역사 자료를 검토할 때는 해석의 공정성, 사실의 정확성, 수요를 고려

하라. 주요한 정치적, 지리적 변화가 일어난 국가의 역사는 신중히 검

토하라. 예를 들어, 독일이나 베트남의 통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반영하지 않은 오래된 역사서들은 폐기하라 

세계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나 전쟁회고

록은 전쟁의 역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폐기를 고려하라. 단 

저자가 지역 출신이거나 책이 우수한 문체나 통찰력으로 서지에 인용

된 도서가 아닌 경우이다. 

37) 1930년 에 만들어진 미국의 동서(시카고-LA)를 이어주는 도로. 이 도로는 미국 역사와 문화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용되고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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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예, 메카시의 국제공산주의음모 이론) 등은 폐기하라

복제본의 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기록 사진이나 1차 사료를 포함한 도

서는 보관하라

B 혹은 92, 920 ( 기)

X/3/MUSTIE 미국 대통령과 같이 계속 관심을 받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아

니라면, 전기는 요구가 감소하는 대로 폐기하라.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

하므로, 그들의 전기는 최소한 10년에 한번은 새로운 자료로 대체하라. 

그들의 활동과 업적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수 있다. 

유명인사의 대필 자서전과 누군가의 죽음이나 큰 스캔들 직후에 출판된 

전기 등은 가차 없이 제적하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전기 자료의 상태

가 나쁘면, 더 나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대체해야 한다. 

보즈웰이 쓴 ‘사무엘 존슨의 생애’38)와 같이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전기

는 낡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전기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학문 분야, 인종, 민족, 문화

적 그룹, 지역 등에 따라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라. 성(性)이나 인종적 

차별을 드러내는 장서와 관심이 떨어지는 저작들에 주의하라

 

F(소설)

X/2/MUSTIE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소설을 제적하는 첫 번째 요인은 대출이다. 더 

이상 요구가 없는 저작들, 특히 지난 베스트셀러들의 두 번째와 세 번

째 복본들은 폐기하라. 요구가 있는 저작이나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저

작은 보존하지만, 낡은 판은 새로운 판으로 대체하라. 만약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고전 작가의 덜 유명한 저작은 폐기하라. 만약 총서 중에서 

분실된 도서를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 특히 단권으

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면 총서에 있는 모든 도서를 폐기하라 

Graphic Novel(그래픽소설)

X/1/MUSTIE 그래픽소설은 하나의 형식이지 장르가 아니며,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장서에 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은 염가판이지만 점

점 더 많은 책들이 양장본으로 출판되고 있다. 인기를 근거로 하여 작년

에 대출되지 않은 도서는 제적을 고려하라. 고전이나 ‘쥐: 한 생존자의 

이야기(Maus: A Survivor's Tale)’와 같이 이정표적인 책은 예외가 되

38) 국 변호사 보즈웰이 쓴 시인 사무엘 존슨의 기로 국 기 문학의 걸작이다. 원제 “The Life 

of Samual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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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이 대출되지는 않지만 그래픽소설 애호가들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픽소설의 선정에서 인기는 중요한 요소이고, 서가에 쌓인 책들 때문

에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그래픽소설을 찾는 것을 더욱 어려워진다.

상태 또한 제적의 큰 요인이다. 떨어져나간 부분이나 손실된 페이지가 

있는 책들은 제적하라. 또한 잃어버린 시리즈 중 이전 권을 재체할 수 

없거나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후 권을 제적하는 것을 고려하라 

정기간행물(신문 포함)

3/X/X 도서관들은 대부분의 연속간행물을 제본해왔지만,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면서 이는 대부분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지출이 되었다. 이용자들은 3년 이

상 된 잡지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연구를 위해 계속해서 

이용하는 우수한 연속간행물(예,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없는 연속간행물만을 제본하라

대부분의 인기 있는 신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신문은 

“향토사” 분야를 참고하라 

정부간행물

3/2/X 연방정부간행물 기탁 도서관 제도는 현재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

이다. 예전에는 인쇄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많은 정부간행물이 이제 전자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공식적인 연방 또는 주립문서보존소로 봉사하는 도

서관들은 기탁 도서관을 지정하는 협정에 설명된, 확정제적절차를 따르도록 법

에서 요구하고 있다. 

