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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서정욱1, 안유리1, 홍순영2, 이재원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2 

 

[서울대학교의 학술 논문 구독 및 출판 비용 현황]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학술저널 구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2002년, 8억6,500만원; 2005년, 11억4,800만원; 2010년, 81억4,800만원; 2015

년, 89억6,300만원이다. 지난 13년 동안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료 부담이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구독료와는 별도로 서울대학교 연구처는 교직원이 논문을 발표할 때 논문 투고

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부담 금액은 2002년, 7,000만원; 2005년, 1억8,000만원; 

2010년, 4억5,000만원; 2015년, 13억7,000만원으로 5년마다 약 2.5~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학술논문의 구독료와 투고료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 환경

의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는 학술 연구 활동과 논문 발표를 장려해 왔고 이 결과로 SCI 논문 게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발표한 Web of Science 논문

은 2000년, 2,373편; 2005년, 4,043편; 2010년, 6,041편; 2015년, 8,858편으로 매 5년마

다 약 1.5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SCI 논문 대비 SCI 등재 오픈 액세스 저널에 게

재된 논문의 비율은 4.2%, 4.7%, 9.4%, 15.9%(2014년)로 증가하고 있다. 

논문 출판의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학술지 구독 및 출판 비용이 증가 속도가 매우 빠

르고 앞으로도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지 출판과 오

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검토하고 서울대학교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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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의 개관] 

오픈 액세스 활동은 학술논문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도서관의 

구독료 부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시작된 오픈 액세스 

활동은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①저자 또는 기관에서 출판비를 사전에 부담하

고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 방식(Gold open access)과 ②유

료 구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논문저장소“ 기관 리포지토

리”를 통해 공개하는 Green open access 방식이다. 오픈 액세스 활동은 지식 선진국에서 

출판하는 학술 논문을 전세계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어, 시

민단체나 정부기관, 학계 및 도서관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2004년 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포함

한 35개국 장관들은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결과물 접근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하여 공공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는 반드시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고, 2013년 

GRC(Global Research Council)는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때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오픈 액세스 행동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오픈 액세스의 대상이 되는 문헌] 

 오픈 액세스의 대상이 되는 문헌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 액세

스의 대상은 비영리적 학술저작물이다.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과 학위 논문은 저작물 작

성의 목적이 비영리적이다. 지식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 저자가 논문을 작성한 목적이

며 문헌 배포를 통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이 없다. 따라서 저자는 오픈 액세스를 통한 

배포 확대가 저자의 저술 목적에 부합한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은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오해 때문이

다. 소설과 영화의 오픈 액세스와 학술 논문의 오픈 액세스가 다른 것처럼 국외 학술지

의 오픈 액세스와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혼돈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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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국외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는 고비용 판매구조의 학술지 출판을 연구자 중심

의 적정 비용 출판 및 자유 이용 확대로 전환하는 것인데 비하여 국내 학술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 학술지는 국내 연구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지 한국

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얼마나 이용하는가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국내 학술지는 

국내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새싹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국 학술지와 달리해야 하고 국내 학술지 출

판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

내 학술지가 외국 학술지처럼 판매 중심의 고비용 학술지가 되는 것은 학술지 선진화와

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비용 출판과 효율적인 유통 및 

인용이 일어나도록 학계와 출판계, 검색 포털이 협력해야 한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그 동안, 오픈 액세스 활동은 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s), Hindawi 등 새로 창

간한 오픈 액세스 저널의 성공과 더불어 기관 리포지토리를 통한 유료 학술지 게재 논

문의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료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술지 출

판이 갖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하여 도서관의 구독료 부담이 계속 증가했고, 오픈 액

세스 학술지 창간과 함께 유료 구독 학술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학술지 대

비 오픈 액세스 비중이 13%까지 상승 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픈 액세스의 성

공을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오픈 액세스 추진 방식으로는 유료 

학술지 출판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학술지 고비용 구조의 유통 방식

이 지속될 경우 학술지가 오히려 학술 연구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새로운 방식의 오픈 액세스가 연구되어 추진되고 있

다. 미국(Harvard 대학교), 영국(UUK: 영국 대학교 연합), 독일(Max Planck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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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VSNU: 네덜란드 대학 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움직임이 되고 있는 새

로운 형식의 오픈 액세스 추진은, ①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꾸도록 유도

하는 사업과, ②도서관의 학술지 구독료 지불 방식(컨소시엄을 통한 빅딜)을 개선하여 

유료구독과 오픈 액세스의 혼재로 인한 이중 부담 구조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위 활동

은 일부 도서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도서관뿐 아니라 연구비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 등이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오픈 액세스 정책 현황] 

한국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각각 OECD, GRC와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시에 오픈 액세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KISTI는 [국가도서관 지식 

컨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과 OAKorea 사업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 출판과 기관 

리포지토리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연구재단은 국내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같

은 민간영역에서도 오픈 액세스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오픈 액세스 정책은 학술지의 국외 환경과 국내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

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이나 국내 학술 논문 유통과정에서 갈등

이 일어나는 것은 국외 학술지 상황을 국내 학술지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기는 오해이

다.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현황]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오픈 액세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SCI 논문 중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하는 논

문 비율(2014년)이 15.9%로 전세계 평균(12.4%)보다 높고, ②2015년 서울대학교가 학

술논문 관련해서 지불했던 도서관 구독료와 연구처의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의 합은 

103.3억원이었다. 이 중 연구처에서 지원한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은 13.7억원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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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용 중 13.3%를 차지한다. 이는 영국의 대학 평균(10%)보다 높은 수준이다. ③

기관 리포지토리 S-Space에 탑재된 논문 수는 79,22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현황은 OECD, GRC에서 제시하는 기준 대

비 초라한 수준이다. 이와 달리, Max Planck 연구소와 영국의 대학연합(UUK) 및 네덜

란드 대학 연합(VSNU), 그리고 Harvard 대학교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발표하고 도서

관 구독에서 오픈 액세스 개념을 도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 및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 31명, 대학원생 194명, 학생 166명 등 총 39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오픈 액세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교수의 

81%(25/31), 대학원생의 30%(57/194), 학생의 12%(20/166)이었다. 응답자의 다수

(59%)가 오픈 액세스를 위한 저자 부담 투고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대

학에서 투고료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52%가 국가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의무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였

다. 오픈 액세스 확산/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 투고료 지원제도(48%),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 협력참여(23%), 서울대학교가 주도하는 오픈 액세스 활동(22%) 및 오픈 액

세스 선언 발표(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유 응답 형식의 의견은 5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투고료 지원을 확대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 35명, 31,3%, ②오픈 액세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33명 29.5%, ③서울대학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29명, 

25.9%, ④오픈 액세스 홍보가 필요하다, 30명, 26.8%, ⑤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이 필요

하다. 10명, 8.9%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제안]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오픈 액세스 확산/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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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 이해 증진을 위한 오픈 액세스 선언 추진 

서울대학교는 학술연구의 중심이다. Harvard 대학교나 Max Planck 연구소, 영국 및 

네덜란드의 대학과 같은 주요 연구 기관이 국제적인 오픈 액세스 활동을 주도하고 있

다. 대한민국에서 오픈 액세스 확산/활성화를 통한 학술 진흥 효과를 높이려면 서울대

학교 및 서울대학교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오픈 액세스의 올바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오픈 액세스 선언

이다. 2002년 미국, 유럽의 오픈 액세스 선언이나 2008년의 Harvard 대학교의 각 단과

대학별 선언이 대표적이다.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 선언을 발표하여 오픈 액세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내에서 대학교 단위의 오픈 액세스 선언이 뒤따르도록 하려면 

Harvard 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선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 OECD, GRC의 

정책 방향 문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검토하고, 기준에 따른 정책 기획 활동을 통해 국

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우리

나라 고등 교육 및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오픈 액세스 정책 수립/평가에 참여 및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  

 

2) 기존 유료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전환을 촉구하는 국제 협력 사업 참여 

Harvard 대학교의 Journal Flipping Project와 COPE(Compact for Open-Access 

Publishing Equity)협약은 미국의 주요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술 저널 출판사에게 종래의 

구독료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arvard 대학교를 중심으로 Cornell, Dartmouth, MIT, Columbia, UC 등 19개 주요 대

학교와 33개 협약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Open Access Transition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며 주요 국가의 53개 연구기관이 OA2020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에 서명 하였고 참여 기관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향서를 통해

서 주요 다국적 출판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이미 OA 2020에 참여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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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소시엄 빅딜을 통한 출판사와의 협력 

도서관에서는 이미 도서관 연합(컨소시엄)형식으로 구독료를 협상하고 있다. 도서관은 

학술지 구매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핵심 고객이다. 따

라서, 도서관은 출판사와 협상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이런 협상력을 활용해서 오픈 액세

스로 전환을 앞당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협상 주체를 연구

처장 혹은 중앙도서관장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대학 대표자가 출판

사와 오픈 액세스 전환 및 전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서는 하이

브리드 저널에 지불하는 투고료를 구독료 절감에 반영하는 협상도 필요하다. 

 

4)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 지원 

서울대학교는, 연구처의 연구지원 사업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비용을 지원

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의 출판비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 확보

와 지원 방식 및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Harvard 대학교의 

HOPE(The Harvard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기금은 다른 재원을 통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저자의 논문 투고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의 구독료 빅딜과 연계하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게재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5) 오픈 사이언스/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사업 

서울대학교는 2008년부터 중앙도서관에서 기관 리포지토리 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처

의 연구실적 관리 시스템(OSOS)과 연계하여 발표 논문의 PDF 파일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와 함께 연구데이터를 탑재하는 오픈 사이언스 도

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공개하고, 연구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사업 및 글로벌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발표 논문의 피인용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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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만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도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는 저비용으로 유통되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구조를 고비용 판매 모델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해 근거 중심의 국내 학술지 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지도 오픈 

액세스의 원칙을 지키되 출판 및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수익이 보장되

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결론] 

오픈 액세스 활동은 서울대학교의 연구 활동과 학술논문 출판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

요하다.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아울러, 서울대학교 연구처와 도서관이 공동으로 추진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처와 도서관이 협력하는 (가칭) 오픈 

액세스 정책 기획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오픈 액세스 추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국제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학술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중심 단어: 오픈 액세스, 학술 논문 출판, 전자저널, 기관 리포지토리, 오픈 액세스 투고

료, 도서관, 도서관 구독 컨소시엄, 네덜란드 대학 연합, 영국 대학 연합, Harvard 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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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요약문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서정욱1, 안유리1, 홍순영2, 이재원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학술저널 구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10배로 상승하였고 2015년의 구독료는 89억6천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하는 논문 수도 증가하면서 연구처에서 지원하는 

투고료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7억원을 지불하였다. 학술논문의 구독료와 투

고료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너

무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픈 액세스는 학술논문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도서관의 구독료 

부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와 연구기관, 도서관 

등의 국제적 합의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각료회의에서는 공공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

는 반드시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고, 2013년에 GRC 

(Global Research Council)는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의 오픈 액세스 지침을 제시하였다. 

오픈 액세스 활동의 대상은 비영리적 학술저작물이며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과 학위논

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 학술지 논문과 국외 학술지 논문이 모두 오픈 액세스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출판 환경과 이용자 구성, 유통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오

픈 액세스의 접근 방식도 다르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영국, 독일, 네덜

란드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오픈 액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①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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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사업과, ②도서관의 학술지 구독료 지

불 방식(컨소시엄을 통한 빅딜)을 개선하여 유료구독과 오픈 액세스의 혼재로 인한 이

중 부담 구조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위 활동은 일부 도서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

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도서관뿐 아니라 연구비 지원기관 및 관리기

관 등이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오픈 액세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SCI 논문 중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하는 논

문 비율이 15.9%로 전세계 평균(12.4%)보다 높다. ②학술지 구독 비용과 출판 비용 역

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15년도 학술지 구독료 69.6억원, 논문 투고료는 1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출판비용 중 투고료 비율이 13.3%로 영국 대학 평균 10%보다 높다. 

③ 기관 리포지토리 S-Space에 탑재된 논문 수는 79,22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은 선진 외국의 주요 대학에 비할 때 매우 부

족하다. 오픈 액세스 선언이나 정책 개발, 대외 활동 및 홍보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의 활

동은 미미하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구독료와 투고료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 31명, 대학원생 194명, 학생 166명 등 총 39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오픈 액세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교수의 

81%, 대학원생의 30%, 학생의 12%였다. 응답자의 다수(59%)가 오픈 액세스를 위한 

저자 부담 투고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52%가 국가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의무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였다. 오픈 액세

스 정책의 우선 순위로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제도(48%),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 

협력에 참여(23%), 서울대학교가 주도하는 오픈 액세스 활동(22%) 및 오픈 액세스 선

언 발표(6%)를 주장하였다.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오픈 액세스 확산/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래와 



xv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 이해 증진을 위한 오픈 액세스 선언 추진: Harvard 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오픈 액세스 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OECD, GRC의 정책 방향에 따른 서울대학교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활동이 필요하

다.  

2) 기존 유료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전환을 촉구하는 국제 협력 사업 참여: 서울대학교

가 Harvard 대학교의 Journal Flipping Project와 COPE협약, 그리고 독일의 Open 

Access Transition 사업 분야의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다른 대학교의 참여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컨소시엄 빅딜을 통한 출판사와의 협력: 도서관은 학술지 구매를 위해 많은 돈을 지

불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핵심 고객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출판사와 협상을 주

도할 수 있으며 이런 협상력을 활용해서 오픈 액세스로 전환을 앞당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협상 주체를 연구처장 혹은 중앙도서관장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4)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 지원: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의 출판비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 확보와 지원 방식 및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구독료 빅딜과 연계하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게재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5) 오픈 사이언스/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사업: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와 함께 

연구데이터를 탑재하는 오픈 사이언스 사업도 필요하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공개하고, 연구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사업 및 

글로벌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발표 논문의 피인용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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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만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도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는 저비용으로 유통되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구조를 고비용 판매 모델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해 근거 중심의 평가 모델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지도 오픈 액세스의 원칙을 지키되 출판 및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처와 도서관이 협력하는 (가칭) 오픈 

액세스 정책 기획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오픈 액세스 추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국제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학술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중심 단어: 오픈 액세스, 학술 논문 출판, 전자저널, 기관 리포지토리, 오픈 액세스 

투고료, 도서관, 도서관 구독 컨소시엄, 네덜란드 대학 연합, 영국 대학 연합, Harvard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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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Planning of Open Access Initiativ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Wook Seo1, Yuri Ahn1, Soon-Young Hong2 and Jae-Won Lee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2 

 

There was a ten times growth of the annual subscription cost for scholarly journals by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Library during recent 13 years and the cost for 2015 was 8,960 

million KRW. The sum of article processing charges for articles authored by researchers of the 

same university, paid by the office for Research Affairs of SNU, was 1,370 million KRW in 

2015. The growth and actual amount of the cost of scholarly publication (the sum of 

subscription costs by the library and submission fees by authors) are important concerns on the 

budget of the universities and open access (OA) is now considered as a practical solution for 

these issues.  

Based on these issues on the scholarly publication, in this research, we studied how OA was 

planned originally, why was the OA working or not working and what are current movements 

on OA to solve practical issues in universities. Selected cases of OA movements in the Western 

countr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so that we could design activity proposals on OA for 

SNU. 

OA is a global trend and a global initiative to promote access to the most recent scholarly 

information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After the initial definition of OA by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 new OA journals (gold road) and institutional repositories (green road) 

are successfully developed and launched. Moreover 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oposed OA mandate in each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e “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in 2004, 

emphasizing the OA to, and unrestrictive use of, articles and data to promote scientific progress 

and to facilitate the training of researchers. 

Although the adoption rates of OA by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re high but the actual proportion of OA articles is still around 13% which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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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to reduce the subscription budget of academic libraries. More recently new initiatives 

are being launched in Europe (OA2020) and North America (Journal Flipping Project) which 

aim to transform current subscription journals to OA so that the proportion of OA journals is 

increased rather than the number of OA journals is increased. 

SNU is a leading university on OA movement in Korea in regard to three key indicators; 

①the proportion of OA among SNU articles in Web of Science (WoS) database are 15.9% 

which is higher than 12.4% the proportion of OA among all articles in WoS. ②The proportion 

of article processing charges paid by the office of the research affairs of SNU is 15.6% of total 

cost of publication (Subscription cost + article charges) which is higher than 10% in universities 

United Kingdom, and ③the institutional repository “S-Space” is one of top repositories in 

Korea. SNU, in contrast, did not make any further public announcement or campaign on OA 

policy and contribution on the governmental policy on OA is not yet recognized, which are 

negative aspects of SNU on their contribution on OA compared to active campaigns by other 

universities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Harvard University, UUK (Universities United 

Kingdom), VSNU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and Max Planck Gesellschaft. 

On-line survey on OA was performed against a total of 395 including the faculty, graduate 

students and undergraduate students Faculty recognize OA as an important issue in 25/31 (81%) 

but in lower frequency by graduate students (57/194, 30%) and undergraduate students (20/166, 

12%). Most (59%) agreed to increase budget for supporting researchers for their article 

processing charges directly or indirectly. Most (52%) agreed with OA mandate policy for 

researches supported by governmental funds. Priorities for OA policy for SNU were supporting 

article processing charges (48%), participating international movements on OA (23%), 

leadership of OA by SNU (22%) and OA policy statement (6%)  

From these data we propose six practical actions as follows; 

1) OA policy of SNU should be set up and declared. The best example is at Harvard 

University as a university level OA declaration but OECD and GRC documents can also be 

cited. 

2) Active participation of SNU to international initiatives on OA is obligatory as 

represent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f Korea. Also it is necessary to motivate other 

universities in Korea to participate the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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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g deals” as a lever. The office of research affairs of SNU should collaborate with 

the library on the “Strategic big deals” negotiation with publishers and KESLI consortium. 

Dean of the SNU Office of Research Affairs and the director of SNU Library should lead the 

negotiation as was in the negotiation by the universities of Netherlands and other countries. The 

negotiation should include an agreement with publishers to take serious steps towards OA to 

expand proportion of OA and to remove double payment of article processing charges at the 

university level. 

4) Budgetary plan for the increase of the demand on the support for article processing 

charges by authors of SNU. OA publishing fund could be an option considering that it is 

common to publish research outcome lat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search defined by 

the research grant. 

5) Development of SNU database for OA and open data. Open data is a requirement by 

OECD in addition to OA. Open data repositories may be an expansion of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S-Space” but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database with other governmental 

initiatives or those of private sectors. 

6)  OA for local journals is not a same issue as the issue for international journals. The 

principle of OA is also applied for local journals. The evaluation process on them has to be 

based on their impact to local research community and the support strategy is necessary based 

on their contribution to local research. 

Lastly, strategic planning team of OA initiative by SNU is necessary based on intimate 

collaboration between the SNU Office of Research Affairs and the SNU Library. 

 

Keywords: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ing, online journals, institutional repository, article 

processing charges, library, consortia for library purchasing, VSNU, UUK,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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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이다. 우수한 연구 

논문을 더 많이 발표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수월성을 유지 발전시키려면 학술 문

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우리가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에 실현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학술 문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정비하

는 것과 함께, 서울대학교 연구자의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되도록 하는 논문 출판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액세스는 현재의 학술지 유통 구조가 학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

작되었다.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표된 BOAI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선언[1]은 “법적·경제적·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학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학술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

도록 하고, 후속 연구에 활용하고 인용함으로써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2].   

오픈 액세스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연구자와 대학의 입장에서 정리한 문서

가 영국에서 최근 발표되었다(부록 1.1. 참조)[3].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2015년 발표된 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과학 기술 산업 정책 문서 25번[4] “오픈 사이언스의 실체”에 잘 정리

되어 있다. 즉 과학적 연구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 논문을 연구자, 기관, 국가, 국제기구 

등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Global Research Council 

(GRC)은 미국국립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 선진국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2012년 창설한 협의체로서 G-20 국가와 OECD 국가 총 50개

국이 참가하고 있다. 선진 각국의 연구 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문서를 2013년 발표하였다(부록 1.2. 참조)[5].  

2015-2016년에 독일의 Max Planck 연구소와 Harvard 대학교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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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7]. 

  한국 정부와 한국연구재단도 각각 OECD, GRC 문서에 서명하였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오픈 액세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2009년 시작되어 KISTI, 국립중앙도

서관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도서관 지식컨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과 OAKorea 사

업이 있다[8]. 민간영역에서도 한국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는 활동이 한국과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오픈 액세스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현하거나 국내 및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이

미 글로벌 오픈 액세스의 도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논문 중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하는 논문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Web of Science 논문을 기준으로 15.9%에 이르고 있

으며 이는 전체 Web of Science 에서의 오픈 액세스 논문 비율 12.4%보다 높은 수치이

다.[9] 

2. 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교수의 논문을 출판하는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13.7억원을 지원

하였다. 

3.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는 기관 리포지토리 S-Space를 

2008년 구축하여 현재까지 79,221건의 논문을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4. 베를린 Max Planck 연구소가 주도하는 OA2020 활동을 지지하는 기관으로 서울대

학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CODE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액세스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정책은 아직 체계적으로 수립되

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서울대학교가 OECD, GRC의 정책 방향 문서에서 제시하는 

활동 기준을 검토하거나 기준에 따른 정책 방향을 결정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정부, 한

국연구재단 등의 연구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이자 연구자 단체로서 

서울대학교가 해야 하는 협력과 자문 역할, 또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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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오픈 액세스 환경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의 학

술저널 수서정책과 오픈 액세스 출판 지원 정책에 대해서 명시적인 검토 및 결정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바

가 없다.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방향이 우리나라의 학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회성의 연구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연구가 필

요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오픈 액세스 활동

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1.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정책의 필요성,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는 과감히 생략하고 연구자와 연구자 

단체의 입장에서 서울대학교가 해야 할 일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수립 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3.1. 문헌 및 웹 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오픈 액세스 동향 및 정책 규정을 파

악하고,  

1.3.2.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학술논문 게재료 지원 현황과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의 학

술지 구독 현황을 조사하며,  

1.3.3. 서울대학교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오픈 액세스에 대한 연구자들

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1.3.4.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모형을 만들어 서울대학교 연구처와 

중앙도서관의 오픈 액세스 관련 사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3.5. 이러한 논리의 근거가 되는 외국 자료 중 중요한 문서에 대한 원문과 번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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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일반 언론매체나 소셜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 

홍보용 자료를 첨부하였다.  



5 

 

제2장 오픈 액세스의 개념 및 선행 연구 분석 

2.1 오픈 액세스의 개념 

2.1.1. 오픈 액세스 이전의 학술지 출판 

  학술지 출판의 전통은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하였다. 인쇄 기술의 발전이 지식

의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행본이나 교과서의 형식이 아닌 

학술지의 모습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발명품이다. 학술지 논문이 학술 

지식 전파에 공헌하게 된 것은 출판에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

이다. 논문 작성 기술과 논문 출판 기술이다.  

  논문 작성 기술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형식에 초록, 색인단어가 추가되고 본

론 부분은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로 구분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는 학술 논문이 갖는 

독특한 표준화 형식이며 학술지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다. 저자, 소속, 학술지

명, 초록 등 색인의 대상이 되는 서지정보가 표준화된 것은 추후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논문 작성 기술의 꽃이 되었다.  

  논문 출판 기술로서 조판과 인쇄 등 학술논문을 읽기 좋게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학술지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기술은 상호 심사, 검색 기술 그

리고 인용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심사(peer review)를 통하여 학술 논문의 가치를 

사전에 심사하여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논문을 선정하는 시스템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지 발전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검색 기술은 찾고자 하

는 문헌을 찾는 기술이다. 문헌의 주제어를 골라내고 색인을 하여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찾고자 하는 관련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색 기술이다. 인

용분석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참고 문헌을 색인하고 집계하여 피인용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상호 심사 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심사의 근

본 원리는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검색 기술과 인용 분석은 인

터넷의 출현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검색과 인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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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터넷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인터넷이 없

던 시절 구축해 놓은 검색과 인용 분석의 개념은 인터넷을 통하여 꽃을 피웠고 현대 학

술지 발전의 핵심 기술이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 어렵게 검색을 하고 인용분석을 하던 서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정

보기술과 인터넷의 출현은 획기적인 변화로 인식되었으며 학술지 출판도 혁신적으로 변

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년 전(1995.12.18.) Forbes 기사를 보면 학술 논문 출판사로서의 Elsevier의 가치

와 수명은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John Hayes 

기자의 “인터넷의 첫 희생자(The internet’s first victim)”라는 기사에서 기술의 혁신

과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학술논문 출판사의 이윤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사서들의 

비용 절감 노력과 컴퓨터에 능통한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학술 저널은 쇠퇴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Elsevier의 주가는 2일 동안 7% 하락하여 US $26로 거래되었다.  

