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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오 도서관과 타학교 도서관간의 상호 대출 

정책 
Approving Authority The Board of Governance 

Responsible Officer Librarian 

Version 2.1 

Next Scheduled Review October 2025 

Related Legislation and 
Regulations 

  Higher Education Standards Framework 2021 

Associated Documents The Emmaus Library and James Wallace Memorial 
Library Reciprocal Borrowing Agreement 

 

1 범위 

이 정책은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의 엠마오 도서관과 Alphacrucis College의 

James Wallace Memorial Library를 상호간에 사용되는 정책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허용이 된다 
 

이 정책은: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와 Alphacrucis College 의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교수진이 자신의 학교 도서관외에도 서로 직접 한국어 자료를 등록 및 대여하여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적용된다.  

 Higher Education 의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2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Emmaus 도서관 회원 및 Alphacrucis College 도서관 회원에게 상호 대출(ILLs: 

Interlibrary Loans) 제공을 위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정의 

상호도서 대출(ILLs)이란 엠마오 도서관은 엠마오 도서관 회원들이 타학교의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대출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엠마오 도서관은 타학교의 도서관 회원들에게 책을 대출한다는 의미이다. 

 

ACCS 는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을 의미한다. 

 

엠마오 도서관은 ACCS 에 속하고 ACCS 의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사용자란 ACCS 또는 Alphacrucis College 학생 또는 직원이 그 도서관의 자원이나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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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란 도서관 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현재 회원 카드를 소지한 ACCS 또는 Alphacrucis 

College 학생 또는 교원을 의미한다. 

 

승인된직원이란 ACCS 또는 Alphacrucis College 에서 임용한 도서관 직원, 사서를 의미한다. 

 

4 정책 

4.1. 일반 개요 

만약 찾고자 하는 항목이 엠마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부적합하거나 기한 내에 구매할 수 

없는 항목인 경우 엠마오 도서관은 ILL 을 통해 그 항목을 도서관 회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ILL 항목의 가용성은 해당 항목을 소유한 도서관의 대출 정책에 따른다.  

 

4.2. 자격 

Emmaus 또는 Alphacrucis College Libraries 의 모든 회원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IL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카드에 연체 요금이 $10.00 이상이 기록된 회원 

• 카드에 잃어버린 항목에 대해 변상하지 않음이 기록된 회원 

• 연체 혹은 항목 분실에 대한 기록이 있는 회원 

• ACCS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에 ILLs 의 항목을 수거하지 

않거나 어떤 수수료가 연체된 경험이 있는 회원  

• 미확인된 회원 

 

4.3. 제한 범위 

도서관 회원은 한 번에 3 개의 ILL 을 처리할 수 있다. '진행 중'에 있는 대출 항목이포함된다. 

 

ACCS 는 회원들에게 ILL 에 대한 한국어 도서를 대여한다. 영어로 된 항목은 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Emmaus 및 Alphacrucis College 도서관의 회원은 ILL 에 대한 상호 계약이 있는 

도서관에서 물리적으로 그 항목을 대출해야 한다. 단, 요청하는 항목이 독특하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대학의 사서에게 요청해야 한다. 

일부 도서관은 ILL 에서 대출하는 항목에 제한을 둔다. Emmaus 도서관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4.4. 수수료 

우편을 통해 도서관 간에 대출 항목을 보내는 비용은 현재 $16.50 이며 Emmaus 도서관에 지불해야 

한다. 그 비용은 대출자에게 전가된다. 대출자는 ILL 을 요청할 때 요금에 동의해야 한다. 요금은 

픽업하지 않은 품목에도 적용된다. 대출자가 요청한 후 취소하였으나 Emmaus 도서관에서 이미 

처리한 항목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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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는 분실되거나 손상된 ILL 항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항목을 소유한 도서관이 

이러한 요금을 결정한다. 또한 Emmaus 도서관에서 처리하는 수수료(현재 $7.00)도 있다. 

Emmaus 도서관은 Alphacrucis College 도서관 회원에게 무료로 자료를 대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상호간의 약속이다. 

 

배달 가격 

 

속달 우편 또는 사본에 상응하는 것-      $16.50 

최대 3kg 까지 대출을 위한 속달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16.50 

3kg 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속달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협상 후 결정 

 

 

4.5. 대출 기간 

ILL 도서의 대출 기간은 해당 항목을 소유한 도서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3 주이다.  

Emmaus 도서관의 표준 연체 요금이 적용된다. 

 

4.6. 갱신 

갱신이 가능할 수 있다. 항목을 소유한 도서관이 갱신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4.7. 저작권 

Emmaus 도서관에서 취득 및 대여한 ILL 은 호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4.8. 문서 배달 대출 

 

4.8.1 자격 

자료(Material)는 Alphacrucis College 도서관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Emmaus 도서관은 문서 배달 

자료 공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 

 

다음 범주의 자료는 갱신 없이 3 주 또는 21 일 동안 빌릴 수 있다: 

• 일반적인 한국어 항목 

 

문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공된다. 

 

다음 자료는 대출에서 제외된다.: 

• 대출 안되는 항목(영어 와 한국어) 

• 일반적인 영어 항목들 

 

위에 나열된 제외된 자료의 공급은 특별한 상황에서 협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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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자료 발송 

대출 항목은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항목은 근무일 기준 4 일 이내에 발송된다. 

근무일수는 요청한 날로부터 측정된다(예: 월요일에 접수된 요청은,  그 항목을 목요일 업무 

종료시간까지 발송한다). 

 

 

5 책임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사서의 책임이다. 

 

6 참조 

ALIA Australian Interlibrary Resource Sharing Code (https://www.alia.org.au/resources-and-

information/interlibrary-lending/australian-interlibrary-resource-sharing-ilrs-code) 

 

 

 

 

https://www.alia.org.au/resources-and-information/interlibrary-lending/australian-interlibrary-resource-sharing-ilrs-code
https://www.alia.org.au/resources-and-information/interlibrary-lending/australian-interlibrary-resource-sharing-ilr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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