비(非)기탁 도서관에서는 정부간행물이 대체될 때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이용되지 않거나 인터넷에서 전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서들은 폐기하

라. 만약 정부간행물이 일반 장서에 목록 되어 있다면, 듀이 분야 지침서에 따

라서 폐기하라. 도서관의 유형 별로 제시되는 핵심 장서를 위해 ‘The Federal 

Depository Library Handbook(http://www.fdlp.gov/handbook/index.html)’

을 참조하라. 이 문서는 기본 자료를 인쇄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자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비인쇄(시청각) 미디어

장서에 따라 비인쇄자료는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고, 이 형식은 급속히 

변화한다. 향토사자료와 기록 자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인쇄자료는 WORST 방식

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의 이용과 상태는 판권년이나 생산일보다 더 중요하다. 비

록 CREW 방식은 판권년 기준을 포함하지만, 상태와 대출이 더 영향을 미친다. 1년 



CREW 방식을 이용한  공공도서 을 한 장서제 지침서  131

동안 몇 번 대출되지 않은 비인쇄자료는 제적을 고려하라

WORST WORST는 Worn out(낡은), Out of date(시대에 뒤떨어진), Rarely used(거의 이

용되지 않는), Supplied elsewhere(상호대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Trivial and 

faddish(하찮고 일시적인)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이용 통계를 관찰

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검토해야 한다. 각 형태에 대해 더 자

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비인쇄자료의 CREW” 부분을 참고하라

필름 형식

(DVD, 비디오카세트, 블루 이)

2/1/WORST 비디오카세트는 공급자들이 이 형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도

서관 장서에서 사라지고 있다. 만약 지역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비디오카

세트 장서는 기증을 통해 중요한 부분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약 150~200회

의 대출 후에는 면 히 검사하라. 최소한 1년에 한 번도 대출되지 않는 

비디오카세트는 제적하라. 가능하다면, 인기 있는 자료의 낡은 판은 DVD로 

대체하라. 만약 도서관이 상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이용 프로그램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비디오를 재배치하라 

DVD는 비디오카세트보다 내구성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스

크래치를 확인하고, 닦아도 손상을 수리할 수 없다면 폐기하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만큼

의 가치가 없으며, 잘 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용하도록 생산된 것이 아닌 DVD에 주의를 기울여라. 세계의 다른 

지역을 위해 생산된 DVD를 재생하는 플레이어를 가진 이용자는 거의 없다. 

새로운 형식이 개발되고 있고, 2008년은 블루레이가 HD 광디스크 형식 

전쟁에서 승자로 떠올랐다. 플레이어가 이전 형식도 호환되는 기능을 갖

추고 있어서 이용자들은 블루레이 플레이어로 DVD를 이용할 수 있겠지

만, 결국 블루레이 형식이 DVD 형식을 대체할 것이다. 상태와 인기에 

근거하여 폐기하라 

음성 형식

(음악, 오디오북)

X/2/X 음악과 오디오북은 레코드판, 오디오카세트, CD, MP3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

지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판권년은 제적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레코드의 장서를 유지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다. 공공도서관의 레코드판 

대부분은 음악 자료이다. 만약 장서가 레코드판을 포함한다면, 이용과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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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의 이용 가능성을 근거로 제적하라. 스크래치가 있거나 앨범 재킷이 낡

았으면 폐기하라

오디오 카세트나 CD 형식의 음악자료는 상태와 최근 대출을 바탕으로 제적하

라. 지난 2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는 대부분 ‘죽은’ 것이다. 오디오카세트를 

수리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CD는 원래 믿었던 것만큼 영구적

이진 않지만 상당한 내구성이 있다. 20년 이상 된 CD를 폐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 만약 CD를 빠르고 쉽게 수리할 수 없다면, 폐기하라. 대부분

의 수리 장비들은 작은 스크래치만을 제거할 수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독하여 자료의 형식 결정을 피

해가긴 하지만 오디오북은 오디오카세트와 CD 세트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과 

상태에 근거하여 폐기하라.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분실되었다면 생산

자가 대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는 한 폐기하라(많은 생산자들이 무료나 약간

의 수수료로 대체 해준다). 오디오카세트를 수리하고 노력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다. CD에 난 스크래치가 작지 않다면 성공적인 수리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사