(출처: Jason Schmitt. Can’t Disrupt This: Elsevier and the 25.2 Billion Dollar A Year 

Academic Publishing Business. 2015.12.22.)[10] 

 

 

Figure 1. 1995년 당시의 미국 대학도서관 비용구성 분석. 학술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7 

 

정보기술이 학술저널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 인터넷 시대의 언론 기사를 보면, 학술 

저널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변화에 대한 예측을 읽을 수 있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학

술 정보 유통에 지대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은 적중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학술

저널 출판사가 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그러면서도 1995년 이전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학술지 가격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학도서관은 학술지 구독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감지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당시 기준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대학 도서관 운영비용 추이를 보면 학술지 가격은 100% 인상되었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75% 정도 인상되었다. 당시에는 전반적인 학술 정보 기술의 발전 때문에 학술지 가격

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2.1.2. 오픈 액세스 운동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업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 활용이 확대되고 정

보기술과 인터넷 비용이 증가하였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

하여 자유로운 지식 유통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학술저널 출판은 특이한 변화

를 보였다. 즉 타 분야의 정보화에 의한 효율성 증대에 비할 때 전산 기술 비용의 증가

는 크지 않아서 비용/효과 분석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학술 저널의 유

통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인식되기 시작한다. 종이 학술지 유통 시대와는 달라진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지 출판의 상업화와 독점화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상업 출판사

들에 의해 학술 정보의 출판/유통 플랫폼의 독과점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상업 출판사들

이 저작권을 저자들로부터 양도받는 관행을 만들어 냄으로써, 높은 학술지 가격으로 인

한 접근 제한과 함께 이용 허락을 받아야 이용과 소장이 가능한 비합리적인 학술정보의 

출판/유통 구조를 형성하였다. 타 분야와는 달리 학술지는 공급자간의 경쟁 관계가 형

성될 수 없고, 대학 도서관으로서는 가격 인상에도 협상력을 갖지 못한 채 유명 학술지

를 구독할 수밖에 없었다.  

학술지 출판의 문제점을 먼저 피부로 느낀 기관은 도서관이었고 이에 대하여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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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 연구자들은 보상을 받지 않고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하였지만 유명학술

지를 유통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당사자는 연구자가 아니라 출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오픈 액세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출판/유통 모형이다.  

미국 대학도서관의 지출 비용 추이를 보면 조사가 시작된 1986년부터 1995년을 거쳐 

2002년에 이르면서 정기학술지 구독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학술지의 기업화와 독

점화의 폐단이 도서관의 비용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02년-2003년에 걸쳐서 Budapest, Berlin, Bethesda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Figure 2. 오픈 액세스가 출범하던 2002-2003년 당시의 미국 대학도서관 지출비용 추이. 정

기학술지가격의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오픈 액세스 사업을 통해서 유료 학술지의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OAI 선언[1](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누

구나 비용 지불 없이 학술지 논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오픈 액세스라고 정의하였다. 상호심사 등 

종전의 학술지 출판 방식은 유지하되 출판 후 유통을 인터넷 방식으로 하고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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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이다[2]. 여기서 비용 장벽의 제거는 이용자에게 구

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출판 처리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마

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 장벽의 제거는 이용자가 공정 사용을 넘어서 학술지 논문

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작권자가 재사용을 허락하는 선언을 명시적

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학술지 논문이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제공될 때 가능한 활동들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학술지 논문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입수가능

하고 동시에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하고, 배포하고, 프린트하고, 검색하고, 해당 원문

으로 링크를 달고, 색인을 위해서 수집하고, 데이터로써 소프트웨어에 보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비용적 

부담 외에 어떠한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도 마주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유일하게 사

용되는 부분은 저자의 연구내용이 원본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당

하게 인정받고 인용될 권리를 지키고자 할 때뿐이다. 한편 이용자의 이러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생산자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비용 장벽과 허가 장벽을 모두 제거

해야 하며 특히 BOAI 선언에서는 허가 장벽을 최대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가 가능하려면 저작권 개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저작권을 학

술지 판매의 권리로 보지 않고 저자의 인격권, 재산권, 동일성 유지권을 구분하는 것이

다. 기존의 학술지는 출판사 혹은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이양 받아 심사를 거쳐 

출판된 논문들을, 이용자들에게 구독료를 받고 논문의 전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

영됐다. 그러나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구독료를 대신하여 저자들이 게재료를 지불하고 

저작권의 자발적 공유 약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바

탕으로 논문의 전문을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효과를 내며, 저작자 표시(BY), 비영리

(NC, NonCommercial), 변경 금지(ND, No Derivative works)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학술지가 CC-BY-NC 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 독자는 저작자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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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학술지의 내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오픈 액세스는 그 실행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한다. ‘셀프 아카이빙’(Self 

Archiving)과 ‘오픈 액세스 학술지’(Open Access Journal)이다.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개방된 논문 저장소에 기탁

하여 자유 열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와의 양해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개별적인 협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판사별로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출판사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즉 학술지 편집인은 학술지 논문

의 공개를 허락하는 조건을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셀프 아카이

빙 운영자는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서 출판사의 정책을 확인하여 해당 논문

을 공개한다. 미국 MIT와 Harvard 대학교를 비롯한 해외 많은 대학이 각자의 개방된 

논문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도 KAIST의 KOASAS와 서울대의 S-Space 등 많은 

대학이 개방된 논문 저장소를 운용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롭게 유통하며 구독비용을 받지 

않는 학술지다. 출판사는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 저자가 출판 비용을 부

담하는 방식으로 출판처리 비용을 마련한다.  

 

2.1.3. OA2020 (부록 1.3. 참조)[11-13] 

학술저널이 온라인으로 출판되고 구독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이 부

담하는 학술저널 구입비는 매년 7%씩 상승하였다. 동일 기간 중의 개인소득 증가, 단행

본 구입비, 인건비 상승률보다 3배에서 10배 높은 수치이다. 이런 현상은 도서관의 비

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연구비 중 학술 문헌 구입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

지는 문제를 일으켰다.  

2002년 오픈 액세스 출현은 학술지 가격 상승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02년 이후에도 학술지 가격 상승곡선은 전혀 변화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픈 액세스의 출현으로 학술지에 어느 정도의 경쟁 논리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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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학술지 가격상승이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15년 12

월의 기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버지니아 대학의 The Center for Open Science 소장인 Brian Nosek 교수는 “학술출

판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인으로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자’들은 비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입니다.”라고 하며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지식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

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이 실리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게재가 확정되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어떤 문서에도 서명을 합니다. 저작권이나 저

작권 이양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출판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동

의합니다.” Nosek 교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도 설명한다. “도서관에서 이 학술

지를 구독 중단한다고? 우리 연구자는 이 저널이 필요합니다. 내 연구를 위해서 필

요합니다.”라고 주장해서 고가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도서관이 그 학술 저널을 구독

하도록 압력까지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연구자이기도 하다.  

(출처: Jason Schmitt. Can’t Disrupt This: Elsevier and the 25.2 Billion Dollar A Year 

Academic Publishing Business. 2015.12.22.)[14] 

 

  Gold open access 저널로 출판되는 SCI 논문이 전체 SCI 논문의 13%가 되었지만 유

료 학술지는 여전히 고수익을 누리고 있다. 오히려 유료 학술지는 새로운 자매 학술지

를 창간하거나 호당 논문 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

다. 다수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가 창간되고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지면은 크게 늘

어나 논문을 아무렇게나 써도 어딘가는 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 결국 오픈 액세

스와 유료 학술지 모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학술지 출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내 학술지를 발전시키고, 오픈 액세스 출판을 통하여 출판 품질을 개선하

고, 외국계 출판사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을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문제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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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은 학술지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며 고비용 정보 유통의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

이다. 이는 곧 연구자의 연구비 손실, 도서관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Hybrid model은 

출판사에게는 또 하나의 수익이 되었을 뿐이다. 저널에 오픈 액세스 논문이 포함되어도 

학술지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으니 hybrid journal은 double dipping을 통해서 출판

사에게 공돈을 덤으로 얹어주는 꼴이 되었다.  

 

 

Figure 3. 오픈 액세스 탄생 후 10년이 지난 2012년 시점에서의 미국 대학도서관의 지출비

용분석. 오픈 액세스 출범 이후로 비용구조에서 정기학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비용이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더 이

상 증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조사되어 발표된 것은 참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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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구독 비용 지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독비용 부담이 커졌다

는 의미이다.   

2) 저자가 직접 부담하는 출판비(APC)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오픈 액세스 출판이 확대되면서 저자가 직접 부담하는 출판비는 도서관에서 부담하는 

구독료와 같은 의미이고 따라서 구독료와 출판비를 합산하여 대학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5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오픈 액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동을 걸었

다. 새로운 gold open access 창간과 hybrid open access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

식의 오픈 액세스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바로 기존 최우수 급의 학술지를 대량으로 오

픈 액세스 전환하는 사업이다. SCI 학술저널의 90%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여 저자가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오픈 액세

스 투고료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구독료 합계보다는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아

울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낮추면 그만큼 절감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이며 Max Planck 화학연구소 소장인 Ulrich Pöschl 교수는 이번 

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술지를 유료 구

독 방식에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가 오픈 액세스 전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Max Planck 디

지털 도서관의 Ralf Schimmer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 학술지 유료 

구독 재원만으로 오픈 액세스 전환이 달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환이 실현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오픈 액세스의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의 학술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의향서(EoI)에 서명하고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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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출처: Max Planck Gesellschaft. New momentum for Open Access: Berlin 

Conference on the reorganisation of funding models for scholarly journals. 

December 10, 2015. https://www.mpg.de/9789484/berlin12-open-access-

2015)[13] 

 

이러한 요구들은 학술지 출판 비용 구조가 터무니 없이 비합리적으로 출판사에게 유

리하도록 되어있다는 문제의식과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연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고비용 학술저널 출판 구도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2.2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적 합의 

2.2.1. 2002년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선언[1] 

  2002년 2월, 오픈 액세스를 주창하는 학자들이 부다페스트에 모여 BOAI 선언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BOAI 선언은 오픈 액세스를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BOAI 선

언의 목표는 상호심사가 이루어진 연구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이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 액세스 저널을 제시한다. BOAI 이전에도 연구논문에 대한 접근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BOAI 선언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오픈 액세스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2.2.2. 2003년 베를린 오픈 액세스 선언[13] 

 2003년 10월에 최종 채택된 ‘베를린 오픈 액세스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은 “우리는 BOAI 선언에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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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 과학기술분야 지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오픈 

액세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입안자, 연구기관, 자금지원기구, 도서관, 아카이

브 및 도서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오픈 액세스를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성에 대한 적절한 귀속을 밝힌다면,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

롭게 접근, 복제, 이용, 배포, 전달하고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 배포하는 라이선스를 부

여한다고 정의하였다. 

 

2.2.3. 2004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OECD 각료급회의가 2004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한

국을 포함한 35개국의 장관들은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결과물 접근에 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하였다[15]. 이 선언

문은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

금에 의한 연구결과물이 오픈 액세스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고, 과도

한 제한은 과학적 연구와 혁신의 질 그리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공동

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기금에 의한 디지털형태 연구결과물의 접근방식을 확립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들로서 공개성, 투명성,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9개 항목이 제시

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 원칙들을 지지하면서 디지털형태 연구결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동원하여 연구결과물 접근

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을 결의하였다[16]. 이 선언문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책

위원회(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에서 공공연구 데이터 개방

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어 오고 있다. 

 

2.2.4. 2013년 Global Research Council(GRC. 부록 1.2. 참조)[5]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례협의체인 Global Research 

Council의 2013년 베를린 회의에서는 각국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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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시행을 촉구하였다 (Global Research Council, 2013)[5]. 그 내용을 보면 그 동

안 오픈 액세스에 대한 다양한 노력 중 실행 가능하고 실행이 필요한 내용을 분류 요약

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행동 지침 집단이 제시되었다. 1)연구자들의 관심 유도(Raising 

awareness in the research community), 2)오픈 액세스에 대한 진흥 정책 (Promoting 

and supporting open access), 3)오픈 액세스 사업에 대한 평가 활동(Assess th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실천 가능

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2.2.4.1. 연구자들의 관심 유도 

연구자들은 아직도 오픈 액세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기관 리포

지토리에 논문을 기탁하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지는 않을까? 혹은 표절을 유발하거

나 표절로 오해 받을 위험이 커지지는 않는가? 혹은 기관 리포지토리 구축에 필요한 재

원 마련 등에 대한 오해 등이다. 연구비 지원 기관들은 연구 실적 관리 사업과 새로운 

오픈 액세스 사업의 중복 또는 혼란을 걱정한다. 연구자와 도서관 관계자들은 오픈 액

세스 출판물에 대한 접근 방법, 출판 방법, 저장소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 이를 위하여 (Action 1) 중요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Action 2) 오픈 액세스의 절차

와 장점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정리 보급하며, (Action 3) 오픈 액세스 출판의 홍보와 확

산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2.2.4.2. 오픈 액세스에 대한 진흥 정책 

오픈 액세스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학술 논문의 생산과 출판 유통에 관여되는 

인적, 사회적, 경제적 구성 요소가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

인 진흥 정책으로 3가지 분야의 9가지 행동 지침이 제시되었다. 출판사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4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였다. (Action 4) 출판사의 오픈 액

세스 출판 모델 개발을 지지하고, (Action 5) 개별 논문의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부

담하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Action 6) 오픈 액세스 출판의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제

시하여, (Action 7) 학회 출판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도록 학회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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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의 오픈 액세스 저장소 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2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

였다. (Action 8) 연구자 중심의 출판 논문 저장소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 규정 

검토 및 비용을 부담하고, (Action 9) 유료 출판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 저장소 기

탁을 허용 받을 수 있도록 출판사와 협의하며, 마지막으로 오픈 액세스 진흥의 핵심적

인 이슈가 되는 비용 부담 문제(Action 10: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연구자가 편리하

게 결제하는 절차 개발)와 이용 활성화 (Action 11: 오픈 액세스 출판물 저장소의 문헌

에 대한 수집과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그리고 오픈 액세스 환경에서 연

구 논문의 가치와 수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개발(Action 12)을 제시하였다.    

2.2.4.3. 오픈 액세스 사업에 대한 평가 활동 

Global Research Council의 오픈 액세스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

한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오

픈 액세스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문헌의 양적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오픈 액세스가 연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진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며 

연구자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역의 공적인 영역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다 (Action 13). 아울러 이러한 평가는 일회성이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Action 14).    

2.2.4.4. GRC 회의 결과 실천에 대한 평가 

2014년 5월 베이징 GRC(Global Research Council) 회의에서는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Research Council: Action Plan towards Open Access to 

Publications’ 문서를 채택하였다. [5]    

 

2.2.5. 2015년 12th Open Access Conference (부록 1.3, 부록 2.2. 부록 2.3. 참조)[6, 7, 

11] 

  베를린 오픈 액세스 선언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베를린에서 열한번째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베를린 선언 10년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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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기관 리포지토리, 오픈 액세스 저널 출판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전체 논

문의 10%만이 오픈 액세스로 출판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를 출판하고 전파하는 것도 연구의 일부인 만큼 이는 곧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학술 출판의 주도권을 학술 연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오픈 액세스의 목표는 90%의 

논문이 오픈 액세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고품질 출판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 

 

2.3 오픈 액세스 정책 관련 연구 (2014) 

  연구자들은 2014년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한 

연구로 [OAK 확산을 위한 오픈 액세스 거버넌스 체제 연구]를 수행하였다.[17] 이 보고서

에서는 연구자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인터넷 포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1. 오픈 액세스에서 연구자의 역할 

학술정보의 생산자이며 중요 이용자인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픈 액세스

가 학술논문 저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고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오픈 액세스 출판은 유료 학술지를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XML 

파일 제작을 통하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들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리포지토리는 이미 출판된 유료 학

술지 논문과 미출판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이 있다. 

오픈 액세스는 궁극적으로 한국 학술논문 이용 확대를 통한 국내 연구의 활성화로 이

어져야 한다. 학술 문헌 정보의 생산, 검색에 필요한 서지 데이터의 생산, 고품질의 검

색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문헌의 이용이 활성화 되면 논문 작성시 우리나라 

지식정보 문헌의 인용도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술 정보의 이용이 확대되고 인용지

표가 개선되면 그 효과는 학술연구 활성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학술 연구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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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헌정보의 선진화는 오픈 액세스 사업의 최종 결과가 될 것이다. 

2.3.2. 오픈 액세스에서 도서관의 역할 

오픈 액세스 저널로 출판되었거나 기관 리포지토리로 공개된 논문에 대한 편리한 검

색 및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출판 후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도서관 분야에서 해야 

하는 핵심 사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픈 액세스 출판과 기관 리포지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정책 

수립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가 대표도서관으

로서 국내에서 출판되거나 한국인 저자가 출판한 외국 학술지의 논문을 수집하고 축적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술지를 출판하는 단체나 기관, 학술 논문 유통 기관은 서

지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여 검색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2.3.3. 오픈 액세스에서 인터넷 포털의 역할 

한국의 오픈 액세스 활성화에서 인터넷 포털의 역할은 지대하다. 전문 정보 포털 사

이트 검색으로부터 시작하는 한국에서의 학술 문헌 정보 접근의 특징은 학술 연구자에

게 최고의 오픈 액세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 정보 문헌은 단행본이나 상업 잡지

와 달라서 개별 논문 단위로 이용되기 때문에 검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헌의 유

통을 변화시키려면 학술 서지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좋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들 자료가 인터넷 포털에서 통합 검색되도록 하는 역할 분담

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들은 많은 자원과 노력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

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사업으로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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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오픈 액세스 현황 

3.1 해외 학술지 출판/유통 현황 

3.1.1. 개요 

오픈 액세스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주요 문헌 중 오픈 액세스로 접근 가능한 

학술 논문의 비율이다. 주요 문헌이라 함은 Web of Science 혹은 Scopus 등재 학술지 

및 이들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말한다.  

오픈 액세스 저널을 등록하는 DOAJ에 등록된 저널 수도 유용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전체 모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DOAR에 등록된 기

관 혹은 주제별 리포지토리도 유용하기는 하나, DOAJ 와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의 

aggregator 로서 가치가 있을 뿐, 오픈 액세스 현황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다.  

 

3.1.2.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비율 

Web of Science 등재 학술지 중 2014년 현재 오픈 액세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학술

지의 비율은 9.8%(1,216/12,422종)였다. 이들 중 과학분야(SCI) 학술지는 12.2%(982/ 

8,040종), 사회과학분야 (SSCI) 학술지는 11.1%(165/2,986종), 인문/예술분야 (AHCI) 

학술지는 4.9%(69/1,396종)이었다. [9] 

Web of Science 등재 논문 중 오픈 액세스 논문을 평가하는 방식은 1,216종의 2014

년도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연도별로 측정하는 방법과 Web of Science에

서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필터를 이용하여 연도별 논문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가능하

다. 이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오픈 액세스 논문의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다. 오픈 액세

스 논문의 비율은 2000년 2.6%, 2005년 3.8%, 2010년 8.0%, 2014년 12.4%로 증가하

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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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eb of Science 등재 논문 중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비율. 전체 데이

터베이스의 논문에서의 비율(적색)과 저자의 소속기관으로 서울대학교가 표시된 논문 중에

서의 비율(녹색)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막대그래프는 1,216종의 학술지를 고정하여 측정한 

비율이고 꺾은선그래프는 Web of Science의 오픈 액세스 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비율이다. 

[9] 

 
Scopus 등재 학술지 중 2014년 현재 오픈 액세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학술지의 비율

은 12.4%(2,538/20,874종)였다. 이들 중 생명과학분야(Life sciences) 학술지는 

17.7%(758/ 4,290종), 의학분야(Health Science) 학술지는 15.9%(1,056/ 6,656종), 물리

/공학 분야(Physical science) 학술지는 11.4%(762/6,683종), 사회과학 분야(Social 

science) 학술지는 7.5%(554/ 7,394종), 인문/예술 분야 (Art and Humanities) 학술지는 

5.8%(143/2,445종)였다. [9] 

Scopus 등재 논문 중 오픈 액세스 논문은 2,538종의 2014년도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연도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때, 오픈 액세스 논문 비율의 연도

별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오픈 액세스 논문의 비율은 2000년 6.1%, 2005년 6.7%, 

2010년 9.9%, 2014년 1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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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opus 등재 논문 중 오픈 액세스 학술지 2,538종에 실린 논문의 비율. 전체 데이

터베이스의 논문에서의 비율(적색)과 저자의 소속기관으로 서울대학교가 표시된 논문 중에

서의 비율(녹색)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9] 

 

3.1.3. 오픈 액세스 학술지 수록 논문과 hybrid 학술지에 실린 오픈 액세스 논문의 합

산한 비중 

오픈 액세스 학술지 수록 논문은 저자가 출판사에 APC를 지불하여 도서관에서는 무

료로 구독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다. 그러나 hybrid 학술지는 유료구독 저널이지만, 

개별 논문에 대해 오픈 액세스를 신청하고 그 개별 논문에 대해 출판사가 책정한 APC

를 저자가 지불하는 방식의 오픈 액세스 논문이 있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 수록 논문과 

hybrid 학술지 수록 논문은 저자가 출판비를 부담했다는 의미에서 공히 오픈 액세스 논

문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hybrid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논문의 

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개별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한 hybrid 학술지에 수록된 오픈 액세스 논문이 누락된 채 계산할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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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골드 오픈 액세스와 그린 오픈 액세스 논문의 합산 비율 

2008년도에 출판된 전체 학술지 논문 중 “Gold Open Access”와 “Green Open Access 

(Self-Archiving)”에 의해 생산된 오픈 액세스 학술지 논문의 수를 모두 합치면 그 비율

이 약 2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Table 1. 전체 출판된 논문 중 “Gold Open Access”와 “Green Open Access” 논문의 비율[18] 

 No. of articles Gold Open Access Green Open Access 
Total Open 

Access 

ISI journal 

articles 
1,282 6.6 14.0 20.6 

Non-ISI articles 555 14.2 5.5 19.7 

All articles 1,837 8.5 11.9 20.4 

 

 

3.1.5.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 

오픈 액세스 학술지 현황은 오픈 액세스 학술지 Directory 서비스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와 오픈 액세스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조사하였다. DOAJ에 등재된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2016년 5월 기준 총 8,876종(논

문 수준까지 검색이 가능한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6,160종)이며 129개 나라에서 출판된 

1,994,264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3.1.6. 기관 리포지토리 현황 

기관 리포지토리 구축을 통하여 연구자의 논문을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출판사가 허

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공개 효과를 나타낸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별 논문의 입장에

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학술지 또는 특정 분야의 오픈 액세스 현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 리포지토리의 현황

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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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DOAR에 등재된 리포지토리는 2016년 6월 기준, 총 3,090개이며 대륙별로 보

면 유럽(1,377)과 북미(580)가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5.4%, 영국이 7.8%, 일본이 6.3%, 독일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리포지토리 유형은 

기관 리포지토리가 84.5%이고 주제 리포지토리가 9.6%로 기관 리포지토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포지토리 구축 소프트웨어는 DSpace가 43.6%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EPrints가 13.7%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출판사들이 오픈 액세스 정책 등을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사이트인 SHERPA의 

RoMEO 홈페이지에는 현재 2,214개의 출판사의 저널 27,574개가 저작권 정책을 등록

하고 있다(2016.6.20.) 

 

3.2 Harvard 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사업[19] 

3.2.1. Harvard 대학교 오픈 액세스 정책 선언 

Harvard 대학교의 Harvard Faculty of Arts and Sciences가 중심이 되어 2008년2월12

일 Open Access Policy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공개하였다[20]. 이어서 Harvard Law 

School(2008년),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2009년), Harvard Kennedy 

School(2009년), Harvard Business School(2010년), Harvard Divinity School(2010년),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2011년),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2012년), Harvard Medical School(2014년)이 동일한 형식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채택하여 9개 대학 모두가 참여하였다. 이어서 3개 연구소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2014년), Shorenstein Center(2014년),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Environment(2015년)가 참여하였고 다른 대학교의 참여를 위한 표준 형식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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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대학교의 권고안에 따른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부록 1.4. 참조)[20] 

본 문서 서문의 설명과 같이 본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자세한 각주를 단 목적은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선언을 발표하여 오픈 액세스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

하기 때문이다. 본 선언문은 재사용 등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저작권 CC-BY를 적용하

고 있다.  

A MODEL OPEN-ACCESS POLICY - STUART M. SHIEBER 

The Faculty of <university name> is committed to disseminating the fruitsof its 

research and scholarship as widely as possible. In keeping withthat commitment, the 

Faculty adopts the following policy: Each Facultymember grants to <university 

name> permission to make available his orher scholarly articles and to exercise the 

copyright in those articles. Morespecifically, each Faculty member gra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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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name> a nonexclusive, irrevocable, worldwide license to exercise any and 

all rights undercopyright relating to each of his or her scholarly articles, in any 

medium,provided that the articles are not sold for a profit, and to authorize othersto 

do the same. The policy applies to all scholarly articles authored or co-authoredwhile 

the person is amember of the Faculty except for any articlescompleted before the 

adoption of this policy and any articles for whichthe Faculty member entered into an 

incompatible licensing or assignmentagreement before the adoption of this policy. The 

Provost or Provost’s designate will waive application of the license for a particular 

article or delayacces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upon express direction by a 

Faculty member. 

Each Faculty member will provide an electronic copy of the author’sfinal version of 

each article no later than the date of its publication at nocharge to the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Provost’s Office in an appropriate format (such as PDF) specified 

by the Provost’s Office. 

The Provost’s Office may make the article available to the public in anopen-access 

repository. The Office of the Provost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this policy, 

resolving disputes concerning its interpretation andapplication, and recommending 

changes to the Faculty from time to time.The policy will be reviewed after three years 

and a report presented to the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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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대학교의 권고안에 따른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정책 선언(안)[20]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우리의 연구와 학문의 성과가 최대한 널리 전파되

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선언한다. :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저술한 

학술논문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접근과 저작권 행사를 승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자신이 저술한 학술 논문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저작권의 모든 권리를 <서울대학교>에 위임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대

학교>의 저작권 행사는 영리목적 사용 금지, 동일조건 변경허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출판이 완료된 논문이나, 별도의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저술한 학술 논문이라 함은 <서울대학

교> 또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저자 혹은 공동 저자인 모든 학술 논문을 말한다. <서울대학

교> 또는 <서울대학교> 교수는 특정 논문에 대하여 본 정책선언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표시하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대학교> 또는 적절한 대리인은 저작권자의 

요청을 따라 <서울대학교>의 저작권의 특정 라이선스를 포기하거나 일정기간 적용을 유보 

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학술 논문의 저자 최종 버전을 디지털 

복사본 형식으로 출판일 이전에 <서울대학교>의 적절한 대리인에게 적절한 형식으로 (PDF 

형식 등) 제공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에 해당 논문을 공

개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본 정책의 해석,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조정, 본 정책의 수정 보완에 대

한 책임을 진다. 본 정책은 3년 후 재검토될 것이며 교수들에게 검토 내용이 보고될 것이다. 

서울대학교도 Harvard 대학교와 협력하여 본 선언문의 한국어 버전을 만들고 오픈 

액세스 확산을 위한 정책 선언 대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로 본 표준 선

언문안은 <서울대학교>의 경우로 가정하여 번역하였다. 그렇지만 법률 용어는 법률적 

검토와 적절한 용어 선택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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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Harvard 대학교의 Office for Scholarly Communication (OSC) 

Harvard 대학교 도서관의 Office for Scholarly Communication (OSC)은 2008년에 설

립된 조직으로 Harvard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술정보를 공개하고(Open), 공유하고

(Share) 보존하는(Preserv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 

 

3.2.3. Compact for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COPE) 

대학교에서 유료 구독하는 저널이 오픈 액세스로 변경될 때 대학교에서는 대학교가 

부담하던 기존 구독료만큼을 다른 방식으로 지불하여 저널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다는 약속이다.  

 

 

 

이 문서를 처음 발표한 2009년 9월 14일 당시에 Cornell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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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at Berkeley, University of Ottawa, Columbia University,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등이 서명하였고 그 이후 2014년까지 Universitat de 

Barcelona, Duk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gary, Simon Fraser University,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Utah,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Texas 

A&M University, Emory University, University of Rhode Island 가 서명하였다. 33개 대

학교에서 COPE와 유사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2.4. The Harvard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HOPE) fund 

오픈 액세스 출판에 필요한 APC를 지원하는 재단. DOAJ에 등재되었거나 OASPA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참여 출판사의 저널에 투고한 논문을 

지원하며 하이브리드 OA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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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Digital Access to Scholarship at Harvard (DASH) 

Harvard 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의 기관 리포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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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Journal Flipping Project 

2015-2016년의 사업으로 Journal-Flipping Project는 구독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

는 학술저널을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조사 보고서, ‘Converting Scholarly Journals to Open 

Access: A Review of Approaches and Experiences`가 공개되었다. 이는 잠정 버전이며, 

2016년 4월말까지 공개적인 대중 의견을 모집한 후 결과를 적절히 수렴, 반영하여 최종 

버전은 초가을쯤에 공개할 예정이다.[21] 

 

 

 

3.3. 미국 타 기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의 공용 액세스 촉진 및 확대를 위해 미국대학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AAU) 공립 랜드-그랜트대학협회(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y, APLU) 및 북미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는 정부와 협력하여 각 기관 리포지토리를 활용한 계획안인 

`SHared Access Research Ecosystem(SHARE)`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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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MIT의 DSpace 개발과 학내자료의 오픈 액세스 의무화 정책 

 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도서관은 HP(Hewlett-Packard) 연

구소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기관 리포지토리 구축 솔루션인 DSpace를 개발하여 2002

년에 공개해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 DSpace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관 리포지토리 시스템으로 1,590개의 “academic” 기관을 포함하여 2,056개 

기관에서 사용 중이다.(2016. 7.) MIT는 2009년 3월 18일부터 대학의 모든 강의자료 등

을 오픈 액세스화하는 의무화 정책을 채택하여 MIT에서 생산한 강의 자료를 전세계에 

무료 제공하고 있다.  

  MIT는 오픈 액세스 정책 시행 이후 교수진들이 생산한 연구논문의 43%가 대학의 기

관 리포지토리인 Dspace@MIT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말을 기준으

로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보존 중인 17,400여 편의 연구논문 다운로드 횟수가 330

만 건을 넘어섰고, 한 달 간 다운로드 수만 83,500건 정도였다. 

 

3.3.2.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의 학사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21일 오픈 액세스 정책이 만장일치

로 가결되었다. 이는 공립대학의 첫 오픈 액세스 정책 채택 사례이다. 따라서 UCSF의 

교수가 발표한 학술논문은 기관 리포지토리 ‘US Repository’나 ‘PMC’ 등에 등재하거나 

오픈 액세스 잡지에 투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

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2013년 한층 더 포괄적으로 개선된 오픈 액세스 정책 수

립에 이어, 2015년 10월 23일 연구 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교수진과 직원들

의 노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Presidential Open Access Policy’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채

택된 정책은 오픈 액세스 연구논문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전담 교수진, 강사진, 연구

원, 박사 후 연구원, 대학원 졸업생, 사서 등 모든 직원이 생산하는 학술연구를 대상으

로 오픈 액세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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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국의 오픈 액세스 

2012년에 출판된 Finch 보고서 이후로 영국은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가 오픈 액세스 

경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2017년 4월까지 영국의 

대학에서 발행하는 거의 모든 학술지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0% 정도가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치이다.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오픈 액세스가 추진되었다. 

• RCUK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구비 지원단체 또는 주요 자선 단체로부터 연구

비를 받은 경우 명시적으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 기관별(대학) 리포지토리와 주제별 리포지토리를 통한 네트워크의 개발, 

• 출판사와 학술단체 중심의 새로운 오픈 액세스 모델 개발.  

• 기초 인프라의 정비 

영국에서도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과 출판사 사이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런 환경을 감안할 때 영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오픈 액세스가 

이 정도로 성장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대학은 현재 적어도 £33,000,000을 오픈 액세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 40,000,000 ~ £ 83,000,000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영국 대학에서 현

재 논문 출판과 학술지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합은 £168,000,000 (또는 영국 전체 

QR의 11%) 정도이다.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지출하는 출판 및 구독 비용은 별도로 

£ 127,000,000으로 집계되었다.  

오픈 액세스의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하이브리드 저널’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유료 구

독학술지에 투고하면서 개별 논문의 오픈 액세스를 요청하여 발생하는 투고료이다.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의 정책과 접근 방식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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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데이터 사업 추진은 오픈 액세스보다 지연되고 있다. 오픈 리서치 데이터 협약

(The Concordat on Open Research Data)은 2016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방형 연구 

데이터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주요 과학 연구와 공공영역의 이득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비용의 관점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 개방형 연구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로 수행된 결과에 대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연구라는 관점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의 권리 한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권고 내용 요약문  

1. 연구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에 대학이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2. RCUK는 골드 오픈 액세스 출판을 계속 지원한다. 

3. 영국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의 새로운 출판 조건의 개발을 

지원한다. 

4. 영국 오픈 액세스 정책은 지식 생산자(연구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5. UUK OA 조정 그룹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매년 모니터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다. 

6. UUK OA 조정 그룹은 효율성 평가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7. UUK OA 조정 그룹은 리포지토리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8. UUK OA 조정 그룹 단행본에 대한 오픈 액세스 사업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9. 영국 오픈 데이터 포럼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관련된 작업을 지원한다. 

 

3.5. 네덜란드의 오픈 액세스 정책 

네덜란드의 오픈 액세스 추진 과정은 부록 1.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22] 

비교적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국가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대학 연합(VSNU) 회장 Josephine Scholt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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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독특한 협상 모델> 

‘협정은 모든 대학들이 함께 자신의 토대 위에 서서 협력할 때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위의 인용은 Elsevier와의 중요 협정 직후 Voxweb 의 Gerard Meijer가 한 말이다. 

Meijer, Becking 그리고 Winter는 모든 연구대학 및 네덜란드의 응용과학대학, 대학도서

관 및 네덜란드 국립도서관(KB), 즉 네덜란드 전체를 대표하여 출판사들과 협상하는 대

표로 선택되었다. 

집단 교섭의 형태는 다른 국가의 컨소시엄에도 있으나, 종종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컨소시엄 협상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초기 협상과 본 협상 모두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 또 다른 예로 영

국과 오스트리아는 집단교섭의 목적을 위한 대표조직이 설립된다. 네덜란드의 협상모델

은 모멘텀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었고,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자의 권력과 지위

를 확실히 강화했다. 

<명확한 정치적 지원> 

‘나의 목표는 10년 내, 즉 2024년까지 골드 루트 오픈 액세스로의 완벽한 전환을 이루

어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내 최소 60%의 과학저널 출판이 오픈 액세스

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국무장관 Sander Dekker은 2013년 11월 15일 네덜란드 

하원의회에서 발표하였다. 이후 네덜란드는 2개월 넘게 지난 2016년 봄 EU 의장직 계

획을 발표하며 오픈 액세스를 중요 이슈로 소개한다. 그 목표는 네덜란드 국내외 오픈 

액세스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2015년 3월 23일 국무장관은 또한 영국의 Greg 

Clark와 함께 다른 유럽 교육부장관들이 오픈 액세스를 지지하는 비공식 제안을 낸다. 

여기에서 양 장관은 전 유럽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모델만이 출판사들을 오픈 액세스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지원을 통해 협상자들을 고무시켰다. 

 Moedas 의원과 Sander Dekker 국무장관의 공동성명이 시사하듯 유럽의 오픈 액세스



36 

 

를 위한 정치적 지원은 명확하다. 

<강력한 대표단> 

일반적 관행과는 달리 VSNU와 UKB(13개 네덜란드 대학도서관과 네덜란드 국립도서

관의 컨소시엄)는 가장 높은 관리자 레벨의 협상을 실시했다. 대개 도서관의 이사진이 

출판사를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각 대학의 중역 이상 이사진 다수가 모든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위임을 받아 SURF의 지원으로 VSNU를 통해 협상에 참여했다. 

이것은 해당 이슈에 최고 행정 단계의 관심이 모여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전략적 레벨의 협상이 가능했다. 

<원칙에 충실함>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Elsevier의 이율이 40%에 달하

는 동시에 대학은 (편집)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Elsevier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아서 인 듯 하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 판단했다.’ 

이는 VSNU 협상가 Gerard Meijer(Radboud 대학 이사장)가 8개 주요 학술출판사와의 

어려웠던 협상에서 네덜란드가 보여준 견고함을 기술한 Times Higher Education (THE) 

의 한 기사를 통해 한 말이다. Times Higher Education은 이것을 ‘Meijer 교수는 네덜란

드 대학들은 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다. 

네덜란드 협상단의 원칙은 처음부터 유리처럼 투명했고, 그 원칙을 타협하려 하지 않

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대학 입장에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은 예산중립적이어야 했

다. VSNU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Robert van der Vooren은 ‚이는 오픈 액세

스 출판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싶다는 의미이다’ 라고 네덜란드의 입장을 

설명한다. 

2011년 영국 연구도서관들은 Elsevier와의 유사한 타협 수준에 그치는 협상을 한 반면, 

VSNU 협상가들은 그들의 확고함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Elsevier 저널에서 오픈 액

세스로 출판되는 양은 매년 10%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학 및 네덜란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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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를 위한 어떤 추가적 비용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6. 독일의 OA2020 (부록 2.2. 부록 2.3. 참조) 

 

Figure 6. 2015년 12월 Berlin 오픈 액세스 컨버런스 참석자. 

 

2002년 Budapest, 2002년 Bethesda, 2003년 Berlin 선언으로 알려진 OA 운동은 새로

운 OA 학술지(PLoS, BMC, Hindawi 등)를 출판하고, Institutional Repository를 만들어 

무료로 볼 수 있는 학술지 및 학술 논문을 늘리고 유료 학술지의 횡포를 제어하는 운동

이다.  

그러나 2012, 2013년 OA 10년을 평가하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

었지만 학술저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반성하게 되었다. OA 

학술지가 출판사의 새로운 이익 창출 수단이 되고, 유료 학술지가 자매학술지를 창간하

면서 학술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OA 학술지는 1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학술지 팽창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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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OA transition이라는 개념이다.  

OA transition이란 "기존의 유명 유료 학술지의 90%를 현재의 출판사와 고급 출판 

품질을 유지하면서 OA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대학도서관 등 연구기관 도서관에서 내

고 있는 구독료를 저자의 투고료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논문을 낼 때 출판

사가 정한 금액(약 200-800만원)으로 투고료를 내고 도서관은 무료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삼모사"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구독료를 투고료로 바꾼다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출판사가 학술 저널 구독료

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제어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독료는 도서관이 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가격에 관심이 없고 도서관에 구독해 

달라고 요청만 한다는 것이다. 논문의 저자가 되는 연구자들은 자기 돈으로 구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학술지 구독료 상승에 무관심해 왔고 출판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

려도 도서관은 구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판사는 고수익을 챙겨왔다. OA가 되

면 저자가 투고료를 내기 때문에 논문 출판비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가격 상승에 feed 

back이 작동하게 된다. 도서관이 내던 구독료를 투고료로 내게 되어 오픈 액세스가 실

현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모두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지식 공유가 실현되는 것이다.   

OA 선언을 한 후 10여 년 동안 실제 활동은 소극적이었던 OA 활동이 OA2020이라

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대학도서관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힘을 모아서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출판사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

를 만들면서 출판 환경을 바꿔야 한다. 사실 한국의 개별 기관에서 다국적 기업인 출판

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 각 도서관에서는 계약 조건 갱신 등을 위

해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세계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OA transition 움직임

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즉 OA2020에 참여하는 것이 글로벌 OA transition 활

동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베를린 회의의 목표는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꾸는 것의 당위성,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된 결의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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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새로운 학술지를 만들어 오픈 액세스를 하는 것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출판사가 기존 유명 학술지를 장악하면서 유료 학술지로 고비용 구조를 만드

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 각 출판사의 매출과 기관의 구독료 집

계 그리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에서의 전환 추진 경험 등을 토대로 기존 

학술지를 80% 정도 한꺼번에 오픈 액세스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APC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독료 합계의 50%이내로 APC를 

지불하여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2017년 초에 Berlin 13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EoI)에 각국 주요 기관의 참여 서명을 받아 출판사와 협상을 

하며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 Framework / Analysis / Organizing / Negotiation / Sharing

의 5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7. offset 계약에 대한 내용 (부록1.6. 참조) 

<오프셋 협정을 위한 원칙> 

논문 출판 처리 비용(APC) 기금으로 운용되는 오픈 액세스(OA) 출판이 널리 통용됨

에 따라 영국의 교육 기관은 구독료 외에도 APC 및 추가 관리 비용이 포함된 ‘총 출판 

비용’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APC는 상당한 구독 수익이 있는 '전

통적' 민간 출판사에게 지불되는데, Jisc Collections는 이러한 영국의 고등 교육의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프셋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출판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영국 학술부문 사용자의 필요조건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 원칙들의 초안은 

하이브리드 저널의 발행인(이들은 일부가 오픈 액세스 논문인 구독 저널들이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초안은 학술 출판사, 대학, 연구비 지원 기관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Finch Report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출판사들은 각자의 오프셋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

어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리라 기대된다. 

Finch Report의 권고를 따른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의 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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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이 중 많은 기관들은 전환을 위한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출판사와의 협

업을 위해서는 오프셋 시스템의 형태를 통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또한 고등교육기관(그리고 대리협상자일 경우 Jisc Collections)이 출판사의 

오프셋 시스템 제안사항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설계되었다.  

 

3.7.1. 협정의 배경 

논문 출판 처리 비용(APC)이 지급되면 구독저널의 발행인은 논문이 오픈 액세스로 

출판될 수 있는 점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Jisc Collections가 수

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APC는 이제 영국 학술기관의 Total Cost of Publication(총 출판 

비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미 2013년 APC는 평균 (관리비용을 제외한) 총 출판 

비용의 10%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APC는 상당한 구독 수익 또한 챙기는 

거대 '전통' 출판사에 지급되었다. 

Jisc Collections는 이러한 추가적 출판비용(Cost of Publication)의 절감을 위해 오프셋 

시스템에 관한 출판사와의 협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미 SAGE, Institute of Physics, 

Royal Society of Chemistry, Wiley, 그리고 Taylor & Francis를 포함하는 일부 출판사는 

오프셋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출판사에 구현된 시스템은 제각기 다른 점

이 있지만 영국 학계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합의

는 또한 출판사가 구독 수입과 APC를 통한 수익을 이중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에서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일정 규모의 부담을 나누도

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오픈 액세스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되는데, 그 예로 개별 APC 신청서 작성을 위해 평균 3-4시간의 업무시간이 필

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오프셋 시스템은 학술기관 측에서 관리가 용이하

고 중복된 업무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Jisc Collections는 영국의 APC 연관 지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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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감안할 때, 일부 오프셋 시스템은 일부 그룹의 대학에서 다른 대학들에 비해 

효율적일 수도 있다. Jisc Collections는 또한 오프셋 시스템의 원칙들이 적절히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저널 간행물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정책, 시장과 기술 조건을 모니터

하고자 한다. 

 

3.7.2. 오프셋 시스템의 원칙 

다음의 원칙들은 출판사와 학술기관들이 오프셋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을 제안하

고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1. 시스템은 완전한 골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전환을 뒷받

침해야 한다. 이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구독 기관들의 

출판물이 즉시 저작권이 보장된 채로 공개되고 지원 기관의 권한과 다른 조건들을 충족

시키도록 (저자와 소속기관 모두에게 해당하는) 오픈 액세스로의 장애를 없애야 한다. 

2. 시스템은 출판사가 같은 기관에 구독료 지불과 APC 지불로서 두 번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오프셋 시스템은 저널의 대규모 컬렉션에 제한되지 않고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는 출판인이 소속된 개별 저널을 구독하는 모든 기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4. 오프셋 시스템은 또한 개별 가입 기관의 학술출판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판사들은 하이브리드 저널의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의 증가를 감안한 전세계 

구독료 절감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No Double Dipping Policies“에 동참하여야 한다. 

5. 시스템은 “현금 기반”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바우처 취급에 따른 추가적 관리와 업무

가 지양해야 하는데, 이때 바우처에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오프셋 

시스템이 바우처를 기반으로 가동될 경우 그 바우처는 개별 저자보다 (트랜잭션을 처리

하는) 기관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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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COAP3 

SCOAP3(Sponsoring Consortium for Open Access Publishing in Particle Physics) 사업

은 기존 유료 학술지에 출판되는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전환시키는 사례로서 연구자 집

단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특별한 경우였다. 많은 우려에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오픈 액세스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한국 역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다. 

SCOAP3는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논문의 오픈 액세스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이다.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가 중심이 되어 고에

너지 물리학 분야의 저널들을 선정하고 출판사와 협상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유료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소속 기관에서 분담금을 내고 해당 저널은 모든 도서관에서 무

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COAP3가 2014년 1월 발족한 이래, 국내 KISTI 등 전세계 47개국 3000여 개의 도

서관, 연구기금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분담금을 계산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90여 개국, 

18,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SCOAP3에 참여하고 있는 저널을 통해 오픈 액세스로 논

문을 출판한 바 있다.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인 2015년 3월 게시 논문 5,000여 건을 

초과한 이후, 다시 1년 만에 그 두 배인 10,000건을 달성하였다.(1건당 평균 출판비용

은 1,100 Euro로 추산된다) 

2016년 3월 21일, SCOAP3의 지원을 받은 오픈 액세스 논문이 10,000건을 넘어섰으

며, 2016년 4월 19일, SCOAP3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활동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배당된 국가 분담 비율은 1.8%(2014-2016), 2.3%(2017-2019)이며 분담금 

총액은 각각 1.3억원(EUR99,000), 1.63억원(EUR124,000)이다. 이 금액을 CERN 연구

소에 보내면 출판사는 도서관의 기존 학술지 구독료 중 해당 저널 구독료를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2014-2015년도에는 KISTI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서울대학교 분담금은 



43 

 

4,300,000원으로 통보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환불 받는 금액

은 Elsevier USD 2,751,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 USD 56.49 + USD 378.04, 

Springer EUR 58.3 + EUR21.1라고 알려졌다. 

서울대학교의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기관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제시된 계산 방법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분담금은 

1,535만원, 2,007만원, 1,578만원 등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는 많다. 

한국 내에서 SCOAP3 분담금 수집은 원활하지 않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납부에 참여

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근거가 없고 금액이 도서

관의 구독료라기 보다는 저자가 부담하는 투고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7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우리나라가 

국내 사정으로 참여를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서울대학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내 분담금 수합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이어서 아쉬움이 있

다. 구독료와 투고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SCOAP3 사례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2014-2015년 SCOAP3 저널과 미국 물리학회의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3개 저널에 수

록된 16,345 편의 논문 저자 분석에 의거한 각 나라의 저자 기여 지분 
 

“Country” Share “Country” Share 

United States 20.4% Austria 0.6% 

Germany 9.0% Argentina 0.6% 

China 7.5% Denmark 0.6% 

Japan 6.8% South Africa 0.5% 

United Kingdom 6.3% Czech Republic 0.4% 

Italy 4.9% Finland 0.4% 

India 4.2% Hungary 0.3% 

France 3.4% Pakistan 0.3% 

Canada 2.9% Egypt 0.2% 

Spain 2.9% Norway 0.2% 

Brazil 2.8% Thailand 0.2% 

Russia 2.4% Ireland 0.2% 

South Korea 2.0% Romania 0.2% 

Iran 1.8% Croatia 0.2% 

CERN 1.6% Slovenia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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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1.5% Colombia 0.1% 

Poland 1.4% Estonia 0.1% 

Netherlands 1.2% Serbia 0.1% 

JINR 1.2% Singapore 0.1% 

Belgium 1.1% Malaysia 0.1% 

Israel 1.1% Uruguay 0.05% 

Chile 1.1% Bulgaria 0.05% 

Taiwan 1.0% Cyprus 0.05% 

Australia 1.0% Algeria 0.05% 

Sweden 0.9% Saudi Arabia 0.05% 

Portugal 0.9% Morocco 0.05% 

Turkey 0.9% New Zealand 0.05% 

Mexico 0.8% Other Countries (<0.05% share) 0.5% 

Greece 0.7% 
  

 

SCOAP3에 대한 한국의 총 기여도 

고에너지 분야 출판물의 저자 분포에 의거한 초기 3 년간 한국 저자의 기여 지분은 

1.8%였다. 근거 문서는 HEP Authorship Working Paper 에 있다. SCOAP3 총 예산의 

1.8% 지분은 99,000 Euro = 130 mn KRW 에 해당하며 이 지분이 한국이 부담해야 하

는 금액이다. 국가별 부담 내역은 https://scoap3.org/what-is-scoap3/ 에 있다.  

2017-2019 년의 한국 저자 지분은 2.3%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3 년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24,000 Euro = 163 mn KRW 이다.  

 

국내 대학의 SCOAP3 부담에 대한 도서관 구독료 할인 정책 

2013 년부터 국내 대학에서 전자저널을 구독할 때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구독료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아 계약하고 있다. 2014 년, 2015 년엔 이미 할인 받았고 매년 한

국의 대학 도서관이 할인 받는 금액은 1 억 6 천만원(~160 mn KRW)이다. 2014 년과 

2015 년 서울대학교에서 할인 받은 금액은 각각 430 만원(4.3 mn KRW)이다. 서울대학

교 도서관에서 SCOAP3 사업으로 인하여 할인이 시행되는 출판사는 Springer, IOP 

Publishing and Elsevier 이다. Elsevier 출판사에서 할인 받은 금액은 2014 년 $2,776.90

이며 2015 년, 2016 년에도 해당 금액이 할인되어 청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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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SCOAP3 사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들이 SCOAP3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 대학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대개 다음 4 가지 방식의 계산 방법 중에 선

택하게 된다.  

 

1) 각 대학에서 구독료를 할인 받은 금액만큼 지분으로 내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다. 서

울대학교는 430 만원을 할인 받았으니 430 만원을 내면 된다는 계산이다. 단순한 방식이

지만 모든 대학이 참여하지 않으면 총액을 채울 수가 없다. 

 

2)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총액 1 억 3 천만원( Another possible way is 

to split the total amount (130 mn KRW)을 해당되는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한국 참여 

논문의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

면 저자로 참여한 실적이 없는 도서관은 부담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분 참여 대학

의 수가 적어진다. 2014-2015 년 데이터로 보면 아래 15 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1,224 만원(2017 년 이후 1,535 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3) 2 번 방식으로 했을 때, 한 대학에서 여러 저자가 참여하는 경우와 한 명만 참여했을 

경우가 동일하게 계산된다는 불공평이 있어 참여 저자 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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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서울대학교와 KIAS 등 연구자가 많은 기관의 분담금이 커진다.  

서울대학교의 분담금은 1,601 만원 (2017 년 이후 2,007 만원)이 된다. 