X/X/X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기록보존소이며, 많은 경우 군립기록보존소이다. 자료가 낡

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시와 군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한 모든 

도서를 보관하라. 전자 형식이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지역 신문

은 5년까지 보관하라. 만약 도서관이 지역 신문의 유일한 보존소라면, 과거 신

문을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것을 고려하라. 부서지기 쉬운 신문이나 신문 조각은 

연구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의 도시인명부는 보관하라. 지역 저자의 책(문학적 

가치가 매우 적다 할 지라도) 대부분과 중요한 지역 가문의 가계도는 보관하라

12. 아동 장서를 한 CREW 지침안

부분의 어린이 도서는 에서 제시한 지침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

가 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CREW 방식은 일부 사례에서 달라질 수 있다. 어

린이들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모르고 도서 리뷰도 읽지 않는다. 많

은 오래된 책들이 여러 세 가 지난 지 도 여 히 인기 있고, 부모들과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어린시 에 정답게 기억한 책을 찾으려고 할 것

이다. 사람들 모두는 표지로 도서를 단하는데, 어린이 책은 많이 이용되기 때문

에 더 빨리 MUSTIE된다. 학교 과제로 억지로 도서를 읽어야 하지 않는 한, 부

분의 어린이들은 오래되고 스러운 책을 집어 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십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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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용 읽기를 해 염가 을 선호한다. 어린이 장서를 제 할 때는 에서 제시

한 고려사항에 덧붙여 아래의 지침안을 이용하라 

E( 유아도서/그림책)

X/2/MUSTIE MUSTIE를 지참안으로 이용하여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평가하라. 찢어

지지고 낡거나 너무 많이 사용된, 인기 있는 자료는 대체하라. 

지난 2년간 대출되지 않은 도서는 제적하라. 그림책은 많이 이용되므로 

모든 책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폐기해야 한다. 

조악한 제본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는 폐기하라. 

다시 제본되고 매력적이지 않은 표지의 도서는 가능한 빨리 대체하라. 

인기 있고 상업적인 캐릭터가 나오는 도서는 인기가 식거나 TV쇼가 더 

이상 방영되지 않으면 제적해야 한다. 

인종적 차별이나 성적 차별이 드러나는 도서는 제적하라. 어린이들의 

문학 수업에 이용되는 고전들은 성인용 도서의 800번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라. 

장서가 계속 유용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Carolyn Lima의 ‘A to Zoo’와 

같은 자원을 사용하라. 

JF(아동 소설)

X/2/MUSTIE MUSTIE 요인을 신중하게 평가하라. 판권년은 이용보다 중요하지 않지

만, 지난 2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적을 고려한다. 

학교의 독서 리스트나 수상작(예, 뉴베리상 수상작, 칼데콧상 수상작, 블루

보닛리스트)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제적 근거가 된다.

3년간 대출되지 않았다면 오래된 수상작들은 제적하거나, 새로운 양장

본이나 최신 표지 아트가 있는 염가판으로 대체하라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 삽화, 관습이나 편견에 대해 면 히 평가하라. 만

약 형식이나 읽기 수준이 도서에 대한 현재 관심 수준과 맞지 않다면 폐기

하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주제와 일시적인 유행에 대한 소설은 폐기하라

특정 요약본이 매우 좋은 리뷰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작을 위해서 

요약하거나 간소화한 고전은 폐기하라

YA(청소년) 소설

3/2/MUSTIE 이 분야는 매우 최신으로 유지하라. 2년 동안 대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어야 한다(그리고 작년에 대출되지 않은 

자료는 의심을 가지고, 홍보, 재배치, 폐기를 위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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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지는 삽화, 스토리 전개, 주제를 가진 청소년소설은 폐기

하라. 고전(Paul Zindel의 ‘The Pigman’이나 Robert Cormier의 ‘The 

Chocolate War’ 등)은 판권년 지침안을 따르지 않지만, 새로운 염가판

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Judy Blume의 ‘Forever’와 같이 인기 있는 고전

은 현재 독자를 위해 갱신된 단어와 상황이 있는 업데이트판을 확인하라. 

다시 제본되고 매력이 없는 표지 아트를 가진 청소년소설은 폐기하라 

J(아동), YA(청소년) 논픽션

각 듀이 분류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기준을 이용하라. 그러나 지나치게 간소화한 아동 

논픽션의 일반적인 잘못인 부정확성이나 진부함을 잘 살펴야 한다. 상태에 상관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들은 폐기하라. 많은 아동 도서는 책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도

서관용 판으로 구입해야 한다! 단순히 도서가 여전히 훌륭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이유

로 잘못되고 위험한 정보를 가진 도서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일반 기준을 위해서는 ‘아동 자료의 CREW’ 장을 참고하라. 

13. 제 된 도서로 무엇을 할 것인가? - 처리 유형

모든 도서 은 폐기하기 해 선별한 도서를 처리하기 한 고유의 방법을 가지

고 있다. 일부는 처리 결정을 기록하기 해 온라인 목록에서 출력하여 활용한다. 

다른 곳도 어떻게 폐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다른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인쇄한 처리 증서를 이용한다. 

CREW 방식은 이 책을 팔지, 기증할지, 기할지, 수리할지, 이 할지, 다시 제

본할지, 재배가할지를 표시하는 미리 인쇄된 간단한 처리 증서를 사용하기에 합

하다(선별한 책에 각각 처리증서를 끼워둔다). 수선은 삼가 하라! 수선은 15분 이

상 걸리지 않아야 하고, 범 하게 수선하여 자료의 외 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 내에 수선할 수 없는 자료들은 처리하고, 계속 이용될 것이라면 새

로운 자료나 새로운 으로 체해야 한다. 

제본을 삼가 하라! 책을 제본소에 보내기 에 제본을 한 시간과 비용만큼 장

서에서 이용과 가치가 계속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라. 다시 제본하는 비용과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의 구입 비용을 비교하라. 새로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부분 

거의 비용도 들지 않고, 더 매력 이다. 다시 제본된 책은 새로운 책만큼 매력

이지 못하다. 그러나 된 도서들과 지역  심이 높은 도서들은 다시 제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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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책을 제본소로 보내기 에 라스틱 커버 재킷 /

는 책의 바코드 라벨은 제거해서 둘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제본한 책에 재활용

하기 해서이다. 

인쇄자료  비인쇄자료의 처리를 한 다섯 가지 기본 방안이 있다. 

매 : 연례 매나 계속 매하는 매 에서 에게 매한다. 혹은 일반

으로 큰 묶음으로 고서 상이나 펄 상에게 팔거나, 온라인으로 매

한다. 

기증 : 병원, 요양원, 교도소, 소년원, 자선 단체, 학교, 도서  시스템에 가입하

고자 하는 작은 도서 에 기증한다. 

교환 : 다른 도서 이나 고도서 매상과 도서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책으로 

교환한다. 

재활용 : 가능하다면 지역 정부기 과 력하여 지역 업자를 이용한다. 

기 : 소각장에서 태우거나 쓰 기 더미에 던져 넣는다. 만약 후자를 사용한다

면, 지나가는 사람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을 ‘귀 한’ 

도서를 기하는 이유를 오해할 수 있다. 

각 처리의 방법은 장 과 단 이 있고, 제조건이 있다. 

매

매는 우수한 홍보가 된다. 그리고 그 자료가 여 히 가치가 있고, 시 에 뒤떨

어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시키고 매한다면 이익이 될 것

이다. 좋은 의도이지만 잘 몰라서 팔린 책을 반납하는 이용자들을 해서 모든 책

에는 명확하게 폐기 표시를 해야 한다. 팔릴 수 없는 도서들은 재활용  기하

거나, 다른 팔릴 수 없는 도서들과 함께 펄 상에게 다(펄 상이 운  거리 내

에 있는 경우). 

(시, 군, 주) 당국은 세 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된 자료를 매하는 것에 한 규

정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 규

칙 안에서 하게 처리하는 것은 표  용어의 문제이다. 를 들어, ‘불필요한’ 

자료를 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산’은 제 된 자료를 매할 수 있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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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와 같은 단체에 양도해야 한다.

부분의 도서  후원회는 큰 지역사회 행사가 될 수 있는 매 을 일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계획한다. 다른 곳은 계속 매하거나 혹은 병행하기도 한다. 특별

이나 수집할 만한 도서는 개별 으로 가격을 매겨도, 부분의 도서는 50센트나 

1달러이다. 책의 분류와 가격 책정에 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요 이다. 한 도서 매는 친선을 증진시키고 도서 을 홍

보한다. 