 

 
4) 네 번째 방법은 SCOAP3 저널에 대하여 CERN 연구소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평균 

투고료(APC)를 참여 저자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합의한 금액은 논문 1

편당 1,100 Euro(1.5 mn KRW)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각 저널의 APC 편차를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가장 투명한 계산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1,558 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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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본의 오픈 액세스 정책 

  일본에서는 NII의 차세대 학술 콘텐츠 기반 구축사업으로 오픈 액세스 활동이 추진되

고 있다. 기관 리포지토리 구축 및 대학 간 협력지원이 주목적이며 2004년도에 6개 국

립대학과 공동으로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하였고, 2005년도에는 19개 대학, 2006년도

에는 전국적인 기관 리포지토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57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NII

의 JAIRO는 리포지토리에 구축된 학술연구정보를 통합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인 

JAIRO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08) 558개 기관에 구축된 2,304,467건의 콘텐츠 

통합검색 가능하다. (2016.7.) 일본에는 101개 기관에서 DSpace를 사용하여 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를 리포지토리에 구축하고 상호 공유하고 있다.(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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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오픈 액세스 현황 

  국외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 도서관, 연구자 단체, 출

판사의 협력에 의한 오픈 액세스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의 오

픈 액세스 활동은 방향이 없고 혼돈스럽다.  

서울대학교는 몇 가지 지표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

만 국내외 오픈 액세스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서울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중

심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국가주도의 오픈 액세스 운영체계는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

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책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서 OECD 등 국제 기구와의 공동 작업과 KESLI 컨소시엄 활동 등 오픈 액세스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연구재단도 오픈 액세스에 대한 GRC 활동에 참여하

고 있으며 오픈 액세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의 오픈 액세스 활동은 도서관의 활동, 연구자 단체의 활동, 

출판사의 활동, 인터넷 기업의 활동 그리고 개인자격의 연구 활동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의미 있고 실질

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자 단체의 활동으로 보고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국

내에서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기술한다.  

오픈 액세스 활동의 주체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지만 오픈 액세스의 대상이 외국 학술

지와 국내 학술지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국내 오픈 액세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 리포지토리의 국내 현황을 검토하였다. 

 

4.1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 

서울대학교는 몇 가지 지표에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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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서울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이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양과 연구처

의 지원 정책은 외국의 오픈 액세스 현황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다. 

 

4.1.1.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논문 중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하는 논문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15.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Web of 

Science 논문에서의 오픈 액세스 논문 비율 12.4%보다 높은 수치이다. 

 

4.1.2. 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교수의 논문을 출판하는 비용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13.7억원

을 지원하였다. 

 

4.1.3. 2008년,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는 기관 리포지토리 

S-Space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79,221건의 논문을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4.1.4. 베를린 Max Planck 연구소가 주도하는 OA2020 활동을 지지하는 기관으로 서

울대학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사)CODE와 함께 참여하

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은 교수들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활동이 활발한 미국의 Harvard 대학교, 독일의 Max Planck 

Society 등과 같은 적극적인 오픈 액세스 활동이 전무하고, 오픈 액세스에 대한 공식적

인 정책 방향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오픈 액세스 활동은 기관 리

포지토리를 조기에 구축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있어 일부 활동을 보이고 

있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오픈 액세스 활동의 리

더로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외국의 사례와 같이 연구자가 주도하

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4.2. 국가 주도의 오픈 액세스 활동 

국가주도의 오픈 액세스 운영체계는 나름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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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이 책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며 OECD 등 국제 기구와의 공동 작업과 KESLI 컨소시엄 활동을 통

하여 오픈 액세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도 오픈 액세스에 대한 GRC 활

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오픈 액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다. 

 

4.2.1. 한국정부와 한국연구재단도 OECD, GRC 문서에 서명 

 

4.2.2. [국가도서관 지식컨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사업과 OAKorea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가 2009년부터 “국가도서관 컨텐츠

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과 공유를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끌고 있

다. OAK(Open Access Korea)라고 부르는 국가 주도의 오픈 액세스 사업은 기관 리포

지토리 사업, OAK Portal 사업, 국내 오픈 액세스 학술지 발굴 및 국제화, 법 제도 정

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OAK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 20여종을 지정하여 OAK-Central(http://central.oak.go. 

kr)을 통해 오픈 액세스 학술지 국제적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OAK 전문가 포럼

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들 간의 오픈 액세스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4.2.3.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오픈 액세스 정책  

한국연구재단은 GRC 활동의 국내 담당 기관이며 GRC의 오픈 액세스 문서에 서명

하였다. 학술지 평가 사업을 통하여 우수 학술지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인용색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지원한다.  

 

4.3. 민간 영역에서의 오픈 액세스 활동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의 오픈 액세스 활동은 연구자 단체의 활동, 도서관의 활동, 

출판사의 활동, 인터넷 기업의 활동 그리고 개인자격의 연구 활동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의미 있고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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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자 단체의 활동으로 보고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국

내에서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활동이 특이하다.  

 

4.3.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오픈 액세스 활동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각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적극적

으로 과학기술 분야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출판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http://www.ksce.org), 아시아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를 통한 편집인 활동과 Science Central 

(http://e-sciencecentral.org/)를 통한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국제적 유통 서비스를 담

당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담당하던 전 분야 학술지에 대한 평가 사업 중에서, 학술과학기술

분야 학술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주도로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구성하고 과학 학술지 평가 기준을 마련, 

이를 2012년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지 평가항목으로 국제적 편집기준 등 35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국제화를 기본 원칙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Open Access/Free Access 학술지 정책과 DOI, 영문 학술지 누리집 제

공, NLM DTD 기반 XML 서비스 등의 학술정보의 핵심 정보화 요소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2014년 현재는 JATS DTD기반으로 구축된 XML 원문서비스 제공이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오픈 액세스 정책과 XML 제작을 원하는 학회 

중, 국제화 학술지로서 가능성 있는 국제화 지원 학술지를 매년 5종에서 7종까지 선정

하여, XML DB 구축 및 제작 가공, 영문 편집 교정 비용을 지원해왔다. 2010년도부터 

한국 균학회, 한국조류학회 등의 국제화 지원 대상 학술지 22종 중 8종이 PMC 및 

PubMed, SCIE, SCOPUS 등에 등재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술지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

고 있는 많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지들이 오픈 액세스 기반을 선택하기 시

작하고,  NLM DTD 기반 XML 전자원문 구축 및 서비스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http://www.ks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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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오픈 액세스 활동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는 우리나라 오픈 액세스 활동에서 선도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KoreaMed Synapse (http://synapse.koreamed.org)”에서는 2016년 

5월 현재 135종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국제적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다.  

KoreaMed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저널 편집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

든 의학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수많은 의학 정보를 색인하고 있으며 서태평양의학인덱

스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의 모체가 되어 오픈 액세스 사업

이 아시아로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국내 학회들의 적극 참여로 발행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선언하고 모두 

영문 논문지로 전환하면서 이를 PMC XML 규격에 맞추어 PMC에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PMC에 등재된 국내 120여 개 학술지 중, 91종의 학술지가 의편협 회원 

학회들이 발행한 학술지이다. PMC 리포지토리에 등재된 91종의 학술지는 PubMed DB

에도 수록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또한 의편협은 PMC의 학술지 정책과 학술정보의 XML 서비스 제공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여, KoreaMed Synapse를 2009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PMC에서 서비스 

되는 XML과 완전 호환되도록 하기 위해, 회원학회들로부터 PMC 정의 DTD에 준하는 

XML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JATS DTD 기반의 XML 원문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4.3.3. 우리나라 도서관의 오픈 액세스 활동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오픈 액세스로 접근 가능한 

문헌의 수를 확대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서울대학교와 KAIST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

작한 이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별하고 해당 전문 분야에서 선별된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정

리하는 일 등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확산되지는 않았다. 

오픈 액세스 정책이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시행된 적이 없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http://synapse.koream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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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우리나라 출판사의 오픈 액세스 활동 

외국의 OASPA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계출판사의 오픈 액세스 활동 그리고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그리고 국립의과학지식정보센터 사

업에 일부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출판사의 주된 역할은 논문 파일을 XML 파

일로 가공하는 역할이고 출판 업무는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

집인협의회가 여전히 담당하는 형식이다. 이들 국내 출판사의 역할은 XML 파일 가공

에 국한되고 온라인 출판 서비스를 담당하더라도 기존의 출판 비용으로 하고 있어서 우

리나라 학술지의 저비용 오픈 액세스 출판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BMC, Wiley 등 외국계출판사에서 기존 국내 학술지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XML 파일 제작과 출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를 외국계 출판사가 운영권

을 획득하는 최근의 현상이 국내 학술지가 하루아침에 외국 학술지가 된 것과 같은 효

과와 일부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긴 하지만, APC를 외국 출판 기준으로 인상하면서 출

판 비용의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4.3.5.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오픈 액세스 활동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오픈 액세스 활동이 특이하다. 학술정보 포털이 활성화되면

서 국내 학술논문뿐 아니라 외국 학술 논문 또한 통합 검색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었

다. 아울러 외국 학술지의 인용 색인 정보가 추가되면서 국내 학술 논문의 인용정보의 

인식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포털을 통한 학술정보 검색이 확대되면서 인터

넷 포털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터넷 포털이 오픈 액세스 확산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러한 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사업을 포함하는 오픈 액세스 활동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서 인터넷 포털의 학술정보 검색 기능을 도서관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노력

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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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개인자격의 연구 활동 

한성대학교 정경희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임석종 박사, 전주대학교 김규환 

교수와 본 연구자가 개인 연구 활동으로서 우리나라 오픈 액세스 활동을 이끌고 있다.   

 

4.4.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오픈 액세스 활동에 대한 검토에서 외국계 학술지와 국내학술지의 이슈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잘못된 입장과 갈등의 대부분은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소설과 영화의 오픈 액세스와 학술 논문의 오픈 액

세스가 다른 것처럼 국외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와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들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국외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가 고비용 판매구조의 학술지 출판을 연구자 중심의 적정 

비용 출판 및 자유 이용 확대로 전환하는 것인데 비하여 국내 학술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국학술지의 오픈 액세스는 접근성 개선과 구독료 및 APC 관련 이슈

이지만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는 온라인 출판 서비스 도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혀 다른 이슈를 가진 두 가지를 혼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일으킨

다.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에서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의 부재이고 두 번째는 논문의 질과 편집의 일관성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아직 하지 못하는 학술지의 문제는 

종이 학술지 시대의 서비스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XML 파일을 만들고 서비스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

업이 OAK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한국과학학술지편집

인협의회가 하는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논문의 질과 편집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편집인 협의회의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너무 많다. 투고자층과 독자층이 충분하지 

않으면 좋은 논문이 투고되기 어렵고 논문이 부족하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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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투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접수되는 논문을 적당히 심사해서 적당히 출판하고, 온라

인 출판에 대한 투자나 독자에 대한 서비스, 인용분석 등의 평가가 생략되는 것이 국내 

학술지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들이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국내 학술지들이 모자라는 투

고 논문을 채우기 위해서 부실한 심사를 하고 편집과 출판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

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편집인의 단체이기 때

문에 편집인의 활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술지를 통합하고 새로운 학술지 출현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매

우 부족하다. 아울러 국내 학술지로 머무르지 않고 외국 연구자의 투고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학술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국내 학술지는 국내 연구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지 한국

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얼마나 이용하는가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국내 학술지는 

국내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새싹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국 학술지와 달리해야 하고 국내 학술지 출

판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

내 학술지가 외국 학술지처럼 판매 중심의 고비용 학술지가 되는 것은 학술지 선진화와

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비용 출판과 효율적인 유통 인

용이 일어나도록 학계와 출판계, 검색 포털이 협력해야 한다 

국내 학술지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통합 서비스와 검색의 강화를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현재 출판되는 학술지들에 실린 논문이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고 얼마나 활용

되고 있는지 인용 분석 등의 기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내학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

한 과제이다.  

국내 학술지를 유료로 서비스 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서비스 할 것인지는 사실 오

픈 액세스의 이슈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를 표방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가 부실하고 이

용이 불편하다면 누리미디어 등 기업의 노력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부가하고 그에 대한 

구독료를 받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다. 이는 구독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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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는 구독의 효과를 구독료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전세계의 공통

적인 관심사이자 국제적인 노력인 오픈 액세스는 누리미디어의 이슈와는 무관하므로 오

픈 액세스와 국내 학술지 구독료 이슈를 연계하여 논할 필요는 없다.  

국내 학술지의 논문도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 학술지와 다름

이 없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는 저비용으로 유통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저비용 구

조를 고비용 판매 모델로 바꾸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내 학술지의 평가를 위한 데

이터베이스가 없던 시절의 주먹구구식 평가로 인하여 국내 학술지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근거 중심의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학술지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한다. 국내 학술지도 오픈 액세스의 원

칙을 지키되 출판 및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지원하

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국외 학술지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국내 학술지에게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학술지 비용과의 연계 모델을 학계, 출판계, 인터넷 사업자가 합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국내 기관 리포지토리 현황 

유료로 구독료를 받고 서비스 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저자의 권한으로 기관에 

원문 저장소를 설치하여 기탁하는 것이 기관 리포지토리다. 학술지의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해당 권 호의 모든 학술논문이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특정 논문만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출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부 논문에 대한 접근성을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대학교와 KAIST 등 일부 주요 대학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학내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관리, 보존 및 유통을 위한 리포지토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지원으로 

2009년부터 국가도서관 지식 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사업(OAK 사업)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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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내 오픈 액세스의 연구 문헌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선행 

과제 보고서를 통하여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23, 24] 학술 논문에서도 오픈 액세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다.[25-33] 

오픈 액세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노력들이 모두 존중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국내 학술지의 

이슈가 논문의 질적 평가뿐 아니라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내연구자가 

성장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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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학술논문 지원 현황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는 ‘국제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국내·외 우수학술지에 학술연구 논문을 게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능력 향

상과 학문수준 제고함을 목적으로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다’고 학술논문 출판비 지원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처 차원에서 학술 논문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과 

방법을 조사하고 이들 사업이 오픈 액세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5.1 논문 게재료 지원 규정 

5.1.1.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사업 개요 

  다음은 2016년도 서울대학교의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 계획이다. 

•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지원기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국내·외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LS, CM)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논문으로 통보받고 논문 게재   

    료를 자비로 지급한 경우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는 우선적으로 BK21플러스사업 경비를 활용  

   하되, 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지원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또는 소속기관, 타기관 등으로부터 논문게재료를 지원받은 경우 

  –투고료, 교정료, 별쇄본 인쇄비 

  –교수연구업적 미입력자 

• 지원내용: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지원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비 편성 기준상 논문 게재료를 계상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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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기간: 2016.02.01. ~ 2017.01.31. 사이에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 

                  용을 지급한 논문 

•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수시 [신청마감: 2017.02.13.(월)] 

–구비서류: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신청서, 게재료 청구서(INVOICE), 영수증 

(카드 또는 송금), 게재논문사본 1부 

               ※게재예정 논문의 게재료(또는 Open Access비용)을 신청할 경우, 게재 

               예정확인서 첨부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연구지원과에 제출 

Table 3. 논문게재료 지원 금액 

2012년 게재료 2013년, 2014년 게재료 

1편 당 

지원금 
200,000원 

상위 10% 이내 학술지 300,000원 

상위 10% 초과 ~ 상위 50% 이내 학술지 200,000원 

상위 50% 초과 학술지 100,000원 

 

5.1.2. 연도별 논문게재료 지원기준의 변화 

구분 지원기준 비고 

2004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기준 

∘ 외국의 우수학술지(SCI,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연 2편 이내. 게재료 및 별쇄본료(100부 이내) 합하여 

25만원 이상 전액 지원 

2005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기준 

∘ 외국의 우수학술지(SCI,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연 2편 이내. 게재료 및 별쇄본료(100부 이내) 합하여 

25만원 이상 전액 지원 

2006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기준 ∘ 외국의 우수학술지(SCI, SSCI, A&HCI,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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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게재(예정)논문 

내용 
∘연 2편 이내. 게재료 및 별쇄본료(100부 이내) 합하여 

25만원 이상 전액 지원 

2007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기준 

∘ 외국의 우수학술지(SCI,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연 2편 이내. 게재료 및 별쇄본료(100부 이내) 합하여 

25만원 이상 전액 지원 

2008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지원내용 변경 

 - 별쇄본 미지원 
기준 

∘ 외국의 우수학술지(SCI,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전액 

2009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기준 
∘ 외국의 우수학술지(SCI,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전액 

2010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국내 추가 

∘SCIE 명시 
기준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전액 

2011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지원대상 추가 

 -HK교원 포함 
기준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전액 

2012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기준 
∘국내․외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전액 

2013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지원내용 추가 

 - OA 포함 

기준 
∘국내․외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 전액 

2014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지원학술지 추가 

 - SCOPUS 추가 

기준 
∘국내․외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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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기준 

∘국내․외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LS, CM) 게재(예정)논문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 전액 

2016 

대상 ∘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신청기준 명시 

∘지원액 제한 

기준 

∘국내․외 우수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LS, CM) 게재(예정)논문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내용 
∘ 연 2편 이내.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 400만원 이내 

 

5.2 논문 게재료 지원 현황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논문 게재료 지원사업은 오픈 액세스 출판의 증가와 더불어 지

원 논문의 수와 지원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단과대학별/

학술지별 논문 투고 및 게재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논문 게재료 지원 편수와 

지원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도에는 120편 7,000만원 수준이

었으나 2015년엔 690편 1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2-2015년 지원금 누계에 대하여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단과대학별로는 의과대학

이 가장 많은 논문에 대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2002-2015년 서울대학교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으로서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추이 및 이들 중 연구처의 투고료 지원을 받은 논문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한 논문 수와 비교할 때, 연구처로 출판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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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연도별 논문투고 및 게재료 지원 현황 

 

 

Figure 8. 2002-2015년 연구처로부터 지원받은 논문게재료의 단과대학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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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의 투고료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저널은 PLoS One이고 이어서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Scientific Report의 순이다. 

Figure 7. 2002-2015년 서울대학교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으로서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수록

된 논문추이 및 이들 중 연구처의 투고료 지원을 받은 논문의 수 

Figure 8. 2002-2015년 연구처에서 출판비 지원을 많이한 SCI 학술지의 총 논문수 대비 투

고료 지원 논문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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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S One에 투고한 서울대학교 논문 수는 2010년 31편에서 2015년 227편으로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논문 출판비 지원을 신청한 비율은 

2010년 16.1%, 2015년 34.8%로 증가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평

가 받는 PLoS One에 투고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5년 79편에 대한 투고료 

124,522,000원이 연구처에서 지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79편은 전체 출판 

논문 수 227편 중 35%에 해당하므로 만약 모든 논문의 출판비를 지원한다면 그 비용

은 3.58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PLoS One의 논문 1편당 평균 게재료(APC)는 157

만6천원으로 일반 학술지의 게재료와 비교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Figure 9. PLoS One에 투고한 서울대학교 논문수는 2010년 31편에서 2015년 227편으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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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리나라 도서관의 학술논문 구독·출판 현황 

6.1 대학총예산대비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비율 추이 

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총 예산 대비 도

서관의 자료 구입비 비율이 1% 수준이며 최근에는 0.9%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34] 

 

Figure 10. 우리나라 대학의 총 예산 대비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비율이 1% 수준이며 최근에

는 0.9%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6.2 우리나라 도서관의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총액 중 전자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2008년에 평균 30.6%였다가 2015년

에 64.3%로 증가하였다. 대학원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비하여 대학도서관은 그 비중이 

더 높아 66.2%에 달한다. 전체 자료구입비의 비중은 감소하는데 비해 전자자료구입비

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자료 이외의 자료구입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

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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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한국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의 비중 추이 

 

6.3 오픈 액세스 학술논문 게재료 지원 현황 

  서울대 의학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오픈 액세

스 저널 출판사의 APC(Article Processing Charge)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BioMed Central Supporter Membership 회원기관으로서 오픈 액세스 저널 출판사인 

BioMed Central, Chemistry Central, Springer Open 투고 논문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소속 연구자들에 한해 APC(Article Processing Charge)를 15% 할인을 지원한다.  

 

6.4 기관 리포지토리 S-Space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08년 12월 22일 기관 리포지토리 시스템인 S-Space 

(http://s-space.snu.ac.kr)를 정식 가동하였다. 이는 MIT의 DSpace와 KAIST의 

KOASAS를 벤치마킹하고 서울대 구성원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과 업

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한 결과물이었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생산한 모든 학술자료 및 연구자료를 S-Space에 수집·저장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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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며 오픈 액세스로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78,000건 이상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료 유형은 학술지에 실

린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대학교 내 각종 학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

술지 및 학위논문 등 이다. S-Space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통계에서는 전체 이용 자

료가 1300만 건 이상, 전체 다운로드 건수는 900만 건 이상임을 알 수 있다.  

Google Analytics를 활용하여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률 분석을 보면 전 세

계 122개국 12,150명이 S-Space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인용률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가 S-Space를 이용하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가시성 확대: S-Space 뿐만 아니라 구글을 통해서도 검색 및 이용 가능하므 

  로 가시성 및 접근성 확대 

2) 논문의 인용 횟수 증가: 웹을 통한 공개 이용으로 인용 횟수 증가 

3) 지속적인 URL 제공: 학술자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URL 부여 

4) 안전한 보관(보존성): 도서관이 학술자료의 보존 및 백업담당 

5) 학과 및 연구소 자료의 홍보: 연구 성과물을 학내 구성원과 공유 및 홍보 

 

스페인 고등과학연구원(CSIC)에서 공개한 2016년 1월 기준 전세계 리포지토리 순위

를 보면,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의 ‘S-Space’가 전세계 2205개 기관 중 238위에 올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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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서울대학교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 인식 조사 

7.1 설문조사 방법과 응답자 구성 

설문은 전체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내 과학․기술 분야 구성원인 자연대, 공대, 농생대, 생활과학대,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의 8개 단과대 소속 교수 및 학생, 연구원 등 총 15,337명을 설문 대상 및 범위로 

설정하였다. 

조사 방식은 SurveyMonkey 설문조사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였으며, 설문 대상자 15,337명 가운데 

총 396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2.6%였다.   

설문 각 문항에 대한 신분별 의견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4개의 신

분(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학생)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교수’는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원’은 연구 강사, 선임연구원, 박사 후 연

구원 등을 모두 연구원에 포함시켰다. ‘대학원생’은 석사 및 박사과정을 모두 포함하였

고, ‘학생’은 학부생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1에 대한 응답자 396명의 신분별 분포를 보면 교수가 31명(8%), 연구원이 5명

(1%), 대학원생 194명(49%), 학부생 166명(42%)으로 나타났다.  

 

신  분 인원 비율 

교  수 31 7.83% 

연구원 5 1.26% 

대학원생 194 48.99% 

학부생 166 41.92% 

계 396 100% 

Q1. 응답자의 직종 및 직급을 우선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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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외 질문으로 소속 대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공과대학 128명(41.7%), 자연과학대학 61명(19.9%), 농업생명과학대학 48명(15.6%), 

의과대학 27명(8.8%), 약학대학 14명(4.6%), 수의과대학 13명(4.2%), 생활과학대학 13

명(4.2%), 약학대학 11명(3.6%), 치과대학 2명(0.7%), 보건대학원 1명(0.3%) 

 

7.2. 오픈 액세스에 대한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식 

 

 

 

설문 2에 대한 응답자(395명) 중 176명(45%)이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처음 들어 보

는 말’이라고 응답하였고, 100명(25%)이 ‘듣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였

다. 그리고 106명(27%)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고, 13명(3%)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

고 응답하였다. 

 

Q2. 귀하께서는 "오픈 액세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처음 들어 보는 말이다. 

B : 듣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C :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D :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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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신분별로 분석해 보면 ‘교수’ 가운데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고 응답한 사

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듣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4명(13%),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25명(81%),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에 2명(6%)이 응답하였다. 

‘연구원’의 경우도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듣

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에 1명(20%)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에 4명(80%)이 응답하였다. 

‘대학원생’은 67명(35%)이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고 응답하였고, ‘듣기는 했지만 관

심이 없었다.’ 59명(31%),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57명

(30%),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에 10명(5%)

이 응답하였다. 

‘학부생’은 109명(66%)이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고 응답하였고, ‘듣기는 했지만 관심

이 없었다.’에 36명(22%)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에 20

명(12%)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에 1명

(1%)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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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서울대학교 학술 저널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3번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394명) 중 86명(22%)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자저널이 교육 및 연구에 ‘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고 194명(49%)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06명(27%)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명

(8%)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Q3.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자저널이 여러분의 교육 및 연구에 

충분하십니까?  

A : 충분하다. 

B : 적당하다. 

C : 부족하다. 

D :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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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자저널이 여러분의 교육 및 연구에 충

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 응답자 가운데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명

(19%)이며,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명(55%)이었다. 이어 ‘부족하다’7명(23%),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3%)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가운데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적당하다’2명

(40%), ‘부족하다’2명(40%),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20%)이었다. 

‘대학원생’은 50명(26%)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8명(46%), ‘부족하다’49명(26%),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3%)이었다. 

‘학부생’은 30명(18%)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적당하다’ 87명(52%), ‘부족하

다’48명(29%), ‘매우 부족하다’1명(1%)으로 나타났다. 