많은 후원회들은 도서 의 수입을 해 매를 하거나, 팔 수 없는 도서를 기증

하기 해 온라인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어떤 로그램도 완벽하지 않으며, 텍사

스주립도서 기록 원회나 이 지침서의 자들도 아무런 보장을 못 한다. 결정

을 하기 에 각 회사나 로그램이 제공하는 선택안을 스스로 조사하라. 

다양한 온라인 매업체들, Better World Books(http://www.betterworldbooks.com), Cash 

4 Books(http://www.cash4books.net/), Blogistics(http://www.blogistics.com/) 등은 고 

도서를 도서 에서 직  구입한다. 각 회사는 특정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이  

도서  도서는 팔 수 없지만, 장서에 더해질 수 없는 기증 도서로 돈을 벌 수 있

다). 미국도서 후원회 회39)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정부기 들은 기 의 구매 부서를 통해서 쓸모없는 오래된 도서를 팔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고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도서 이 이러한 매 

차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호 인 제스처로서 도서 매 에서 팔리지 않는 도서를 그냥 주는 것을 고려

하라. 만약 지역 규정이 허가한다면, 심 있는 사람들이 남는 도서를 가져가도록 

허용하라. 이를 통해 도서 은 책을 쓰 기 더미로 옮기는 비용을 약할 수 있다. 

한 이는 ‘완벽하게 좋은 책을 버리는’ 도서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다. 

기증

기증은 이익이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폐기 도서가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면 우수한 홍보가 될 수 있다. 쓰 기를 기증하는 것은 우수한 홍보가 되지

도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를 들어, 어린이 보육센터는 

표지가 낡았을지라도 그림책의 기증을 기꺼이 기억할 것이다. 폐기 도서를 받는 

39) Friends of Libraries USA(FOLUSA), http://www.folusa.org/resources/selling-books-onlin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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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진정으로 고려했으므로 더 쁜 새로운 그림책의 정기 인 

이용자와 미취학 아동을 한 이야기 시간의 정기 이용자 역시 새로 생겨났다. 공

공도서 에는 무 수 이 높은 도서라면 이 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지역의 학

을 확인하라. 도서가 시 에 뒤떨어진 정보나 편견을 포함하더라도 특정 계층이나 

주제에 을 맞추는 박물 이나 역사 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 

만약 도서 수장고나 분 을 계획하고 있다면, 장서에서 실용성이 남아있고 상태

가 좋지만 폐기된 자료의 두 번째 복본과 세 번째 복본을 장하는 것도 좋다. 지

역의 병원, 문맹교육 로그램, 요양원이나 교도소, 소년원 등에 상태가 좋은 복본

(특히 염가 과 형 서  등)을 기증하는 것을 고려하라. 상태가 좋지 않은 도서

나 시 에 뒤떨어진 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는 기증해서는 안 된다! 그

다면 자신의 쓰 기를 다른 군가에게 간단히 넘기는 것이다!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의 로젝트에 고 도서를 기증할 것을 제안하는 이용자

를 주의하라. 책을 아 리카로 배에 실어 보내는 것은 매우 비싸고, 실어 보내는 

자료가 오래되고, 낡았으며, 시 에 뒤떨어졌다면 개발지역을 돕는 것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부 도서 들은 어떤 자료가 유용하고 어떤 자료가 쓰 기

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로젝트에서 일하는 단체에게 자료들을 기꺼이 기증한

다. 특정 로젝트를 해 도서를 원하는 단체의 정보를 해 미국도서 회의 

Fact Sheet 12, “Sending Books to Needy Libraries: Book Donation Programs”40)을 참

고하라. 

교환

‘가장 좋은’ 폐기 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최고의 홍보이면서 빈틈없는 재정  조

처이다. 교환은 오직 2개의 특정 폐기자료 부류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해당 지역

사회에서는 심이 없다 하더라도, 질  수 이 높은 (최소한, 정 으로 리뷰된) 

자료( , 델리오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자료가 팜 에서는 멋질 수 있고 반 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2권 이상의 복본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연히 기증된 우수

한 도서의 복본이다. 교환에 한 문의는 화, 이메일, 편지를 통해, 혹은 텍사스

도서 회 연례 회의의 사업 일부분으로, 혹은 지역 도서  시스템의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교환에 심이 있다면, 복본교환연합41)을 확인하라. 회원

자격은 무료이며, 모든 종의 도서 에 해 열려있다. 회원들은 이용 가능한 자

40) http://www.ala.org/ala/aboutala/offices/library/libraryfactsheet/alalibraryfactsheet12.cfm

41) Duplicates Exchange Union, http://www.ala.org/ala/mgrps/divs/alcts/mgrps/ecoms/duplicatesexch/duplicatesexchange.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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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리스트(희망 리스트와 함께)를 이메일로 교환한다. 비용이 일정량 이상이면 

요청하는 도서 이 우편 비용을 부담한다. 지역 조례가 세 으로 구입한 자산의 

교환을 허락하는지 확인하라. 

재활용

재활용 서비스는 재 범 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지역사회가 ‘친환경 이 

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재활용은 자원을 감하고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종이

가격을 억제시켜서 새 책의 가격 인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지역사회의 

재활용 로그램은 폐기된 잡지와 신문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인쇄용

지뿐 아니라 부분의 잡지나 카탈로그가 인쇄되는 ‘ 택지’도 받아들인다. 불행히

도, 책을 재활용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염가 은 많이 재활용되지만, 양장본은 

일반 으로 표지를 제거한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재활용 과정을 방해하거나 군가가 쓰 기 더미로 운반해야 하는 ‘쓰

기’를 단순히 달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 재활용 회사를 통해 확인하라

낡거나 수리할 수 없이 손상된 어린이 도서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림을 잘라내

고 막 에 붙여서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도서 의 이야기 시간, 지역의 어린이 보

육센터, 교사들 는 인기 있는 이야기의 라넬 보드 을 해 이용할 수 있다. 

많은 수공업자들은 도서를 재활용하여 귀 품을 감추거나 물건을 보 하기 한 

속을 낸 ‘책 모양 상자’를 만들거나, 책을 지갑이나 다른 물건으로 만들기 시작

했다. 오래된 책으로 만든 놀라운 물건들을 보려면 'Altered Book'42)을 보라

기

기는 물리  상태가 최악이고 으로 가망이 없는 경우에만 용되어야 

하며, 도서가 재활용되거나 펄 로 매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

야 한다. 이 방법의 장 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요 단

은 홍보나 자  면에서 폐기된 자료로 인해 도서 에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처리 방식은 이미 넘쳐나는 쓰 기 매립지에 쓰 기를 더

하는 것 외에도, ‘좋은 도서’를 쓰 기 더미에 던져 넣는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폐기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 ‘책을 태

우는 것’은 불쾌한 의미를 갖고 있다. 책과 비인쇄 자료의 물리  상태가 기될 

42) http://www.alteredbookartis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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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최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부정 인 평 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쩌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난처한 상황은 선의의 이용자가 쓰 기더미에서 도

서 의 책을 ‘찾아서’, 고의로 공공재산을 기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비록 이 처리방법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14. 에필로그 - 제 을 주 하는 이를 한 격려

이 지침서를 통해 이미 도서  서비스 주기에서의 제  시기, 정기 인 CREW 

수행의 이 , CREW 방식의 능률 인 간편함 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 업무가 편하지 않은 사서들이 주로 말하는 엄격한 제 에 한 여러 공통

인 반 가 있다. 이러한 사서들은 제 하지 않고 재검토하지 않은 장서의 유지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는 이용자들을 해 거 한 장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게다가 

도서  시스템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거나, 기 에 맞추기 해서 충분한 도서를 가

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 이용자와 텍사스주립도서 기록 원회 모두는 양 보다는 질을 요

하게 여깁니다. 주립도서 은 다른 요인에 한 고려 없이 당신의 도

서  시스템 가입 자격을 자동 으로 박탈하지는 않을 것이고, 폐기가 

없음을 실제 으로 보여주는 연간 통계를 통해 장서가 시 에 뒤떨어

지거나 아무 게나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도서

이 반드시 큰 도서 은 아닙니다. 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의 수 과 질이 가장 요합니다. 물론, 장서의 규모가 도서  시스템 

가입 자격에 필요한 최소치에 가깝다면,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도

서  장서처럼 엄격하게 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

소한의 요구조건 이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도서 은 텍사스

주립도서 기록 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장서가 도서

의 서가 수용량을 과했다면, 면 인 CREW 과정이 진지하게 수

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규모보다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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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합니다. 더 새롭고, 더 양질인 책을 입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도서  시스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장서에 추가된 시

에 뒤떨어진 도서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

간을 소비됨) 이용자는 거의 는 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더 요한 도서  업무 때문에 무 바빠요. 