 

7.4. 서울대학교 연구자의 문헌 검색 방법 

 

Q4. 귀하께서 학술정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검색하는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A : Google 또는 Google Scholar 

B : Naver 또는 Naver 전문정보 

C : Scopus 또는 Web of Science 

D : 전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예: PubM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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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4에 대한 전체 응답자(395명) 중 284명(72%)이 학술정보를 찾을 때 ‘Google 또

는 Google Scholar’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2명(3%)이 ‘Naver 또는 Naver 전문정

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2명(6%)이 ‘Scopus 또는 Web of Science’를, 나

머지 77명(19%)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귀하께서 학술정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검색하는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에‘교수’응답자 중 ‘Google 또는 Google Scholar’라고 응답한 사람은 8명(26%)이며, 

‘Naver 또는 Naver 전문정보’1명(3%), ‘Scopus 또는 Web of Science’3명(10%), ‘전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명(61%)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신분을 보면 ‘Google 또는 Google Scholar’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80%)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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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Naver 또는 Naver 전문정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copus 또는 Web of Science’1명(20%), 그리고 ‘전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응답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응답자 가운데 ‘Google 또는 Google Scholar’라고 응답한 사람은 141명

(73%)이며, ‘Naver 또는 Naver 전문정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1%), ‘Scopus 또는 

Web of Science’14명(7%), 그리고 ‘전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응답한 사람

은 37명(19%)으로 나타났다. 

‘학부생’의 경우 ‘Google 또는 Google Scholar’라고 응답한 사람은 131명(79%)이었으

며, ‘Naver 또는 Naver 전문정보’10명(6%), ‘Scopus 또는 Web of Science’4명(2%), ‘전

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명(13%)으로 나타났다. 

 

7.5.서울대학교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 출판 선호도 

 

 

Q5.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결정할 때 오픈 액세스 학술지라는 것이 영향을 줍니까?  

A : 학술지의 선택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B :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비싸지만)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여 투고한다. 

C :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저렴한) 유료 구독 학술지를 선택

한다. 

D : 논문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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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결정할 때 오픈 액세스 학술지라는 것이 영향을 줍니까?”라

는 5번 문항에 전체 응답자(395명) 중 97명(25%)이 ‘학술지의 선택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23명(6%)이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

면 (투고료가 비싸지만)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여 투고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리고 56명(14%)이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저렴한) 유료 구독 학

술지를 선택한다.’라고 응답하였고, 219명(55%)은 ‘논문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

다.’라고 응답하였다.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결정할 때 오픈 액세스 학술지라는 것이 영향을 줍니까?”라

는 질문에 ‘교수’ 응답자 중 ‘학술지의 선택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4명(45%)이며,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비싸지

만)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여 투고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3%), ‘같은 조건

(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저렴한) 유료 구독 학술지를 선택한다.’15명(48%), 그

리고 ‘논문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3%)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가운데 ‘학술지의 선택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한 사람은 2명(40%)이며,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비싸지만)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여 투고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어, ‘같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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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저렴한) 유료 구독 학술지를 선택한다.’3명(60%), 그

리고 ‘논문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 ‘학술지의 선택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응

답한 사람은 74명(38%)이며,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비싸지만) 오

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여 투고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9%), ‘같은 조건

(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저렴한) 유료 구독 학술지를 선택한다.’33명(17%), ‘논

문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8명(35%)이었다. 

‘학부생’ 응답자 가운데 ‘학술지의 선택에서 오픈 액세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고 응답한 사람은 7명(4%)이며,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비싸지만)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선택하여 투고한다.’4명(2%), ‘같은 조건(impact factor 등)이면 

(투고료가 저렴한) 유료 구독 학술지를 선택한다.’5명(3%), ‘논문을 투고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0명(90%)으로 나타났다. 

 

7.6.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논문 출판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 

 

 

Q6.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는 교수가 저자로서 부담하는 투고료(APC)를 400만원 한도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에 지급한 논문 출판 지원금은 

14억원 정도입니다. 연구자에 대한 논문 투고료(APC)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A : 논문 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원이 필요 없

다. 

B :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

도로 바꿔야 한다. 

C : 연구 장려를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연구처의 논문 투고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 

D : 연구 장려를 위해서 논문 투고료를 대학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 

E :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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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는 교수가 저자로서 부담하는 투고료(APC)를 400만원 한도에

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 지급한 논문 출판 지원금은 14억 원 정

도입니다. 연구자에 대한 논문 투고료(APC)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395명) 중 17명(4%)이 ‘논문 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79명(20%)이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66명(42%)이 ‘연구 장려를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연구처의 논문 

투고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66명(17%)은 ‘연구 장려를 위해서 논문 

투고료를 대학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7명(17%)

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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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는 교수가 저자로서 부담하는 투고료(APC)를 400만원 한도에

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 지급한 논문 출판 지원금은 14억 원 정

도입니다. 연구자에 대한 논문 투고료(APC)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교수’ 응답자 중 ‘논문 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10%)이며,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

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로 바꿔야 한다.’8명(26%), ‘연구 

장려를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연구처의 논문 투고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13명(42%), 

‘연구 장려를 위해서 논문 투고료를 대학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5명

(16%), ‘모르겠다.’2명(6%)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응답자 중 ‘논문 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

원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은 현 수준으

로 동결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없었다. ‘연

구 장려를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연구처의 논문 투고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2명(40%), 

‘연구 장려를 위해서 논문 투고료를 대학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3명

(60%), ‘모르겠다.’0명(0%)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가운데 ‘논문 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원

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명(4%)이며,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은 현 수준

으로 동결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로 바꿔야 한다.’34명(18%), ‘연구 장려를 위

해서 연구자에 대한 연구처의 논문 투고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89명(46%), ‘연구 장려

를 위해서 논문 투고료를 대학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39명(20%), 

‘모르겠다.’23명(12%)으로 나타났다. 

‘학부생’은 ‘논문 발표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원이 필

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명(4%)이며, ‘연구자에 대한 투고료 지원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로 바꿔야 한다.’37명(22%), ‘연구 장려를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연구처의 논문 투고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62명(37%), ‘연구 장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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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논문 투고료를 대학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19명(11%), ‘모르겠

다.’42명(25%)으로 나타났다. 

 

7.7.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생각하는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영국의 Welcome Trust, 한국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비를 

받은 연구의 결과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출판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

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전체 복수 

응답자(547명) 중 125명(23%)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 논문의 공개를 요

구할 수 없고, 국가 연구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응답

Q7.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영국의 Welcome Trust, 한국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비를 받은 연구의 결과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출판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

다. 이런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A :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 논문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국가 연구

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B : 연구에는 국가 지원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C :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에 한해서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 자연과학 및 보건 의학계 논문에 대해서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이 필요하

다. 



80 

 

하였고, 138명(25%)이 ‘연구에는 국가 지원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37명(43%)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

된 연구의 결과에 한해서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7명

(9%)은 ‘자연과학 및 보건 의학계 논문에 대해서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이 필요하

다.’라고 응답하였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영국의 Welcome Trust, 한국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비

를 받은 연구의 결과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출판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7번 복수 응답 질문에

‘교수’응답자 중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 논문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국

가 연구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명

(21%)이었으며, ‘연구에는 국가 지원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명(18%),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에 

한해서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22명(58%), ‘자연과학 및 보건 의학계 논문에 

대해서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3%)으로 나타

났다. 

‘연구원’을 보면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 논문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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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

(20%)이며, ‘연구에는 국가 지원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강제로 공개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에 한해서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3명(60%), ‘자연과학 및 보건 

의학계 논문에 대해서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이 필요하다.’1명(20%)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 논문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

고, 국가 연구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5명(24%)이며, ‘연구에는 국가 지원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64명(24%),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에 한해서 국민이 읽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2명(42%), ‘자연과학 및 보건 의학계 논문에 대해서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이 필요하다.’ 25명(9%)으로 나타났다. 

‘학부생’ 응답자를 보면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 논문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국가 연구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1명(21%)이었으며, ‘연구에는 국가 지원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강

제로 공개할 수 없다.’67명(28%),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에 한해서 국민

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00명(42%), ‘자연과학 및 보건 의학계 논문에 대해서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 정책이 필요하다.’20명(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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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에 대한 의견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

오.”라는 복수 응답 질문에 전체 응답자(631명) 중 141명(22%)이 ‘논문을 가장 많이 발

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38명

(6%)이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을 발표하자.’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147명

(23%)이 ‘외국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

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05명(48%)은 ‘저자의 투고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Q8.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

오.  

A :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B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을 발표하자. 

C : 외국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

다. 

D : 저자의 투고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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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

오.”라는 복수 응답 질문에‘교수’의 경우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명(26%)이며,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을 발표하자.’5명(10%), ‘외국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13명(26%), ‘저자의 투고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19명(38%)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응답자를 보면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를 선

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명(29%)이며‘“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을 발표하자.’라는 항목과 ‘외국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이어 ‘저자의 투고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71%)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를 선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에 응답한 사람은 69명(22%)이며,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

을 발표하자.’ 17명(5%), ‘외국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

에 참여해야 한다.’ 74명(24%), ‘저자의 투고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0명(48%)으로 나타났다. 

‘학부생’ 응답자를 보면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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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7명(22%)이며‘“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을 발표하자.’16명(6%), ‘외국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오픈 액세스 국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60명(23%), ‘저자의 투고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31명(50%)으로 나타났다. 

 

7.9 자유 의견 

7.9.1. 투고료 지원을 늘려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 (35명, 31,3%) 

- 오픈 액세스가 논문 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책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 물론 연구비에 논문 게재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타이틀에 같

이 붙는 건 연구기관(학교이름)이므로 학교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  학교에서 비용 지원을 해줘서 오픈 액세스 활동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  예산에 논문 투고료까지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몇 편의 논문이 

어떠한 저널에 나올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책정하기에는 

예산책정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된다. 논문기재는 사실상 개인에게 가장 큰 혜택

이 돌아가는 일이나, 소속 기관 혹은 관련 과제 기관에서는 실적에 해당되는 일

이므로, 논문 장려를 위해선 투고료 관련 예산책정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

비를 막고, 건당 투고료를 모두 지원해줌으로써 연구의욕을 장려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7.9.2. 오픈 액세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33명 29.5%) 

- 오픈 액세스의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다; 누구나 자유롭게 금전적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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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는 지적 재산. 그러나 그 오픈 액세스 제도 때문에 연구자에게 너무

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덮어씌워진다면, 안 그래도 열악하다고, 연구자에게 최

악화된 환경이라고 소문난 대한민국의 연구 환경이 더욱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양 쪽 모두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대학, 그리고 기관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

수라고 강하게 생각한다.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오픈 액세스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과학분야

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선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선순

위가 낮아 투자와 지원이 적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먼저 시작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투자를 안고 연구를 해 공개를 한다면, 그 연구

를 보고 후속 연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선 순환의 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라

도 오픈 액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오픈 액세스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기조를 가지

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거의 모든 저널이 그렇지 못하므로 연구에 부담

이 되지 않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저널 구독은 연구에 필수적이므로 

꼭 지원되어야 한다. 

-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한해서는 국민들이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무

료 열람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자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저

작권료와 같이 연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 저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필요하므로 공개 논문에 대해 

APC 를 저자에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논문은 공공재 

성격도 있고 학문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열람되는 것이 좋으므로 APC 

를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APC 부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 1. 자유로운 정신에 창의성이 깃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하면서 오픈 액세

스 저널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예산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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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료 출판사의 이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9.3. 서울대학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29명, 25. 9%) 

-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답게 국제적인 움직임에는 동참해야 하고, 이를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정착하여 연구자들에게 실직적인 부담감을 덜어

주어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줌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선도

학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다. 

-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학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두 역할을 하고, 국립대의 위

상이라는 게 있으나 오픈 액세스를 강제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에 지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대학으로써,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써 오픈 액세스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 들어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도 늘어 날 것이며 자신의 지식을 인정받게 될 사람들도 보람을 많이 느낄 것이

라 생각합니다. 

-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국내 대학연구 중에서도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다. 또한 학

교 학생들 또한 연구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그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한 소년은 구글링을 통한 학술 정보를 통해 자신만의 췌장암 

진단 키트를 제작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의 힘은 서울대의 영향력

과 함께 더 나은 한국 학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

든 사람에게 그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유

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9.4. 오픈 액세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30명, 26.8%) 

- Open Access가 Public을 위한 것인지, Open Access Journal의 영리를 위한 것인

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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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게재료. 번역에 드는 비용 등, 논문개제에 관한 지원은 강화하되 open 

access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Open access는 논문에 대한 

선전의 성격이 강함 

- 섬세하지 못한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다면 간단한 이런 설문만으로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대학원생 이하의 구성원들은 오픈 액세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텐데, 오

픈 액세스에 대한 공개적 설명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면 더욱 효율적인 여

러 방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접 분야의 연구 / 실

험 결과를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수의 논문이 오픈 액세스화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교라는 기관 내에서 연구는 연구자의 재량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연구자에게는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의무를 지우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단 / 기업에게서 후원금을 받고 연구하는 사립 연

구소와 다를 것이 없겠지요. 이는 결과를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구자 본인이 써낸 논문을 굳이 '오픈 액세스'화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절한 학술지나 웹툴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픈 액세스'를 하지 않는 행위는 어떠한 종류의 연구 윤리 위반이라

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달린 선택이라고 봅니다. 

- 어차피 학술지에 대해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오픈 엑세스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닐까요, 필요한 사람은 도서관에 와서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Open Access 출판은 저자가 선택한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차원의 

일관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논문이 다양하듯이 이러한 출판도 다양

해야 합니다. 단지, 현재 Open Access는 출판 비용이 너무 비싸기에 오히려 자

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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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잡지의 conflict of interest (citation 이 많을 것 같은 논문만 발간)가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술잡지

는 이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7.9.5.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10명, 8.9%) 

- 외국 유명 대학의 오픈 액세스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고쳐서 우리의 방식으로 오픈 액세스를 재해석하여 선도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근 세계적 추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야지 서울대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픈 액세스 논문에 대해 아는 바가 부족하지만, 최근 EU의 결정 등을 보면 오

픈 액세스로의 이동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이를 인

지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NIH, Welcome Trust, 국

립보건연구원 등 이미 보건 의학계에서는 오픈 액세스 강제화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두고 있습니다. 연구에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

는 말이고 그 개인의 노력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 이라는 것이 논문을 개인적 업적으로 보존 하는 것이 아닌, 국민

들이 더욱 더 알 수 있도록 하며 존중 해 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원

하고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연구자 또한 생겨 날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그 연

구자는 '존중' 받게 될 것 입니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직 과도기적 정

책이고 연구자나 국민 등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더 이슈화가 되

고 다루기 시작한다면, 그 출발점에 서울대학교가 있다면, 국내에서 오픈 액세스

의 추진에 있어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

세스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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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기타 의견 

- 연구논문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질'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오픈 액세스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질의 논문이 나올 수 있

도록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입장에서 읽고 싶은 논문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세

요.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입장인 것 같아요. 

-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논문에 대한 선정 또는 자발적 접수를 거쳐 

오픈 액세스 투고 등을 지원하고, 국립대로서 정보이용 취약대상자(시민, 졸업생 

등)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권장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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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정책 제안 

8.1 오픈 액세스 정책의 방향 및 주체  

오픈 액세스 정책을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왜(Why), 무엇을(What) 

그리고 누가 어떻게(Who and How)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8.1.1. 왜(Why)? 

오픈 액세스를 하는 이유는 “학술 발전을 위해서”이다. 기존의 구독 중심의 출판 시

스템으로는 학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없다. 기존 출판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이미 2002년 Budapest 선언이나 Berlin, Bethesda 선언

에서 정리되었고 OECD 문서 등을 통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도 이

에 대한 행정적 합의는 종결된 상태이다.  

“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단지 오픈 액세스가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대학교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일 것이다.  

선진국의 오픈 액세스 정책 추진에서는 “왜?”에 대한 질문에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학술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서울대학교가 오픈 액세스

에 대한 정책을 명문화 할 것인가?”이다.  

 

8.1.2. 무엇을(What)?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면 “무슨 정책을 명문화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무엇을?”에 대한 답은 달라진다.  

Harvard 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수립의 내용이 서울대학교에 가장 적합하다.  

OECD는 정부 조직체의 국제 협력시스템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GRC는 국가 연구지원 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성격과 일치한다.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Budapest, Berlin, Bethesda 선언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연구자 개인과 집단의 역할과 함께 

나라의 교육, 산업, 연구 정책에 대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분야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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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의 역할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Harvard 대학교의 상황은 서

울대학교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8.1.3. 누가 어떻게(Who and How)?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활동의 주체는 당연히 서울대학교가 된다. 그러나 유럽과 미

국의 사례를 볼 때 “누가?”에 대한 방식은 다양한 “어떻게?”와 연결된다. 오픈 액세스

는 단일 대학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

는 오픈 액세스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 Harvard 대학교의 추진 사례가 서울대학교의 추

진 방식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국가에서는 오픈 액세스 정책이 대학 및 기관,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시작된다. 

미국에서는 Harvard 대학교의 경우처럼 각 단과대학별로 개별적인 정책 결정이 내려진

다. 유럽국가에서는 각 대학 도서관의 전자저널 수서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미국에

서는 각 대학 도서관에서 개별 관리한다. 즉 전자저널 빅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출판

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저널 구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도 

유럽의 중앙정부, 미국의 각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단일국가 혹은 단일기관도 다국적 기업인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 새로

운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의 기관/국가 간 

협력체가 형성되고 있다. 즉 다기관 협력체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오픈 액세스 문제를 

협상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Harvard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미국의 주요대

학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만들고 있으며, 유럽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각 

국가별 단위의 협상이 진행되고 아울러 OA2020과 같은 전세계 통합 협력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8.2. 오픈 액세스 선언이 필요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의 입장과 정책의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항상 필요

하지는 않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원칙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선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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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고 대외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1) 여러 직종과 부서의 업무가 연관되어 어느 한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때, 정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공개함으로써 각자 해당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때,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다른 

부서들의 입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 부서간 업무 협조의 원칙을 제

시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한 기관의 활동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서울대학교

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고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할 때 공개적인 정책 표현이 필요하다. 

Harvard 대학교의 경우도 그런 목적에서 오픈 액세스 정책을 Faculty of Arts and 

Science에서 2008년에 발표하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현재 8개 다른 대

학과 3개 연구소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른 미국의 주요 대학교와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도 미국 내외의 다른 대학에게도 표준 정책(안) 및 검토할 사항

과 FAQ를 제시하고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 

 

8.3. 오픈 액세스 의무조항 (Open access mandate) 

 자발형(voluntary) 오픈 액세스 정책은 이를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것으로 그치는 정책

이다. 기관의 연구관리자들이 연구자들에게 오픈 액세스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번거

로움을 더하는 일이므로 관리자 차원에서도 자발적 정책은 효과가 없다. 강제형

(mandatory) 오픈 액세스 정책은 연구자가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거나 

기관 리포지토리에 연구성과물을 기탁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강제형 오픈 액세스 정책은 기관 내에서 채택되는데 시일이 걸리지만, 기탁율이나 참

여를 높일 수 있다. 2004년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오픈 액세스 정책은 연

구자들에게 NIH 기금을 받은 결과로 생산한 연구성과물을 NLM의 기관 리포지토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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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PubMed Central)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에 따라 아카

빙한 비율은 약 4%에 그쳤다. 그러나 2008년 NIH 기금을 받은 논문을 의무적으로 

PMC에 기탁하도록 개정한 후 아카이빙 비율이 56%로 급상승하였다. 이것은 강제형 

오픈 액세스 정책이 자발형보다 오픈 액세스 참여율을 높여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정경희 논문, 대학의 오픈 액세스 정책 수립 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발췌) 

외국의 경우 NIH, Welcome Trust 등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제공의 계약 조건

으로 연구결과를 오픈 액세스로 발표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

리본부의 연구비를 받는 경우 오픈 액세스로 발표하도록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처

럼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오픈 액세스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오픈 사이언스 정책으로 

묶어 강제화 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오픈 액세스를 강제화 하는 것은 연구비 제공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

야 할 수도 있다.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권한은 적절한 

연구비 집행이지 연구의 내용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외부기관 연

구비를 받은 서울대학교 연구자에게 연구비 관리자로서 오픈 액세스로 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권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관 리포지토리에 기탁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픈 액세스 출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

제화는 APC 지원 문제 등의 상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8.4. 전자저널 구독 정책  

8.4.1. 배경  

오픈 액세스 이전은 물론이고 오픈 액세스가 추진된 이후 최근까지 전자저널 구독이 

오픈 액세스의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2012년 이전까지는 오픈 액세스와 유료구독 학술

지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경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즉 10년간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평가하면서 종래의 오픈 액세스 활동이 “학술지 유통의 개선을 통

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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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구독에 대한 개선 방안이 오픈 액세스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012년 이전의 오픈 액세스 활동은 유료구독 학술지의 경쟁 상대를 만드는 과정이었

고 오픈 액세스와 유료구독의 경계를 점차 허물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즉 새로운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창간(Gold open access)하여 연구자들의 투고를 유도하였고, 유료 학술

지에 발표된 개별 논문을 기관 리포지토리(Green open access)를 통하여 무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2가지 일에 중점을 두었다.  

 

8.4.2. 글로벌 오픈 액세스의 관점에서의 전자저널 구독 

새로운 오픈 액세스 학술지 창간(Gold open access)의 문제점은 학술지 팽창이다.  

새롭게 창간된 오픈 액세스 학술지 중에는 기존 유료 학술지와 비할 때 손색이 없는 

논문 수준과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보이는 학술지도 있지만 저질의 학술지가 다수 

나타났다. 이른바 predatory open access 학술지는 APC를 받는 것을 수익모델로 하는 

상업 저널이다. 연구자가 논문을 제출하면 바로 출판해 주는 이들 학술지는 형식적인 

상호심사로 논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연구자로서는 부실한 연구 논문

을 쉽게 출판하는 편법으로 이용되면서 학술지 시장을 팽창시켰다. 이들 외국 학술지의 

팽창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던 소위 국내학술지 시장을 교란하였고 국내 학술지들도 어

쩔 수 없이 오픈 액세스 형식을 따르게 되면서 지역 또는 국가별 소규모 학술지 출판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무분별한 창간으로 형성된 학술지 과열 출판에 기름을 부은 것

은 유료 학술지의 지면 늘리기 경쟁이다. 게재율이 매우 낮던 초우량 외국 학술지들이 

새로운 자매 학술지를 창간하면서 종전에 게재 거부하던 논문을 흡수하였고 유료 학술

지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팽창하게 된다. 대형 출판사 발행 유료 학술지의 팽창은 구독

료 인상의 핑계를 제공하였다. 즉 오픈 액세스가 학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것

이다.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전자저널 구독 문제는 학술지 팽창을 억제하고 기존 학술

지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 학술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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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OA2020[13]이나 Harvard 대학교의 Journal 

flipping project[21] 처럼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식으

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바꾸게 된 것이다.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으

기 위해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서명을 받아서 출판사와의 오픈 액세스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8.4.3. 서울대학교의 관점에서의 전자저널 구독 

오픈 액세스에 관련하여 국가나 기관별로 대응하는 사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오픈 액세스 출판이 확대되면서 저자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 게재

료 즉 APC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PC 부담과 유료

구독 학술지의 투고료 부담을 합산하여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료 또는 출판비용(Total 

cost of publication)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더구나 유료 학술지에 개별 논문 

오픈 액세스로 투고를 하는 경우(Hybrid open access)의 경우 대학의 입장에서는 저자

의 APC를 부담하고, 도서관에서 구독료를 다시 부담하는 이중 부담 구조(Double 

dipping)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에서는 부인하지만 오픈 액세스 강제화(open 

access mandate)로 인하여 hybrid open access 형식의 출판도 늘어나면서 대학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APC와 구독료의 이중 부담이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 문제를 출판사와의 개별 협상으로 해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3, 22, 35]. 이른바 Offsetting 방식이라고 표현

하는 구독 조건을 설정하여 이중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그 대학 연구자 논문을 유료 

학술지에 hybrid open access로 지불한 경우 지불한 APC를 그 저널 패키지의 구독료에

서 제하고 계약하는 방식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5년 전자저널 구독료에서 2015년 

서울대학교 연구자가 해당 저널에 지불한 구독료를 제하고 지불해야 이중 부담이 해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려면 연구처의 APC 지원이 어떤 저널에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연구처 지원이 없이 다른 재원에서 지불한 APC의 내역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계산과 협상이 가능하다.  Open access mandate 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Offsetting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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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처의 연구논문 출판비 지원 사업과 도서관의 구독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

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8.4.4. 빅딜 계약과 오픈 액세스 

전자저널의 종수가 많고 계약조건이 다양하다 보니 개별 도서관이 개별 출판사와 계

약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도서관의 연합체로서 계약조건을 감시하고 이용 데

이터를 분석하는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활성화 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컨소시엄 활동

을 지원하는 것이 각 대학도서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다. 오픈 액세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offsetting 계약, APC 가격협상 

등이 컨소시엄의 새로운 역할로 대두된다.  [22, 35] 

오픈 액세스를 위한 분투로 대학들은 매거진 구독과 관련하여 대형 출판사와 이른바 

‘빅딜’ 교섭을 한다. 약 10여 년 동안 출판사는 이 구독을 패키지 가격으로 제공해왔다. 

VSNU 협상가들은 계약 만료 시 출판사가 오픈 액세스를 향한 진지한 단계를 밟아갈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대학이 계약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 액세스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의미하기에, 오픈액세스에 

대한 출판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오랜 협상 후 Springer, Wiley 그리고 Sage 와 같은 

다수의 출판사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Elsevier와는 합의에 도달할 수는 있었으나 

그 협상은 심각한 고착상태에 빠져 Elsevier 출판에 보이콧이 검토될 정도였다. 

최근 Elsevier와의 합의는 오픈 액세스를 향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하고 있

다. 2015년 12월 10일 체결된 프레임워크 합의로 Elsevier는 저널의 네덜란드 오픈 액세

스 출판을 3년 내에 20%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에 앞서 Springer와 Sage와도 이와 

유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 다수의 출판사들과 유망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네덜

란드 정부는 2024년까지 학술출판물의 100% 오픈 액세스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네덜란드 시장의 총 70-80% 매출을 차지하는) 대형 출판사와 원활한 협상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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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UKB와 SURF는 여러 출판사들과 유사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잠정적 

결론으로, 네덜란드는 확실히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8.5. 오픈 액세스 재원 조달 

오픈 액세스에 필요한 재원은 오픈 액세스 출판을 위한 게재료, 유료 학술지 구독을 

위한 구독료, 이들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국내외 협력을 위한 컨소

시엄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의 오픈 액세스 활동에서 가장 큰 원칙은 기존 도서관을 통해서 지불하던 구독료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구독료 체계에서 지불하던 구독료 총액과 현재 대학

의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때 지불해야 하는 투고료

를 비교할 때 구독료 재원이 크다는 것이다. 투고료는 연구자가 출판한 논문의 양과 직

접 연관되기 때문에 작은 대학일수록 투고료가 작고 연구가 왕성한 대학은 구독료 부담

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로 전환된 상황에서 대학의 규모에 따른 손익

을 예상하면, 우리나라 다른 대학에 비할 때 서울대학교는 구독료를 더 부담하는 상황

이 되고 논문 발표가 적은 대학에서는 무료 구독의 혜택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

른 표현으로 하면 서울대학교처럼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대학에서는 오픈 액세스가 부

담을 줄이는 효과가 적고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대학은 구독료 부담이 적어진다. 전문 

학술지 구독을 하지 않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등 국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서는 구독료를 내지 않고 전문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

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확대하면 대학의 연구자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전 국

민에게 고급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전달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은 기존의 대학도서관에서 지불하던 전자저널 구독료를 재활용하는 

것이지만 서울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자체의 

재원 마련과 함께 국가 도서관과 중앙정부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할 명분이 있는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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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Harvard 대학교의 경우에서도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Compact for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COPE) 사

업이라 부르고 COPE 사업에 대한 각 대학의 공동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 비용은 기존의 다국적 학술 저널 출판사에서 종래의 구독료 수입을 보장하는 방

식의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나 Harvard 대학

교의 입장에서 소요재원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국

가적 차원에서 효과가 더 크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지 구독 비용 

증가를 현재 상태에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가 출판한 논문에 대한 APC를 부담하는 것

이다. Harvard 대학교의 The Harvard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HOPE) Fund가 

여기에 해당한다. 명칭은 COPE와 유사하지만 HOPE 재원은 Harvard 대학 연구자가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에 투고료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편

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원이 가능

한 저널 목록을 관리하여 우수한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hybrid open access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들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기관 리포지

토리다. MIT에서 오픈 소스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D-Space를 적용하기 때문에 크

게 부담되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관 리포지토리와 함께 기관에서 발표된 논문

의 피인용 분석 등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업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픈 액

세스의 관리를 효율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활동은 오픈 액세스의 성격상 서울대학교가 전자저널 

컨소시엄과 정부 정책과의 협력, 국제 활동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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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오픈 액세스 기관 리포지토리 

서울대학교는 교수업적관리시스템(OSOS)에 등록한 연구실적의 원문을 서울대학교 기

관 리포지토리인 S-space에 올리는 것을 동의한다는 절차를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

관 리포지토리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문의 경우도 원

문을 서울대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규정이 필요

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오픈 액세스 운영을 위

한 기관 리포지토리 시행 절차와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 현재의 공개 

방식을 평가하고 오픈 액세스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수준의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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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 

9.1 오픈 액세스 선언 추진을 통한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 이해 증진  

오픈 액세스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과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매

우 소극적일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설득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러한 연구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연구자에게 오픈 액세스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

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해시키고 설득한다기 보다는 연구자의 권위와 자부심을 지식에 

대한 공유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오픈 액세스를 통하여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과 인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재

탄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염원이다. 지식을 생산하고 

논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출판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물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작 재산권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로서 논문을 

쓰는 것은 논문이 소설이나 시, 영화처럼 가치를 제공하는 매체와 동일시 되는 것이라

기 보다는 학문적 성취감의 표현이며 후속 연구에 대한 가치 창출의 과정으로 인정받는

데 저작권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따라서 연구 행위의 결과는 저작 재산권으로 활용

되기 보다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차원에서 주장하고 활용하

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러한 오해는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그리고 산업

재산권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OECD 와 국가연구재단에서 오픈 액세스와 오픈데이터를 강조하는 것은 지식의 공유

재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에서 창조한 지식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즉 보호해야 하는 산업적 권리는 산업재산권

으로 보호하고 저작권은 학술저작물에서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오픈 액세스의 기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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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저작권에서 저작인격권을 강조하여 저작물 공유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시대의 원활한 

저작물 유통을 도모하는 활동이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제도이다. 즉 저자가 사전

에 저작권의 허용 범위를 지정하고 공지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나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기존의 저작권법체계를 훼손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에서 명

시하고 있는 저작 인격권을 강조하고 저작자의 저작목적인 학술 진흥의 가치를 더 높이

도록 하는 것이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는 저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라

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연구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지 저작권이나 지식 공유의 

개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절차, 예외규정 및 활용 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오픈 액세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제도를 알아야 오픈 액세스를 이해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학술지식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및 산업 재산권의 차이를 이해

하는 수준이면 오픈 액세스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오픈 액세스 선언이나 오픈 액세스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오픈 액세스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한 토론과 홍보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증진하고 연

구자가 자신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픈 액세스 확산에 중요

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Harvard 대학교나 Max Planck 연구소, 영국과 네덜란드의 대학 연합의 사례에서 보

는 것처럼 국제적인 오픈 액세스 활동은 연구중심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오픈 액세스 활성화나 이로 인한 학술 진흥 효과를 기대하려면 서울대학교 및 서울

대학교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잘 이해시키는 방법인 오픈 액세스 선언이다. 

200 년 미국, 유럽의 오픈 액세스 선언이나 2008 년의 Harvard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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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이 대표적이다. 우리 대학교가 독자적으로 발표하여 오픈 액세스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내에서 대학교 단위의 오픈 액세스 선언이 따르도록 하려면 

Harvard 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선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OECD, GRC 의 정책 

방향 문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검토하고 기준에 따른 정책 기획 활동을 통하여 서울대

학교가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 교육 및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우리나라 정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과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하여 의사 결정 참여 및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  

 

9.2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는 국제 협

력 사업 참여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오픈 액세스의 개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지 않고 연구자들과 지식문헌 유통

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오픈 액세스 철학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초창기 오픈 

액세스 활동가들로서는 중대한 결심이며 어쩔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오픈 액세스 저널을 통한 Gold road 방식의 오픈 액세스와 유료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을 출판 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접근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Green road 방식을 비교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이용 관행에 비

추어 green road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근거에서 확인되고 있다. 

Gold road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기존 유료 학술지를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이 학술지의 팽창이다. 즉 오픈 액

세스 학술지가 창간되면 경쟁적으로 유료 학술지도 창간되었고 기존 유명 학술지들이 

자매학술지를 만들어 내면서 학술지 출판 시장을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거기에 영리 목

적의 predatory open access 학술지가 나타나면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의 권위

와 영광은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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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하고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소규모 학회나 국가 단위의 

지역 학술지들이 출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국내 학술지가 상대

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픈 액세스 때문이 아니라 학술지 팽창으

로 국내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수 있는 해외 학술지의 지면아 크게 늘어나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액세스가 국내 학술지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이해하

는 사람들이 오픈 액세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변화하는 학술지 환경에서 

국내 학술지가 살아남는 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오픈 액세스를 실천하고 학술지 독자 

및 투고자 층을 넓히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학술지 출판을 담당하는 주체가 출

판사가 아니라 학회이다 보니 학회는 회원들이 외국 학술지를 선호하는 현상을 막을 수

도 없고 국내학술지도 키우고 싶은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 국내 연구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 연구재단이나 연구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고민은 다르지 않다. 외

국 SCI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우수 연구 결과의 평가 지표로 만들면서 국내 

학술지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국내 학회 학술

지가 외국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하게 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정책 추진의 모순

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학술지 출판 시장은 심각한 팽창과 무질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팽창으로 인하여 국내 학술지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분명하다. 순수한 

학술 논문 경쟁력만 본다면 국내 학술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

과 훈련의 입장에서는 국내 학술지를 다른 방식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즉 저비용으로 출판하는 국내 학술지가 신진 연구자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근원이

고 지식 발표의 장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 육성도 여전

히 필요하고 국내 학술지를 저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지 팽창을 제어하는 유일한 선택은 학술지를 통해서 이윤을 챙기

는 것을 막는 방법밖에는 없다. 즉 학술지 출판으로 고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도서관을 

통한 학술지 판매와 수익 증대를 위한 학술지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한 학

술지 판매를 제어하는 길은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1)유료 학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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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로 전환하고 2)영리 목적의 가짜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차단하면서 3)국내 

학술지는 저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4)학술지의 수를 줄이는 것이 지

금 서둘러야 하는 학술지 구조조정 정책이다. 

Harvard 대학교의 Journal Flipping Project 와 COPE(Compact for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협약은 미국의 주요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술 저널 출판사에게 종래

의 구독료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의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Harvard 대학

교를 중심으로 Cornell, Dartmouth, MIT, Columbia, UC 등 19 개 주요 대학교와 33 개 

협약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Open Access Transition (Transformation)이

라고 부르며 주요 국가의 53 개 연구기관이 OA2020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에 

서명 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서를 기반으로 주요 다국적 

출판 기업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다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9.3 컨소시엄 빅딜을 통한 출판사와의 협력 

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협상에는 대학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보직 교수가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처장과 중앙도서관장이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리고 거액의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매자인 도서관으로서의 협상력을 활용해서 오픈 액세

스로 전환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구독료를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구독료를 오픈 액세스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 

인상하게 될 전자저널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이미 도서관 연합(컨소시엄) 형식으로 구독료를 협상하고 있다. 그렇지

만 현실은 다국적 출판사의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논문 발표

를 많이 하는 대학에서 거액의 구독료를 내면서도 협상에서 출판사의 선처에 호소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학술지 출판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5 

 

컨소시엄 가격 협상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KESLI 에 대하여 우리 대학이 도서관측 

대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며 서울대학교가 주도가 되어 컨소시엄 협상의 방향을 오픈 

액세스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올해의 첫 협상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덜란드 대학연합과 출판사와의 협상에서도 중장기적인 오픈 액세스 전환 일정을 합

의하고, 하이브리드 저널에 지불하는 투고료를 구독료 절감에 반영하는 협상을 하였다. 

중장기적인 오픈 액세스 전환에 대하여 일정을 합의하고 대상 학술지를 선정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픈 액세스로 전환할 때 투고료 (APC)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일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하여 협상

을 하되 우리 대학의 추가 할인율을 받아내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료 학술지에 투고한 오픈 액세스 논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부담하는 투고료가 

구독료에서 차감 반영되어야 한다는 Offset arrangement 도 중요한 협상 과정이 된다. 

오픈 액세스로 전환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 협상은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협

상을 위한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ffset arrangement 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유료 학술지의 hybrid 출판 등 서울대학교에서 기여한 출판 논문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통해서 출판사와 

빅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전자저널 구독 협상을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별 컨소시엄이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개별 출판사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협상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컨소시엄의 협상력이 약하다는 것

이 문제인데 서울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통한 빅딜을 적극 추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9.4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대학교에서는 연구처 연구지원 사업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로 논문 출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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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 액세스 확대로 인하여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가 종료되어 연구비 집행이 마감된 

상태에서 논문 게재가 확정되고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연구처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비 오버헤드로 별도의 기금을 준비하여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Harvard 대학교의 HOPE(The Harvard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기금처럼 다른 재원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자 투고료를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면 된

다. 도서관의 구독료 빅딜과 연계하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게

재료를 할인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BioMedCentral (BMC) 등 오픈 액세스 출판

사에서는 회원제를 운영하여 기관별 할인제도와 함께 기관에서 선불하여 연구자의 부담

을 줄여주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9.5 오픈 사이언스/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사업 

서울대학교는 2008 년부터 중앙도서관에서 기관 리포지토리 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처

의 연구실적 관리 시스템(OSOS)과 연계하여 발표 논문 PDF 파일 공개를 확대하고 있

다.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와 함께 연구데이터를 기탁하는 오픈 사이언스 사업도 추가

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사업을 통해 공개하고 연구데

이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와의 협

력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발표 논문의 피인용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

울대학교 혹은 외부기관에 구축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9.6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만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도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는 저비용으로 유통되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 

구조를 고비용 판매 모델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해 근거 중심의 국내 학술지 평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학술지가 제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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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학술지도 오픈 액세스의 원칙을 지키되 출판 

및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국외 학술지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국내 학술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학술지 비용과의 연계 모델을 학계, 출판계, 인터넷 사업자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

다.  

 

9.7 기타 추진 사업 

SCOAP3 는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연구자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학문 분야 중심의 

오픈 액세스 전환 사업이다. SCOAP3 사업은 기존 유료 학술지에 출판되는 논문을 오

픈 액세스로 전환시키는 사례로서 연구자 집단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많은 우려에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오픈 액세스

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가 중심이 되어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의 저널들을 선정하고 출판사와 협상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 년 1 월 발족한 이래, 

한국의 KISTI 등 전세계 47 개국 3,000 여개의 도서관, 연구기금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

가하고 있으며, 현재 90 여 개국, 18,000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SCOAP3 에 참여하고 

있는 저널을 통해 오픈 액세스로 출판한 바 있다. 현재 SCOAP3 는 한국의 KISTI 등 

전세계 47 개국 3000 여개의 도서관, 연구기금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분담금을 계산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배당된 국가 분담 비율은 1.8%(2014-2016), 2.3%(2017-2019)이며 분담금 

총액은 각각 1.3 억원(EUR99,000), 1.63 억원(EUR124,000)이다. 이 금액을 CERN 연구

소에 보내면 출판사는 도서관의 기존 학술지; 구독료 중 해당 저널 구독료를 환불해주

는 방식이다. 2014-2015 년도에는 KISTI 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서울대학교 분담금

은 4,300,000 원으로 통보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환불 받는 

금액은 Elsevier U$2751,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 U$56.49 + US 378.04,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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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 58.3 + EUR21.1 라고 알려졌다.  

서울대학교의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기관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제시된 계산 방법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분담금은 

1,535 만원, 2,007 만원, 1,578 만원 등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는 많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47 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가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우리나라가 국내 사정으로 참여를 거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대학교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참여가 

무산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일방적인 추가 부담이 아니라 투고료 성

격의 분담금을 낸 금액 이상으로 구독료를 환불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는 것이 미숙한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 사업을 담당한 KISTI 의 미숙

한 사업 운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서울대학교의 참여 거부가 합리화 되

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

는데 기여해야 한다. 분담금이 구독료 성격이 아니라 투고료 성격이라면 연구처에서 연

구 지원 성격으로 해석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

대학교 연구처의 입장을 속히 결정해서 SCOAP3 사업을 주관하는 CERN 연구소와 협

조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 오픈 액세스 정책 기획팀 

오픈 액세스 활동은 서울대학교의 연구 활동과 학술논문 출판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

요하다.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처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가 도서관 및 문헌정보 학자들의 관심에만 머물러 있던 시절에는 몇몇 전

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출판 기

업이 주도하는 학술지 가격 인상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되었다. 그 동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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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이 모든 학술지를 구독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힘 만으로는 다국

적 출판사의 영리목적의 가격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연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학술지 가격 인상을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만 가능한 상황이다. 연구자들, 논문의 저자들,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참여하고 있는 서

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교의 교수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도서관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연구처 및 도서관의 강력한 오픈 액세스 활

동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처와 도서관이 협력하는 (가칭) 오픈 

액세스 정책 기획팀이 필요하고 오픈 액세스 추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국제적인 움

직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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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연구결과 출판의 오픈 액세스(전문가 자문) 

Open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Independent advice) 

 

Professor Adam Tickell  

Provost and Vice-Principal, University of Birmingham  

Chair of the Universities UK Open Access Coordination Group 

 

2016년 2월 

 

번역자 주. 

이 문서는 영국의 대학 연합회에서 오픈 액세스 조정사업을 담당하는 버밍검 대학의 Adam 

Tickell 교수의 정책 자문 보고서이다. 오픈 액세스의 배경과 정의, 영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그리

고 영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Finch 보고서 이후로 영국은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의 오픈 액세스가 크게 

진전되었다. 2017년 4월까지 영국 대학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학술지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 20% 정도는 그 어떤 제한 없이 발간 즉시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

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영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추진에 대한 9가지 권고 내용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연구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

에 대학이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2. RCUK는 골드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3. 영국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골드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새로운 출판 조건의 개발을 지원

한다. 

4. 영국 오픈 액세스 정책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5.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매년 모니터 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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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효율성 평가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7.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리포지토리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8.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단행본에 대한 오픈 액세스 사업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

치한다. 

9. 영국 오픈 데이터 포럼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된 작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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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그린OA에 대한 지원 

iv. 단행본에 대한 지원 

v.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조정 

7. 오픈 연구 데이터 

배경 

영국에서의 오픈 연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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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1.1 연구 결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오픈 액세스)은 과학적 연구의 일관성, 엄격성, 투

명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혁신을 자극하고 공공의 참여를 촉

진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영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글로벌 오픈 액

세스와 오픈 데이터의 움직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1.2 2012년에 발표된 Finch 보고서 이후로 영국은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의 오픈 액세

스가 크게 진전되었다. 2017년 4월까지 영국 대학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학술지 논문

을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20% 정도는 그 어떤 제한 없이 발간 

즉시오픈 액세스로 공개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1.3 이러한 성과는 다음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RCUK(Research Councils UK, 영국 연구 위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재정 위

원회(Funding Councils) 또는 주요 자선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오

픈 액세스를 의무화 하고 있다. 

•대학의 기관 리포지토리와 주제 리포지토리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개발, 

•출판사와 학술단체에 의한 새로운 오픈 액세스 모델 개발.  

• 기초 인프라의 개발 

1.4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과 출판사 사이에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런 환경을 감안할 때, 영국에서 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오픈 액세스가 이 정도

로 성장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1.5 영국의 대학들은 현재 적어도 £33,000,000을 오픈 액세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

며 2020년에는 £40,000,000~£83,000,000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대

학에서 현재 논문 출판과 학술지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합은 £168,000,00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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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체QR의 11%) 정도이다.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지출하는 출판 및 구독 비용은 

별도로 £127,000,000으로 집계되었다. 

1.6 오픈 액세스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하이브리드 학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유료 

구독학술지에 투고하면서 개별 논문의 오픈 액세스를 요청하여 발생하는 투고료이다. 

1.7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

국의 정책과 접근 방식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

이 있는데 이들은 제2장에 정리되어 있다. 

1.8 연구 데이터 오픈 액세스는 연구 출판물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오픈 연구 데

이터 협약(The Concordat on Open Research Data)은 2016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

방형 연구 데이터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주요 과학 연구와 공공영역의 이득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비용의 관점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 개방형 연구 데이터 사업을 추

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로 수행된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연구라는 관점과 상충되어 지적 재산

권의 권리 한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권고 내용 요약문 

1. 연구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에 대학이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2. RCUK는 골드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3. 영국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골드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새로운 출판 조건의 개발

을 지원한다. 

4. 영국 오픈 액세스 정책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5.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매년 모니터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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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유지한다. 

6.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효율성 평가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7.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리포지토리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8.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단행본에 대한 오픈 액세스 사업을 위해 소위원

회를 설치한다. 

9. 영국 오픈 데이터 포럼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된 작업을 지원한다. 

 

3. 서론 

3.1 이 문서는 영국 정부의 대학 및 과학부 장관인 Jo Johnson MP의 요청 (2015년7월

22일)에 대하여 Adam Tickell 교수(Provost and Vice-Principal, University of 

Birmingham and Chair of the Universities UK Open Access Coordination Group)의 자

문보고서로 작성되었다. 

3.2 대학 및 과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영국이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오픈 액세스와 오픈 데이터 사업의 목표와 우선 

추진 사업 과제. 

•이러한 목표와 우선 추진 사업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구조에 대한 조정 

3.3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주요 근거와 데

이터는 영국대학협회를 통하여 획득하였고 여러 사람들과 이해 관계자의 조언을 받아 

작성되었다. 

3.4 이 보고서는 단행본의 오픈 액세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이 향후 단행본의 오픈 액세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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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 커뮤니케이션: 배경 및 OA로의 전환 

4.1 영국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연구 우수성 프레

임 워크 2014(the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2014) 보고서와 다른 연구에서도 이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 영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9%에 불과하지만 영국 연구자는 

세계 연구자의 4.1%이고, 논문 다운로드 수로 보면 9.5%, 인용의 11.6%로 영국의 비중

이 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의 15.9 %가 영국에서 생산된 논문이다. 

4.2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영국의 과학 보급과 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지 

시장은 중요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학술지 시장이 주목할만한 

수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들은 매년 £168,000,000를 출판 및 구독 총비용으로 

지출하며, 이 중 £33,000,000는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이 비

용은 주로 대학이 지원하는 자체 연구비, 연구 위원회의 연구비, 자선 단체의 연구비 등 

모든 연구비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3 그 동안 과학 지식의 표현과 전달에 많은 혁신이 있었지만, 학술지 출판의 비즈니

스 모델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학술지에 혁신이 없다는 것이 오픈 액세스 출현의 근본

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4.4 연구 성과물에 대한 비용 장벽과 저작권 장벽이 철폐되어 접근과 재사용에 대한 제

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4.5 오픈 액세스 출판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면 다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 

• 투명성, 개방성 및 책임, 그리고 연구에 대한 공공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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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와 혁신의 긴밀한 연계로, 공공 정책과 서비스가 개선되며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 정보와 지식을 다루고 분석하기 위해 최신 도구와 서비스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고, 

정보와 지식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며,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량의 증가

로 인해 연구 과정 자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연구에 대한 투자 수익, 특히 공적 자금으로부터의 연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4.6 의회가 2004년에 OA 출판으로의 변화를 권장했을 때, 영국은 초기 OA로의 전환

을 시작했다. Wellcome Trust(세계 과학 연구의 두 번째로 큰 자선 연구비 지원기관)는 

2005년 4월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모든 연구물들을OA로 출판할 것을 의무화하기 시

작했다. 

4.7 실제로, OA의 이행에 있어 초기 진행 과정이 더뎠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그들

의 자산과 인지된 이해관계에 대해 방어적이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가지 다른 형

태의 이해관계가 있다: 

•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 이들은 모두 구매와 연구에 대한 컨텐츠를 생산한다. 대체

적으로, 대학 지도자 및 대학의 학자들은 오픈 액세스로부터의 명성과 과학적 이익을 

기대하는 한편, 출판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 위원회, 재정 위원회, Wellcome Trust와 같은 연구비 지원 기관. 영국의 연구비 

지원 기관들은 연구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출판 비용과 광범위한 보급을 기대한다. 

• 상업 출판사 및 학술단체. 영국은 중요출판사 및 학술단체들의 발상지이다. 모두 연

구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

은 중개 활동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일부는 학술 출판의 장기적인 지속 가

능성과 생존에 있어 OA의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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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오픈 액세스 정책 체계의 확립 

4.8 영국의 OA 정책 개발은 Dame Janet Finch 교수의 2012년 보고서를 변화시키는 원

동력을 얻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이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변

화의 결과로 점점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4.9 Finch 보고서는 세 개의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간 여러 관심사의 균형을 잡으려 했

고, 그렇게 함으로써 Finch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골드’와 ‘그린’ OA의 혼합 경제를 제

안했다: 

• '그린'오픈 액세스는 출판사가 엠바고 기간을 부여한 후 기관 또는 주제별 리포지토

리에 업로드 되는 출판물을 말한다. 출판사는 종종 이러한 출판물의 저작권 및 재사용

을 제한한다 

• '골드'오픈 액세스는 전세계 누구나 원문에 대해즉시, 무제한으로 접근 할 수 있으며, 

대신 출판사에 ‘논문 처리 비용’(APC)을 지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4.10 Finch는 그린 오픈 액세스보다 골드 오픈 액세스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투명성과 

책임, 연구 및 연구 결과의 결합, 연구와 혁신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 그리고 연구 과정 

자체에서의 향상된 효율성’과 같은 OA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제공하기에 선호될 것이

라고 결론지었다. 

4.11 오픈 액세스에서는 상당한 'free rider(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오픈 액세스 출판물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정의된다. 구독 출판의 표준 모델이 

만연하는 한, 오픈 액세스 비용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예를 들면, 영국)연구 

집중적인 대학들에 불균형적으로 쏠릴 것이다. Finch는 영국의 오픈 액세스 비용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영국의 리더십은 다른 나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한다. 

4.12 Finch 보고서에 대해 David Willetts는 골드 OA를 향한 일시적인 합의로써 혼합 

경제에 대한 권고내용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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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responses 초기 대응 

4.13 Finch 보고서는 세심하게 균형이 잡혔으나, 전체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일부 주요 

대학들은 상당한 예산 압박에 놓였을 때 골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

할 것이라고 믿었다. 몇몇 학술단체는 그린 오픈 액세스 논문에 대한 12개월의 엠바고 

기간은 물리 및 생명 과학 분야와는 달리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 학술지들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여겼다. 