그러나 - 당신이 새로운 책을 선정할 시간이 있다면, 장서에서 더 이상 유용하

지 않은 도서를 제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구도 요한 업무를 수행

하기 해 필요한 시간을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을 해 

반드시 시간을 내야합니다. 당신의 도서  이미지, 신뢰, 서비스의 질

이 걸린 문제입니다.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해, 제 을 일상 업무의 

정기 인 부분으로 만들고, 시간효율 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지

침서의 지침을 이용하십시오. 

내가 이 책을 버리면, 내일 군가 이것을 요청할 거 요.

그러나 - 이런 상황은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도서 에서 구입

하지 않은 책을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보다 훨씬 덜 일반 입니다. 

일 에서 3년간 진행된 상세한 제  연구는 지난 2년간 폐기된 자료

의 3.5%만이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 니다.43) 사실 지난 5년간 이

용되지 않은 도서는 다음 5년 동안도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되

었지만 필요한’ 자료는 거의 없고, 이런 자료들은 없어도 항상 혼란스

럽고 신뢰할 수 없는 장서보다는 홍보에 덜 해가 되며, 부분은 상호

차를 통해서 여 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CREW는 사서들이 

결함, 분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최  범 에 주의하게 하여, ‘입수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는 빈도를 어들게 합니다. 사실 만약 구도 그 

책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도서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일 것입니다! 당신의 장서에서 가장 좋은 자료는 

이용되고 있는 자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3) Weeding Library Collections: Library Weeding Methods, 3rd edition, 1989, p. 5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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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는 스스로 폐기됩니다. 우리는 도서를 매일 잃어버려요!

도난으로 분실하거나 반납되지 않는 도서는 제 으로 세지 마십시오! 그 책들은 

아마도 군가가 도서 에 반납하는 신에 가지고 싶어 하는 책일 것입니다. 도

난이나 분실로 책이 없어지면 이 도서의 새로운 이나 다른 도서로 체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게 하면 훔치거나 빌려갈 만큼의 가치도 

없는 많은 도서들로 붐비는 서가에 그 책들을 돌려놓게 됩니다. 

이 오래된 도서는 아마 드물고 귀 할지 몰라요, 심지어 본이 요!

그러나 - 오래된 도서의 발행일이 1900년 이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5달러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것은 수천 권 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귀

한 도서들조차도 이 에 도서  장서 다면 수집가들의 심을 거

의 끌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도서 은 도서에 등록번호, 바

코드, 장서인 등을 표시하고, 책이 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유일본, 자의 사 인 책, 기타 귀 서만이 몇 달러 이상

에 팔립니다. 오래된 도서는 부분이 쓰 기이거나 값싼 골동품입니

다. 그 책들은 부분 유리로 된 진열장이나 별도 서가에 보 될 만큼

의 가치가 없는데, 도서 의 공간, 시간, 비용과 유용성에 폐를 끼칩니

다. ‘ 본’은 아주 소수만이 남아있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도서  표시가 히고 많이 낡아서 ‘손상된’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하지 않은 도서의 본은, 그것이 유일

본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가격이 높은 (30달러 이상) 본

은 거의 고 이거나 처음에 출 되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거의 

고 에 가까운 책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들어본 도 없는 책들을 가

지고 있다면, 확실히 이런 종류의 책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 히 귀 한 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료들

을 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Alibris( http://www.alibris.com/)

나 ABE Books(http://www.abebooks.com/)와 같은 온라인  도서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ABE Books는 한 수집의 상이 되는 작가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제공합니다. 만약 조앤 롤링이 사인 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서가에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기증 자료와 폐기자료 

에서 팔릴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알려 주는 기타 주제 등을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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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그 도서가 사실상 몇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제

하고 십시오! 만약 당신이 귀 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책들을 팔고 

있다면, 그 도서의 추정 경매가를 해 평  높은 고서상과 연락하십

시오. 부분의 진짜 희귀서들은 뉴욕이나 런던 경매에서 팔립니다. 