4.14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 목표(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 결과에 대

한 접근을 확대하는)가 최소한의 난관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 골드 OA에 대한 자금 조달: 연구 위원회는 연구 집중적인 기관들에 재정 부담이 많

이 쏠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연구 집중적인 기관들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자금(연간 약 £22,000,000)은 골드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고 기관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그린 OA에 대한 가변적인 엠바고 기간: 그린 오픈 액세스 출판물에 대한 엠바고 기

간은 학술지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골드 OA와 그린OA의 혼합 경제와 매개 변수의 폭 넓은 승인: 출판사 협회는 만약 

자금을 골드 오픈 액세스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린 오픈 액세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승인된 '의사 결정 체계'를 발표했다. 장관은 2013년 의

사 결정 체계의 채택을 승인했다. 

4.15 연구 위원회와 재정 위원회는 행동의 주요 변화들을 주도하는 오픈 액세스 의무화

를 이행한다: 

• 영국 연구 위원회은 2013년 4월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각 연구위원회의 기존 정

책을 대체하는 수정된 OA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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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고등교육기금

위원회)는 위임된 재정 위원회와 협력하여, 거의 모든 출판물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야 하며, REF(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영국 JISC의 연구평가시스템)에 제출되

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4.16 이러한 의무화는 거의 모든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 성과가 오픈 액세스로 출판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연구 위원회는 골드 오픈 액세스를 선호하는 반면, 재정 위원

회는 골드 오픈 액세스인지 그린 오픈 액세스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4.17 계속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 대학협회는 의장인 Adam Tickell 교수와 

함께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을 소집하기 위한 David Willetts의 요청을 승인

했다. 이 그룹은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2014년 5월에 설립되었다.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분야에서 오픈 액세스 구현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의 구축 및 해석 

•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관련 연구 및 활동 조정 

• 근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연구를 위임 

• 오픈 액세스 구현의 방향 및 정책에 대한 조언 

• 오픈 액세스 인프라의 조정 및 개발에 대한 조언 

 

5. 영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진행 현황 

5.1 Finch 보고서 이후 영국에서는 OA로의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영국은 다

른 어떤 나라보다 다가가기 쉬운 과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개별 기관의 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비 지원 기관(특히 Wellcome Trust, 연구위원회와 EU의 FP7 파일럿 

'OpenAire')들의 지원으로, 영국 출판물의 약19%는 현재 골드 오픈 액세스 형태로 출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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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당한 QR 소득을 가진 모든 영국 대학들은 그린 오픈 액세스 출판물을 선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관 리포지토리를 개발했고, 거의 모든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는 2017

년까지 적어도 이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Finch보고서가 발표된 후, 리포지토리와 기탁

된 논문에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 2014년, 영국 대학 리포지토리로부터 600만 편의 논

문이 다운로드 되었다. 

 

그림1 : 요청된 논문 수 및 영국기관 리포지토리의증가(2012-2015) 

 

 

5.3 OA를 통해 연구 지식 보급을 지원하는 또 다른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Access to Research UK’공공 도서관 활동: 출판사는 206개의 지방 자치 단체 사람

들에게 학술지에 대한무료 액세스를 제공한다. 이는 공공 도서관을 통해 영국 대중들이 

1,000만 편 이상의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의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사서들에 의해 이 활동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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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OA-only 학술지의 탄생: 이들은 파괴적인 혁신자, 오랜 상업 출판사, 학술

단체, 연구비 지원 기관들에 의해 설정된다. 2012년 말 출시된 eLife는 생명과학 및 생

물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춘 피어 리뷰된 오픈 액세스 전용 과학 학술지의 새로운 온라

인 형태의 예시이다,  

• OA 인프라의 개발 및 투자: Jisc에 의해 영국에서 조정되고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골드 및 그린 오픈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 구독료에 대한 골드 OA 비용의 Off-setting: 출판사들이 골드 오픈 액세스비용을 

지불하는 대학들의 구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offset상품' 개발에는 약간의 제한

된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IOP 출판사(물리학 연구소의 상업적인 부문)는21개의 참

여 대학들이 그들의 구독 및 라이선스 비용으로 APC의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

는 3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Offsetting에 관한 내용은 6.22-6.23 문

단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5.4 그러나, 총 비용이 연구 집중적인 대학에서 특히 높다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

제들이 남아있다. (6.18-6.25 문단 참조) 

 

6. 이슈와 과제 

6.1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위한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은 크게 5개의 제목 

아래에 요약 될 수 있다. 

ⅰ. 출판 시장에 대한 고려 사항 

ⅱ. 골드 OA에 대한 지원 

ⅲ. 그린OA에 대한 지원 

ⅳ. 단행본에 대한 지원 

ⅴ.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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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판 시장에 대한 고려 사항 

6.2 오픈 액세스를 향한 여정은 개발 중에 있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많은 이해 관계

자들은 현재 학술지시장이 최적으로 작동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술지에 대한접근 및 골드 OA 비용과 관련하여. 영국과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의 이러한 우려는 유럽 연구 대학 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의 강

력한 입장에 의해 증명 된다. 

6.3 대체적으로, 원숙한 최적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낮은 수준의 시장 집중도 

• 낮은 진입 장벽 

• 분산된 구매자 파워 

• 강력한 고객 지원 

6.4 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효율성, 생산성 및 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짧게 순차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 낮은 수준의 시장 집중도 

6.5 학술지 시장에는 연구 결과가 어디로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관해 저자와 연구비 지

원 기관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많은 학술지와 출판사가 있다. 

6.6 그러나, 학술지 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출판사에 의해 지배된다. 그 근거로 구독료 

및 APC의 대부분이 소수의 출판사에 지불되고 있으며, 학술지 시장은 시장 집중도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다소 저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6.7 그림2는 2014년 영국 대학들이 가장 큰 10개의 출판사로 지불한 총 £94,000,000의 

학술지 구독 비용 견적을 보여준다. 데이터는 연방정보공개법(FOI Act)에 따라 수집되

었고, 모든 대학이 매년 응답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보다 총 비용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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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혔을 수도 있다. 가장 큰 4개의 출판사들은 구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8 APC에 관한 영국 대학의 지출은 비슷한 패턴(그림 3)을 보인다. 차트에서, 

PLoS(the Public Library of Science)가 유일한 오픈 액세스 출판사인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 데이터는 JISC에 의해 수행된 표본 조사로부터 도출되었고, 총 비용이 너무 

적게 잡혔다. 이와 별도로, 이 작업을 위탁한 연구는 2015년 APC에 대한 현재 총 비용

이 £33,000,000 정도라고 추정한다. 

 

그림 2: 영국 155개 기관이 가장 큰 10개의 출판사로 지불하는 구독 비용(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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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본 기관이 출판사에 지불한 골드 OA 비용 (2015) 

 

 

6.9 이러한 집중에 대해 단순히 출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학자들은 높은 지

위의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인용 사례, 프로모션 과정, 연구

평가시스템인 REF와 연구비 지원 기관에 의해 피어 리뷰된 학술지를 고려해 논문을 출

판하기를 선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명성'은 효과적인 학술지 시장 운영을 방해하며 

비용의 위험신호를 축소시킨다. 효과적인 시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에 대한 인식 

및 특정 학술지 제목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어야 한다. 

Recommendation: 대학들이 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에 서명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 지표는 특정 출판경로에 의한 시장에서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의 평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연구지표 공급자는 그들을 적

절하게 사용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낮은 진입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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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잘 작동하는 출판 시장은 또한 새로운 공급자(출판사)를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진

입 장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급자는 실패 할 수 있어야 한다. 

6.11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안정된 출판사 일지라도, 시장 진입에 높은 장벽이 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OA 전용, 디지털 전용 출판사이다. 구독 출판사는 포괄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다. 연구자가 학술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비용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

만, 브랜드 평판은 새로운 시장 진입을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6.12 그러나, e-Life와Nature Communications 같은 학술지, PLoS와 Hindawi 같은 오

픈 액세스 출판사의 기여도와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영향력을 가지며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 방법 및 비

즈니스 모델을 받아 들일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학술지 시장의 새로운 참가자들이 

현재의 출판사에 대안을 제공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경쟁적으로 작동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과 대학이 이러한 개발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학술지를 선

택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요인과 장벽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분산된 구매자 파워 

6.13 학술지 시장은 국제적이지만,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도서관 컨소시엄 내 포럼에

서 학술지 출판사와의 협상에 있어 구매자들간의 국제적 협력은 없다. 영국은 네덜란드

로부터 배울 수 있고, 적절한 기회가 발생할 경우 협조 할 수 있다. 

 

• 강력한 고객 지원 

6.14 현재, 연구자들은 소비자로서 권한을 가지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연구비 지원 기관 정책 내에서). RCUK은전체적인 연구 자금을 삭감한 OA에 

대해정액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는 골드 OA의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이며, 연구 커뮤니티에 의해 널리 지원된다. 그것은 출판비용이 연구 총 비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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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연구 위원회는 계속해서 골드 오픈 액세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언급한 다른 방법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6.15 골드 OA 비용에 대한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연구비 지

원 기관이 제기한 몇 가지 우려가 있다. 특히 Wellcome Trus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연구자와 그들의 소속기관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 비용

을 부과하는 모든 출판사들은 여전히 좀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

리의 OA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더 비싼 방법인 하이브리드 OA 옵션을 제공하는 출판

사들 사이에서 특히 만연해 있다." 

6.16 서비스제공의 품질 및 원조의 투명성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명확성을 지원

하기 위해, 관련 이해 관계자 그룹은 각 참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작업을 함께 

계속해야 한다. 

Recommendation: 출판사와 구매자들은 골드 오픈 액세스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기준

에 동의해야 한다.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지원은 활동에 좋은 자극을 줄 것이다. 

6.17 위의 각 권고 내용에 따라,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모니터 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위탁한다. 특히 여기에는 개발도상국 시장 

상황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OA로의 전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장 할 수 있다. 

Recommendation: 더 효과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메커니즘의 영향

(off-setting 계약과 같은) 및 자발적인 사례와 행동 강령의 이행은 3년 동안 검토되어

야 하고, 그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1년 그리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

트되는 진행사항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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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골드 OA에 대한 지원 

6.18 영국에서는 오픈 액세스의 장점에 대한 다양한 합의가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골드 OA와 관련하여 특히 심각하다. 이 보고서에 대한 연구는 구독 

비용에 상응하는 감소 없이, 골드 OA를 구입하는 평균 비용의 지속적이고 가파른 증가

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출판의 총 비용은 Finch 보고서에서 예상된 것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구독을 기반으로 하지만 골드 모델로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추

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학술지의 성장의 결과이다. 

6.19 출판사와 학술 단체들은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i)하이브리드 학술지는 국제적인 

고객들이 구독을 취소하는 많은 개별 골드 논문들을 출판하지만, 골드 논문으로부터의 

소득은 손실 소득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ii) 새로운 오픈 액세스 학술지

는 기존의 구독 학술지와 하이브리드 학술지를 대체할 것이다. 극한에서는 일부 학술지

를 종료하고 계속 접근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추

가 연구는 개별 출판사 및 학술 단체와 관련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OA 의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6.20 대학은 골드 오픈 액세스에 대한 선호도가 국가 및 기관의 연구 예산에 부담을 주

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 보고서를 위해 요청된 모델링은 골드 OA 비용이2014년 

£33,000,000에서 2020년 £40,000,000~£83,000,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시사한다. 

6.21 두 개의 다른 비용들 사이의 상호 작용 및 현지의 거래를 더하는 복잡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OA로의 전환을 위한 잠재적인 비용의 추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출판사에 지불한 총 금액을 고려할 때(구독료 및 APC 결합), 우리는 

2014년 £168,000,000에서 2020년 £185,000,000~£244,000,000으로 대학의 총 비용의 

잠재적인 상승을 추정할 수 있다.(다음 페이지의 그림 4 참조) 

6.2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APC가 하이브리드 학술지의 구독 비용

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Offsetting 거래는 아직 개발 중이며, 이를 마무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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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비 지원 기관과 출판사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2015년 12월, Elsevier와 네덜란드 

대학 사이에 발표된 원칙적 합의는 국가 수준의 offset 방식으로, 영국을 모방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6.23 또 다른 방법은 구독 비용에서 상쇄시킬 것이 없는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골드 오

픈 액세스자금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는 공적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출판 협회와 Elsevier를 만났으나, 나는 주요 출판사들

이 이러한 변화를 찾으려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림 4: 출판사로 지불되는 전체 비용의 추정치(골드 OA와 구독 비용을 통한) 

 

 

6.24 영국의 "골드 OA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 선호도"가 연구자의 의사 결정 기구를 제

한하고, 이에 따라 골드 OA 출판 시장 내에서 가격 차별화를 제한할 수 있다. 관찰자

는 다양한 APC 가격과 그들의 일반적인 거버넌스는 APC 가격이 논문을 생산하는 실

제 비용을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장이 증명할만한 의견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

다. 

Recommendation: 영국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유연성은 논문을 어디서 어떻게 출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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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해 연구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 또한 오픈 액세스에서의 영국의 강

한 리더쉽을 유지하고 공공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것을 유

념해야 한다. 현재 영국의 ‘골드’를 위한 ‘강력한 정책 선호도’는 ‘골드를 위한 선호도’로 

유용하게 변화될 수 있다. 

6.25 오픈 액세스에 대한 연구비 지원 기관 정책간의 조화에 의해 이러한 변화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RCUK와 HEFCE는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를 ‘오픈’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commendation: 예를 들어, 재정 관리, 정책 준수,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요구사항과 

같은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그 효율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적, 본질적으로 

세분화된 효율성 포럼 하위 그룹을 소집한다. 멤버쉽: JISC(선례, 사무국); 지명된 출판

사; 지명된 기관; 연구비 지원 기관, 주요 인프라 제공 기관, Max Planck 디지털 도서

관(독일)의 세계 대표, 연구 도서관 협회(미국과 캐나다)  

 

iii. 그린OA에 대한 지원 

6.26 기관 및 주제 리포지토리의 광범위한 성장은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에 대한 접근

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의 충족을 위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커

니즘이다. 또한 다양한 학부, 대학, 연구비 지원 기관 및 출판사와 함께, 합의에 도달하

는 메커니즘이다. 

6.27 그러나, 그린 OA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필수적이고, 리포지토리에서 눈에 띄는 

성장이 있었을지라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리포지토리 내 기탁물들은 영구적이며, 접근 가능하다고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

료를 큐레이팅(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

하는 것은 어렵고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리포지토리가 추진력을 얻을 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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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길을 잃을 수 있다. 

• 그린 오픈 액세스 출판물은 때때로 엠바고를 가지거나 저작권에 제한을 받는다. 이

념주의자들은 그것을 오픈 액세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긴 시간이 지나 명확해진 후, 

전체적인 재사용을 허용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리포지토리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그들의 상호운용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 중 문헌 

및 기타 회색 문헌들을 포함한 연구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한

다; 출판물 그리고 관련된 연구 데이터 사이의 관련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보존 서

비스를 위한 메커니즘;. 

6.28 따라서 영국 도서관, 영국 연구 도서관과 영국 국립 및 대학 도서관 협회

(SCONUL)는 오픈 액세스 출판물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영구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하

고 디지털 자산의 장기간 큐레이션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에 관해 적절

한 지원과 함께 조언하며, 소집되기를 권고 된다. 영국 대학 그룹이 이미 많은 이해 관

계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를 지원할 것이다. 

Recommendation: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영구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

하고 디지털 자산의 장기간 큐레이션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에 관해 조

언하기 위해 리포지토리 하위 그룹을 소집한다. 멤버쉽: 영국 도서관, 영국 연구 도서관 

영국과 SCONUL 소집. 

 

iv. 단행본에 대한 지원 

6.29 오픈 액세스 단행본에 대해 해결해야 할 목표가 남아 있으며 이는 오픈 사이언스

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OA 정책 이행에 관한 RCUK의 리뷰에

서 권장하는 대로, 이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Recommendation: 우선 먼저, 정보 공유/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오픈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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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하위 그룹을 소집하고, 그 이후 OA 단행본에 대해 조언하거나 진전을 도울 것

이다. 회원: 고유의 의장, Jisc, Wellcome Trust, HEFCE, ARMA, 영국 도서관과 UUK에 

의해 소집된 기관. 

 

v.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조정 

6.30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재정 및 정책에 대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음을 문단 

4.7에서 언급하였다. Finch 보고서의 발간 이후, 영국이 오픈 액세스 권한 위임의 구현

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묵인된 상태였다. 학회 출판사, 대학 및 독

립 연구 기관의 연구자, 연구비 지원 기관은 활발한 연구 생태계의 공생 관계에 있다. 

또한, 영국은 고용과 비용의 균형에 이익이 되는 많은 세계 유수의 출판사와 학술지들

의 발생지이다.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의 가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논쟁 거리들을 협력

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6.31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초기 시점을 기

반으로 한다. 이는 집중적인 작업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국 

대학 오픈 액세스 조정 그룹은 OA로의 전환을 모니터링하는 연간 업무와 함께, 이 문

서에서 권장하는 Task-and-Finish 그룹을 소집하고, OA 진행 보고서를 기꺼이 매년 

BIS 장관에게 보고 할 것이다. 

 

7. 오픈 연구 데이터 

배경 

7.1 연구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는 오픈 사이언스 의제의 논리적인 진화이며, OA를 

뒷받침하고 지원한다. Royal Society는 2012년에 논의된 대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더 지능적인 개방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필요로 한다. 영국은 이미 일반

적인 오픈 데이터에 관해 많은 국제적 약속을 해왔다. 예를 들어 G8(캐나다, 프랑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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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은 오픈 데이터는 발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

고, 평가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하며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상호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7.2 데이터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그들은 설명을 위한 메타 데이터(데이

터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 학술지논문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직전이다: 모든 과학 문헌과 데이터는 온라인 형태여야 하며, 이들은 

상호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7.3 이러한 강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공적인 개발은 다음으로부터 가능하다:(1)데이터

가 비공개일 때 연구 문화와 별도로 변화;(2)유용한 데이터 전달 및 협력의 새로운 방

법에 대한 신용을 주기 위해 연구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을 확대;(3)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공통 표준 개발; (4)출판된 과학 논문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공개를 의무화; (5)과

학자들이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집단을 강화; 

(6)데이터셋의 생성 및 개발을 단순화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구의 개발 및 사용. 

7.4 전문가에게 공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과제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모

든 데이터를 오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큰 과제이다. 예를 들어, 과학 커

뮤니티에서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일반 사용자에게 적합한 것

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영국에서의 오픈 연구 데이터 

7.5 영국 내에서, 오픈 연구 데이터는 독자적인 의장과 함께 모든 주요 참가 조직들을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 그룹인 영국 오픈 데이터 포럼에 의해 조정된다. 

7.6 영국은 오픈 연구 데이터의 관점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다. 특히, 기관의 책임을 강조

한 EPSRC에 의해 정해진 정책 체계와 접근 방식은 다른 연구비 지원 기관에 의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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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고 있다. 다른 나라, 특히 네덜란드는 이 분야에서 점점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영

국 오픈 데이터 포럼을 통한 미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인다. 

7.7 데이터를 개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는 분야별 리

포지토리, 기관 리포지토리, 공유 서비스, 그리고 공공 및 상업 클라우드 기반의 제안과 

같이 현재 개발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다양성은 강점으로 작용하며, 영

국은 중앙 집중식 모델보다는 "데이터 생태계" 방식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

해야 한다. 

7.8 오픈 데이터 운동은 조기 발전을 이루었다.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 준수 메

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데이터 구성은 빠르게 움직이고 상대적으

로 미성숙하다(예를 들어, 주요 공유 플랫폼은 2012년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고 진화하는 동안'모범 사례'를 추정할 수 없는 분야에서 향후 인프라를 

계획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7.9 현재의 중요 쟁점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오픈 연구 데이터 협약(Concordat on 

Open Research Data)의 개발이다. 협약은 다른 조직과 학술 커뮤니티가 오픈 연구 데

이터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수준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7.10 영국 오픈 데이터 포럼은 오픈 연구 데이터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조정하

기 위해 국가 인프라 로드맵을 설정한다. 2016년 여름까지 영국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만

들 것이다. 

7.11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데이터 큐레이션쉽과 선택: 의사 결정 트리 접근 방식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보다 기관 및 연구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 될 것이다; 품질, 유

용성, 중요성을 기반으로. 

•비용: 연구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는 연구 총 비용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투자되어야 한다; 공적 자금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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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은 기꺼이 데이터를 오픈하기 위해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기꺼이 지원할 

것이다. 

•데이터셋의 재사용에 대한 인식 및 인용/속성: 연구 출판물들은 적절한 위치에서 동

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 지적 재산권: 영국 납세자와 산업 공동 투자자는 투자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데이터출판에 있어 지연이 필요할 수 있다. 

7.12 영국 오픈 데이터 포럼은 더 공식적인/공공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위

치에 있으며, 협약의 출판은 명확한 권한을 통해 이를 자극하는 좋은 기회이다. 포럼은 

앞으로 합의 결과의 전진을 추진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그룹으로 발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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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Global Research Council (GRC: 글로벌 연구위원회) 

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 실천 계획 

 

Global Research Council. Action Plan towards Open Access to Publications2013 May 

27-29, 2013. 

 

http://www.globalresearchcouncil.org/sites/default/files/pdfs/grc_action_plan_open_access%20FIN

AL.pdf 

 

번역자 주: 

 

 이 문서는 2013 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연구위원회(Global Research Council: GRC)

의 선언문입니다. 

 이 문서에서 GRC 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14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이 앞장서서 오픈 액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각 

대학 등 연구기관, 학술 단체, 도서관, 출판사 등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재단의 

오픈 액세스 정책은 이 문서를 참고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도 GRC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GRC 는 2012 년 미국의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서 G-20 국가와 OECD 국가 총 

50 개국이 참가하여 창설된 회의입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의 대표자들이 매년 

모이는 회의로서 한국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3 년은 독일 베를린, 2014 년에는 중국 북경, 2015 년은 일본 동경에서 2016 년은 인도 뉴델

리에서 개최예정입니다. 전세계가 함께 모이는 회의와 지역별 모임이 있는대 2013 년 아시아태

평양 회의를 한국이 주최를 하여 제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http://www.globalresearchcouncil.org/ 

 

2013년 5월 27-29일, 베를린/독일 제 2차 GRC 회의 승인 

 

이 문서는 글로벌 연구위원회 (GRC)의 참가자들이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 

할 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하

는 것이 전세계의 연구자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연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선 오픈 액세스의 개념과 이점을 요약하였고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공통적인 원칙 및 실천 계획의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

http://www.globalresearchcouncil.org/sites/default/files/pdfs/grc_action_plan_open_access%20FINAL.pdf
http://www.globalresearchcouncil.org/sites/default/files/pdfs/grc_action_plan_open_access%20FINAL.pdf
http://www.globalresearchcouncil.org/


부록 1.2. GRC action plan  

 페이지 2 / 10 

다. 본 실천 계획 제안의 목표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오픈 액세스를 촉

진하고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이들 실천 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실천 계획은 GRC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 다양한 관점 및 역할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GRC 에 참여한 연구비 지원기관들은 아래의 실천 계획 

중 어떤 항목이 해당 기관의 역할에 적절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문 

오픈 액세스는 연구의 품질과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GRC 는 본 선

언문에 담긴 오픈 액세스 실천 계획을 승인하며 이 실천 계획이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GRC 본 실천 계획이 실행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I. 미션 

인터넷의 출현은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이다 그 결과를 출판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변

화를 초래하였다. 다양한 형식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과학적, 학문적, 사회

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오픈 액세스가 필수 조건이다. 오픈 액세스라 함은 연구 정보를 

법적 기술적 또는 재정적 장벽없이 온라인으로 액세스 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와 권리 보유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방식으로, 창

작물이 재사용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분석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 액세스는 

공동 연구와 지식의 교환을 필요로 하는 연구 특히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

가 주요 대상이다. 개인 정보 보호, 기업 비밀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오픈 액세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픈 액세스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도움이 된다.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속도와 효율성을 증대하며, 연구 정보의 전산 처리, 전세계 연구자들 간의 공동 

연구와 지식 교환을 촉진하여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저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에게 이익이 된다. 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사회적 관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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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익이다. 즉, 환자의 치료, 정치와 의사 결정, 기업가의 기업활동, 언론 활동 등 사

회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즉 연구로 얻은 지식이 공개된다는 것은 대학 

캠퍼스나 연구 기관의 벽을 넘어서 지식이 전달된다는 것이며 그 가치는 대단한 것이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변화’와 ‘오픈 액세스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득’, 그리

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연구위원회 (GRC)의 목표를 구현’ 하기 위해서 GRC

는 다음과 같이 오픈 액세스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실천 계획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이 학술 저널에 제출하는 논문 이외에도 단행본, 연구 데이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형식의 연구 실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GRC 의 첫 번째 실행 계획은 학술 저널에 수록하는 연구 논

문의 오픈 액세스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다. 

 

II. 오픈 액세스 전환의 기본 원칙 

글로벌 연구위원회에 참여하는 전세계 연구비 지원 기관들은 오픈 액세스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원칙에 동의하였다. 

1. 각 나라의 연구비 지원기관은 공적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오픈 액세스를 권장하기로 한다. 이는 공공 투자의 투자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며 이 원칙은 우선 저널 논문에 적용한다. 

2. 각 나라의 연구비 지원기관은오픈 액세스에 대한 연구비 수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기관의 책무라고 인정한다. 즉 오픈 액세스의 중

요성과 이득 그리고 오픈 액세스의 다양한 방식을 연구자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교육하

는 역할을 하기로 한다. 