만약 이용되지 않아서 폐기를 했는데, 실수로 선정했으면 공 으로 허용되지 않

나요? 

그래서? 당신은 인간입니다! 모든 사서는 그런 종류의 실수를 합니다. 많은 경

우에, 우리가 선정한 도서들은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선

정은 과학  공식이나 객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도서 선정은 

매우 넓은 범 에서, 책에 한 사서의 단과 사람들이 무엇을 읽기 

원하는지에 한 상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백만의 책이 있고, 매년 50,000권의 새로운 도서가 출 됩니다. 가장 

우수한 사서라 하더라도 항상 ‘옳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은 훈련

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오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 은 정말 공공 자산의 무책임한 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이 지침서의 첫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제 은 ‘1달러 당 최 치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 도서 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도서  건물의 안락

함과 외 을 살릴 수 있는 매우 건설 인 과정입니다. ‘무책임’에 해

서 말하자면, CREW 방식의 가장 첫 단계는 시민 의무의 반을 명확

하게 피하기 해 가능한 법  제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

다. 게다가 쓰 기로 버리거나 태우는 방식의 폐기는 유일한 처리 방법

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는 최후의 선택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용되지 않

는 도서  자료를 제 하는 것은 낙후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나 크

리에이션센터의 부서진 장비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것

이 아닙니다. 정책부서가 오래된 유니폼이나 노후 차량을 여 히 가지

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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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주제에 해서 (아무 자료나 혹은)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학

교 과제로 요청이 쇄도하는 시기를 해서 고 의 모든 복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 시 에 뒤떨어지고 잘못된 어떤 자료가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어떤 자료’라도 있는 것이 나을까요? 자기의 연구를 해 그

런 도서를 이용할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아이가 시 에 뒤떨

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성 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한 주제에 

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용될 좋은 자료는 요청될 것입니다. 

만약 고식물학과 같이 그 주제에 한 유일한 자료라 할지라도, 이용

되지 않는다면 서가를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이용되지 않는 도서들은 

공간만을 차지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도서는 그보다 더 나쁩니다. 만

약 당신이 특정 주제에 해 자료가 정말 필요하다면, 새롭고, 정확하

며, 잘 술되고, 튼튼하게 제본된 자료를 구하십시오. 만약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고 의 충분한 복본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  사명  

하나라면, 여분의 복본은 요구가 쇄도할 때까지, 혹은 새롭고 보 하

기 쉽고 매력 이며 값이 렴한 염가 으로 체될 때 까지 수장고

에 보 할 수 있습니다. 

CREW는 검토, 평가, 제 의 계속 인 과정이 필요함을 기억하라. 제 은 ‘이따

’ 진행되는 로젝트나 어쩌다 한번 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속 이고 일상 인 

업무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이 순환 과정을 지속하면, 이용되지 않고 쓸모없으

며 손상된 자료가 증가하다가 결국 수개월이나 수년간 방치한 후에 규모로 제

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장기 으로 CREW는 도서 의 질을 향상시

키고, 정돈되고 쾌 한 환경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

서 의 평 을 좋게 할 것이다. 단기 으로는, CREW를 통해 도서 장의 문  

단과 장서에 한 업무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제 과 CREW, 기타 모든 도서 의 기술  혹은 공  기능의 핵심은 이용자에

게 더 나은 서비스, 세계의 지식에 한 더 명확한 근, 오락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서를 효율 으로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능률 으로 제 하면,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실, 명언, 이야기 등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침서를 가져가서 도서  직원, 자원 사자, 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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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라. 그리고 이에 해 잠시 동안 생각해 보라. 그 다음, 효율 이고 효과

인 서비스와 우수한 장서를 해 이 업무를 시작하라!

미루지 말고 오늘 폐기를 시작하십시오!

【출  처】

  CREW : A Weeding Manual for Modern Libraries

  http://www.tsl.state.tx.us/ld/pubs/crew/crewmethod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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