3. 각 나라의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비 수혜자의 연구 결과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

도록 적극 지원한다. 즉, ‘오픈 액세스 정책’, ‘저작권 개념 확산’, ‘오픈 액세스 관련 연구

비 지원’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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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수립된 개별 정책은 정기적인 재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되도록 한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III. 오픈 액세스 실천 환경에 대한 고려 

오픈 액세스의 실천 계획은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

넷 환경에 따라 정보의 제공과 전달에서 다른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 

- 오픈 액세스는 정보전산(ICT)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CT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보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기 

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전파하는 것보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오픈 액세스가 특히 도움이 된다. 오픈 액세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환경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컨소시엄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규모에 맞는 유료 구독의 확대를 통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

을 개선하여야 한다. 

- 저자들에게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출판 

비용의 증가가 오픈 액세스를 통한 논문 발표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학술단체와 연구자 단체, 출판사의 경영 환경, 연구비와 출판비 지원 체계가 나라마

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를 구현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오픈 액세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표준화가 중요하고 학문 분야

마다 서로 다른 특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실천 계획은 다양한 환경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

다. 세계 각 지역, 국가 그리고 연구비 지원기관들이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실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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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따라주기를 기대한다.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오픈 액세스의 목적을 구현하

는데 적절한 실천이 경주되기를 기대한다. 

 

IV. 오픈 액세스 실천 계획 제안 

오픈 액세스를 위한 실천 계획은 연구비 지원기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자, 대

학, 연구기관, 도서관, 출판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로 협력함으로써 오픈 액세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익을 공

유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오픈 액세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술 논문 출판에는 이미 상당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직접 구독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혹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독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공적 

영역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지불되던 

기존의 구독료가 오픈 액세스 환경으로 변환되면서 저자의 출판 비용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이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 계획의 주요 원칙과 목적은 간단하다: (a)오픈 액세스 저널의 출판을 지원하고 장

려한다. (b)오픈 액세스기관과 저자 개인의 리포지토리를 지원하고 장려한다. (c) 리포지

토리의 개설과 공유를 장려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유와 재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작권 등의 절차가 잘 정리되어야 한다. 아래에 열거하는 사업들은 GRC 에서 모

든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 컨소시엄 그리고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즉 social media 등을 통한 학술정보 교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오픈 액세스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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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 제고 

많은 연구자 오픈 액세스로 연구 결과를 제공 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에

서 거부감을 갖는다. 즉,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하지 않을까? 지적 재산권의 침해

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표절시비가 생기지 않을까? 기관/주제 리포지토리와 그 절차

에 대한 생소함, 그리고 오픈 액세스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걱정들은 동료 연구자가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오픈 액세스의 장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이점을 보여주는 노

력이 필요하다.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홍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Action 2: 연구자가 오픈 액세스로논문을 발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문서화 

연구자의 실적은 주로 발표한 논문으로 축적되며, 그 연구 결과를 오픈 액세스로 발표

하도록 유도하는 장려와 보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즉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공

개하는 방법으로, 오픈 액세스로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평가 항목으로 이용하고 

오픈 액세스로 발표할 때까지 연구비 지급을 유보하기도 한다. 

연구비 지원기관들이 오픈 액세스 출판과 연구비 지급을 연계하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문서화되어야한다. 오픈 액세스와 연구비 지급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연구비의 지급을 

연기하는 수도 있고 평가에 적용하는 등 다양하지만 연구자에게 매우 강력한 권고가 되

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범 사례 수집 등 GRC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 할 수 있

다. 

 

Action 3: 특히 개발 도상국의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인식 제고 워크샵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연구자와 사서들은 오픈 액세스 저널과 이들 논문을 이용하는 

방법, 이들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기관 리포지토리를 만들고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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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알지 못한다. GRC 참여 기관에서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문제를 교육 

홍보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다. 

 

2. 홍보 및 오픈 액세스 지원 

Action 4: 출판사가 오픈 액세스 모델을 확대 개발하도록 지원 

오픈 액세스를 실천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이들을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추가 개발과 실험은 여전히 필요하다. 연구비 지원

기관은 새로운 오픈 액세스 모델을 논의하고 시험하는 등 출판사의 활동을 지원할 의향

이 있다. 출판사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 및 이익, 손실에 대한 투명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Action 5: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를 위한 통합 자금 흐름 개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비용을 연구비 지원 기관 단독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 현재 

도서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독 예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독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오픈 액세스 투고 비용으로 전환하도

록 조정하고 이러한 자금을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등과 함께 예산 변화를 효율화하

도록 협력해야 한다 

 

Action 6: 오픈 액세스의 경제성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비 지원 기관은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의 투명성, 정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보장하

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출판 비용을 부담

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연구자, 또는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학문 분야나 개인 연구자

가 출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Action 7: 학술단체 출판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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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있는 저널의 상당수는 학술단체가 발행을 한다. 이들 저널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 

소속 직원과 연구자의 자원 봉사로 출판을 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다. 연구비 지원 기관은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술단체 출판 저널이 

효과적으로 오픈 액세스로 전환되도록 할 뿐 아니라 해당 학문 분야의 최고 저널이 되

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ction 8: 연구비 지원 정책과 저작권 규정을 통한 개인 리포지토리 구축 지원 

오픈 액세스 논문을 저장하는 리포지토리는 간혹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

을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저자가 개인 리포지토리 구축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연

구비 지원 기관은 저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개인 리포지토리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저작권 제

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저자의 권리를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Action 9: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 활성화를 위한 출판사와의 협상 

연구비 지원 기관은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 기탁의 허용 여부에 대한 조건을 출판사

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와 연구비지원 기관의 협상이 일관성을 갖게 되도록 연

구비 지원기관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다. 

 

Action 10: 오픈 액세스 논문의 증가를 보상하는 구독료 조정을 위해 출판사와 협력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자가 부담하는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

원하고 있다. 출판비용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출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

가로 지원하거나, 기관에서 공제하는 간접비에서 출판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 중에서 아직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할 것을 

권한다. 지원받는 연구비의 종류나 다양한 이유로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출판 비용의 청구와 결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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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은 출판사와 협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 대학 도서관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학과 대학 도서관 담당자가 비용의 결제 절차나 비용 분

담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연구자와 출판 

관련 기관은 오픈 액세스 출판의 취약 분야인 연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Action 11: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논문이 효율적으로 검색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메커니

즘 개발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는 운영 기관의 소중한 자산이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리포지

토리 구축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기관 능력 배양 사업(capacity 

building)으로 평가될 필요가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리포지토리는 모두에게 공개되고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리포지토리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

율적인 표준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비 지원기관은 리포지토리의 추

가 개발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포지토리 운영기관과협력해야 한다. 단순 

검색 뿐 아니라 의미론적 검색도 적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Action 12: 연구 논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오픈 액세스나 구독 저널에 발표되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얼마나 좋은 논문인가 하는 영향력 평가가 더 중요하다. 논문이 공개되

면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가 가능해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소셜 네트워크 또는 

다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기반으로하는 방법과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지고 논문의 품질 및 연구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연구비 지원기관들은 

학술집단 및 연구 집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논문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모

색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구와 출판물의 품질 평가가 강화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개발되고 이러한 지표는 결과적으로 오픈 액세스로 공개된 출판물이 더 좋

은 평가를 받게 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Action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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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 액세스 활동에 대한 평가 

Action 13: GRC의 오픈 액세스 지원 활동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 

GRC 의 오픈 액세스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평가하려면 단지 오픈 액세스연구 

정보의 양적 팽창을 축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오픈 액세스가 얼마나 연구 

성장에 기여하고 국민/국가/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 환경 조성에 얼마나 기여하였

는가를 측정해야 한다. 

- 연구비 지원 기관은 출판사와 함께 리포지토리 뿐 아니라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논문의 실제 수를 평가하고 나아가 연구비지원기관의 평가 정책에 합당한 방식

으로 연구 결과물을 측정하는 수준까지 정교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오픈 액세스가 연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는 특정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 

- 개발 도상국 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연구비 지원 기관은 오픈 액세스가 연구의 생

산성뿐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를 권장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은 오픈 액세스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때 GRC 웹 사이트를 통

해서 공유되고 검증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Action 14: Action plan의 적용 및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평가 

위에서 설명한 action plan 을 실천하고 오픈 액세스를 추진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노

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와 점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행동과 그로 인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GRC 의 국제 운영위원회 (ISC: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되기 바란다. 향후 지역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노력과 활

동들이 검토되고 개선되기를 바란다. 

 

글로벌 연구위원회 

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향한 실천 계획 

2013년 5월 29일, 베를린 / 독일 –GRC 제 2 차 세계 회의 중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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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Disrupting the subscription journals’ business model 

for the necessary large-scale transformation to open access  

오픈 액세스로의 필연적인 대규모 전환을 위한 구독 학술지 비즈니

스 모델의 붕괴 

 

A Max Planck Digital Library Open Access Policy White Paper   

Published: 28 April 2015  

 

http://hdl.handle.net/11858/00-001M-0000-0026-C274-7 

 

번역자 주: 

2015년에 발표된 이 문서는 기존 유료 구독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

거와 방법, 재정 계획 추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OA2020의 근거 문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이

나 정치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출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는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SCOAP3 와 같은 성공 사례가 있는 반면 각 도서관에서 경험하는 구독료 인

상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offsetting 모델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Offsetting 모델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저널의 이중 지불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학술지의 출판 원가를 계산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의 출판 원가는 이들 저널이 오픈 액세스로 변환했을 

때 APC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술지 출판 원가가 계산되면 현재 

전세계에서 발표하는 논문 수를 국가별로 구분 산출해서 오픈 액세스 전환 시 부담해야 하는 

출판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출판사와 전환 협상을 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본 논문은 과학 구독 학술지의 현재 자료(corpus)들의 오픈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로의 

대규모 전환에 대한 확실하고, 사실에 기반한 사례를 설명한다. 기존 지불 흐름이 대규

모 구조 조정을 겪는 반면, 충분히 테스트된 기능을 갖춘 기존 저널들은 21세기 연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존속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오픈 액세스 출판을 향한 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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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려에는 충분한 추진력이 있다. 명확한 목표를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기존 계획들

은 조정되어야 한다. 연구의 국제적인 특성은 이러한 전환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연

구 기관의 합의를 통해서만 진정 세계적인 규모로 달성될 것임을 나타낸다. 모든 자료

를 토대로 볼 때 연구 출판 시스템에 이미 투자된 자금이 미래에 지속 가능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충분하다. 학술지 구독 시스템에서 현재 묶여있는 자금은 빼내야 하고 

오픈 액세스 출판 서비스를 위한 목적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도서관 취득 예산은 재정 및 기타 위험 없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보고(reservoir)이다. 이것의 목표는 필요한 결제 흐름을 재정립하고 재구성하면서, 여전

히 연구자들이 요청하고,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확립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붕괴함으로써 학술지 출판의 생존력은 보존될 수 있으며, 미래의 

학술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1. Introduction  

최근 오픈 액세스의 혼잡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픈 액세스 논문은 과학 출판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 분야이며, 13%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했다(심지어 핀치 보고서에 따른 영

국의 장려의 결과로 빠르게 성장 중인 하이브리드 구성요소를 계산하지 않고). 

불과 몇 년 사이에 PLoS One은 출판하는 논문 수와 끌어들이고 있는 인용 모두에서 

세계 최대의 학술지가 되었다. 

 오늘날 새로운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일 경우에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출판

사들 사이에서 자명한 이치이다; 만약 새로운 학술지가 구독 위치에 놓인다면, 새로운 

학술지에는 진정한 미래가 없다. 오픈 액세스가 학술지 구독 요소로부터 출판 점유율을 

깎아내릴지라도, 이러한 경향은 구독료를 오픈 액세스 비용으로 변화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의 도서관에서 물가인상률 이상의 연간 가격 상승을 얻기 위해 계속

되고 있는 지속적인 구독 시스템에 오픈 액세스 출판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제

공된다. 구독료 예산이 출판 서비스를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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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 가속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만약 도서관 취득 예산이 시스템의 현재 두 개의 갈래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종합적인 오픈 액세스 출판 시스템으로의 마지

막 돌파구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후원 연구자(patron researchers)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것은 유료 액세스 시스템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과된 결핍과 한계의 제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21세기 출판 시스템으로의 진화에 있

어 다음, 아마도 최종 라운드는 현존하는 구독 학술지의 순수 오픈 액세스 모델로의 전

환이어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 취득 자금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PC보다 더 

계층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출판 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구독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로의 대규모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이 전환은 오직 동등하게 도서관 인수 예산의 대규모 전

환 또는 자유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구독 시스템에 매년 쓰이는 돈이 이미 

이것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본원칙들은 출판 체제가 디지

털 시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출판사와 사서들 모두가 그들의 역할을 재정의하

고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수년에 걸친 우려와 걱정 끝에, 최신

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체제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대규모 전

환을 통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2. Important but limited initiatives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활동 

 오픈 액세스 논의의 시작부터 다양한 활동이 학술 출판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

들은 모두 그 범위와 영향이 한정되어 있다. 모델과 영감으로써 ‘Gold’ 접근법의 활용

과 SCOAP3의 구체적 사례의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픈 액세스는 약간의 진전

을 보이고 있다.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에 더 나은 접근을 위한 독려를 반영하는 정치

권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업계 사람들은 오픈 액세스로의 새로운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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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독 시스템은 여전히 흔하고 심지어 별 문

제가 없기에 확립된 시스템에서의 무력감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있다. 

 

Seeing the rise of open access  오픈 액세스의 상승을 보다 

 연구자들(또는 그들의 소속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은 온라인으로 학술지에 자유롭

게 접근할 수 있는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APC를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는 협정인 

‘Gold’ 오픈 액세스에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이 증가는 총 출판년도 마

다 1%씩 꾸준히 증가해온 순수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생산량에 반영되었다. 현재 수준

은 전체 연구 논문의 약 13% 정도이다. 급증은 - 흥미롭게도- 지정된 연구 기관에서

의 어떤 정책과 지원 구조의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된다. 

 CERN에 의해 진행되고 조직된 The Sponsoring Consortium of Open Access 

Publishing in Particle Physics(SCOAP3)는 고 에너지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의 일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함으로써 오픈 액세스의 새 길을 개척해왔다. 오픈 

액세스 모드로 서비스와 현금 흐름의 전환을 모델링하여 SCOAP3는 자신의 오픈 액세

스 행동 계획의 발전을 위해 다른 연구 분야의 고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Political momentum is increasing   정치적 추진력이 증가하고 있다 

 오픈 액세스 방식은 증가된 정치적 추진력을 얻고 있다. 특히 유럽 맥락에서 다양한 

정부 및 국립 연구 협의회는 향후 5-10년 이내에 그들의 국가 연구 성과물의 50~80%

를 -전부는 아닐지라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책, 예

산 규정, 행정 구조는 이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초국가적 수준에서, Global 

Research Council 또는 Science Europe과 같은 단체들 또한 더 나은 오픈 액세스를 추

진하고 있다. 

 

The ‘hybrid’ approach is an evolutionary step ‘하이브리드’ 방식은 진화하는 과정이다. 

 특정 구독 저널은 논문 일부를 오픈 액세스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오픈 액세스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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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구독 학술지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출판사는 비교적 높은 

APC를 받으면서도 구독 수익을 계속 받기 때문에 수익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1. 출판사들이 APC를 받는 만큼 구독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수익이 공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 구독 비용과 APC를 통해 사실상 두 배로 지불되

는, 소위 double dipping에 대한 우려가 있다2. 많은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출

판사가 구독료를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투자대비 이익이 적다고 평

가하고 있다. 

 

‘Offsetting’ models take hybridity into a creative new space 

‘Offsetting’ 모델은 잡종성(hybridity,혼종성)을 창조적인 새로운 공간에 둔다 

 유료 액세스 저널이 아닌 무료로 읽는 개별 논문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는 '하

이브리드' 모델의 이해도가 높아짐을 물론이고, 우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재정의하고 

확장하는, 이른바 offsetting 모델이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2.0"의 등장을 보았다. 그 결

과, 아마도, 영향력 있는 유럽 지지층으로부터 압력이 커지고, 일부 출판사는 각각의 현

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재구성하는 

방법들을 고안하기 위해 설정하거나 협상 중이다. 

 offsetting 모델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된 오픈 액세스 서비스와 그 비용이 구독모델에

서의 지출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식이 APC 처리를 위한 워크플로우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offsetting 모델은 전환을 위한 구조적, 재정적 그리고 조

직적인 면에서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각각의 현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수

단이 되는 것과 함께, 오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구상해온 현대적인 디지털 서

비스를 표명하기 위한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offsetting 방식은 Royal Society of Chemistry에 의한 ‘Gold for Gold’ 프로그램과 

2014년 초 오스트리아와 IOP 출판사간의 협정에서 채택되었다. 그 이후 영국과 네덜란

드로부터 현재 최대로 밀려오는 유사한 선언들의 꾸준한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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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모델은 그 진화의 초기에 있고, 로컬 또는 기관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글로벌 규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ffsetting은 하이브리드 모

델의 진보된 버전이며, 처음으로 진정한 ‘과도기적인’ 모델의 조짐을 보인다3. 따라서 그

것은 학술 출판 자금 조달의 총체적 점검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기 

때문에 선진의 연구 도서관과 보수적인 출판사 사이의 최전선에서 불안을 유발한다.  

 

Pushing beyond the offsetting model    offsetting 모델을 넘어 독려하다 

이러한 각각의 개발이 중요할지라도, 그들의 전반적인 영향은 불충분했다. offsetting은 

제한된 영향만을 달성할 수 있고, 영국에서의 것들과 같은 과감한 국가적 활동들은 학

술지의 기본이 되는 법률과 재무 구조를 바꾸기엔 충분히 결정적이지 않다. 만약 우리

가 오픈 액세스를 가속화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비전통적인 동맹국 간의 추가 협력을 

포함하는 방향과 협조적인 행동에 따른 야심찬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베를린 선언 10주년 기념 회의에서 Max Planck 연구소의 당시 회장, Peter Gruss는 다

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과제를 요약하였다. 

 "구독료 계산의 블랙박스 대신, 우리는 실제 출판 비용을 기반으로 투명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 구독 예산에서의 자금은 저자의 출판물이 오픈 

액세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출판 예산으로 바뀌어야 한다."4 

 구독 비용이 동시에 제거되거나 체계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출판 비용 지불의 혁신

은 완전히 확장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존 취득 예산은 이런 전환을 위한 중요

한 재정 보고(reservoir)임에 틀림없다. 이 명확한 이념의 실현을 위해 남은 것은 그런 

전환을 실행하기에 시스템에 충분한 자금이 있음이 보장되는 것이다. 

 

3. Re-purposing the money currently invested  현재 투자된 자금을 용도에 맞게 

바꾸다 

 현재의 구독 기반 모델을 APC 기반의 오픈 액세스 'Gold' 모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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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추정되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불안을 종종 야기한다. 특히 도서관은 결국 그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시각은 과학 학술지 출판의 구조와 분포의 분석과 그에 대한 정

보의 부족이 원인이다.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술과 통계적인 숙련도는 이들 기관에서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또는 지리적 수준에서 공개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통찰력을 찾는 것은 도서관 및 기타 정보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아직 표준 관행이 아니

다. 그러나, Max Planck 전자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은 우리가 논쟁에 대

한 몇 가지 기본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과학 학술지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대규모 전환으로 재정적 위기가 발생

하진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 고유의 데이터 분석은 세계 시장에 이미 유통되는 충

분한 자금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독 시스템에서 과학 학술지에 현재 쓰이고 있으며, 

APC를 지불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로 돌려쓰거나 재투자될 수 있는 자금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 국가 및 기관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개데이터 및 수

익 가치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온 포괄적인 산출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입증한

다. 

 

Global publishing and APC data    글로벌 출판과 APC 데이터 

 Simba와 PNB Paribas와 같은 주요 분석가의 각종 시장 보고서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

는 것처럼, 전 세계에 걸친 학술지의 연간 매출은 현재 약 76억 유로의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논문 하단에 있다; 100억 달러의 글로벌 연간 지출 수준도 

꽤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논평에서 환율의 자연 변동에 의해 악화 될 수 있는 특

정 오류를 야기하는 몇 가지 주요 통화는 하나의 공통 분모로 불가피하게 축약된다. 수

년 동안 시장을 모니터해왔고, 우리는 76억 유로의 수치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는 이 문서에서 기준 통화로 유로를 사용한다). 

 이 지출 수준은 근거 있는 추정으로 여겨지는 자주 인용된 수치인 약 200만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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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의 연간 연구 생산량에 해당한다5. 우리의 자체 데이터 분석은 Web of Science에

서 2013년에 145만 편의 연구 논문, 2014년엔 대략 반올림하여 150만 편의 연구 논문

을 추적한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학술지들을 색인한다는 Web of 

Science의 본질 때문에, Web of Science에 색인되지 못하는 많은 지역의 주목 받지 못하

는 소규모 저가 학술지들은 긴 꼬리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200만 편의 연

구 논문들의 현재 연간 생산량은 Web of Science에 기록된 약 150만 편의 논문들과 50

만 편의 추가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직 Web of Science에 색인된 연구 논문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구독 시스

템에서 논문 한 편 당 지출되는 금액은 5,000유로 범위일 것이다. 만약 모든 짐작되는 

논문들이 포함된다면, 논문 한 편 당 할당액은 3,800유로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현실은 

둘 사이의 어딘가 이다. 이러한 산출은 다음 표에 나타난다: 

 

(a) Web of Science annual articles calculation    Web of Science 연간 논문 산출 

글로벌 학술지 구독료 지출 76억 유로 

Web of Science에 색인된 논문만 150만 논문 

논문 당 산출된 비용(반올림하여) 5,000 유로 

 

(b) Total annual articles calculation    총 연간 논문 산출 

글로벌 학술지 구독료 지출 76억 유로 

추산된 총 논문 생산량 200만 논문 

논문 당 산출된 비용(반올림하여) 3,800 유로 

 

Insight 1  

현재 구독 방식 아래에서는, 3,800~5,000유로 사이의 수치는 도서관 구독료 지출을 통

해 이미 연구 논문마다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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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대부분의 오픈 액세스 출판 시스템에서 평균 논문 비용

이 거의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물론, 개별 지명도가 높은 학술지들이 

비싼 생산 비용을 가지거나 범위 내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그들의 비용을 내야 할 가능

성은 있다, 그러나 -학술지의 어마어마한 계층화가 주어진- 이러한 ‘계층’은 전체의 아

주 일부이다. 떠오르는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는 아주 저가형에서 고가형으로 넓게 분포

된 APC 범위를 볼 것이다. 그러나 평균 또는 중간으로 계산되든 아니든, 평균 APC 지

수는 절대 고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APC를 위한 준비된 지원 방안을 가진 연구 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은 그들의 지출 데

이터를 더욱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x Planck 전자 도서관에서 우

리는 빌레펠트 대학의 지도하에 OpenAPC initiative에 의해 제공되는 GitHub에 관한 

작업 공간에 우리의 APC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1,046개 

이상의 우리 APC 인보이스를 문서로 기록해두었다; 약 130만 유로의 총 지출(세금 포

함)은 Max Planck 연구소에 대한 1,258유로의 평균 APC 값을 만들어 낸다. 자신의 출

판물 자금을 구축하기 위해 독일 연구 재단(DFG)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독일 대학들 

중 일부에 의해 비슷한 값들이 또한 보고되었다. 그들은 거의 3백만 유로의 총 지출 및 

1,239유로의 평균 APC 비용으로, 2,387편 논문들의 총 기록을 가진 동일한 시스템에 

그들의 APC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6 

 Austrian Science Fund(FWF)에 의해 보고된 수치는 독일로부터의 집단 데이터와 매우 

비슷하다. 1,393유로의 2013년 수치와 비교하여 약간의 감소를 보이는 1,282유로의 평

균 Gold APC가 2014년에 관찰될 수 있었다.7 

 SCOAP3 컨소시엄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물리학 분야의 비싼 구독 학술지가 

2014년에 출판 비용 모델로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 분야의 논문 편 당 출판 

비용은 사실상 1,100유로 이하였다.8 

 Wellcome Trust는 APC 기록을 공표한 첫 번째 조직이었다. 2013-2014년 동안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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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는 벌써 그 두 번째이다. 지난해, 일부 2,556개의 논문이 Wellcome의 지원으로 

APC 모델로 출판되었으며, 2013-14년 동안의 총 지출은 470만 파운드(640만 유로) 이

하였다. 평균 APC는 약 1,837파운드(2,495유로) 였다.9 Wellcome의 평균 비용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SCOAP3 수치보다 훨씬 높은 중요한 이유는 Wellcome Trust가 -

Research Councils UK10와 같은- 가장 순수한 오픈 액세스 비용보다 더 높고 진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널리 고려된 하이브리드 APC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있다. 독일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 APC가 중앙의 자금 조달 계획에서 제외되었

다. Wellcome Trust의 보고서는 하이브리드 논문들이 그들의 총합의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논문들만을 고려한다면, 

평균 APC는 1,241파운드(1,686유로)로 내려간다. 이 수치는 독일의 증거에 가깝지만 

여전히 높다. 다른 나라에서는(독일과 같은) 이러한 비용이 매우 자주 제한되거나 연구 

예산으로부터 일부 공동 출자를 조건으로 만들어 지는데 반해, Wellcome Trust는 APC

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다. 

 여러 보고서에서 공개되거나 논의된 모든 가용한 증거는 순수하게 오픈 액세스 시나리

오에서 2,000유로에 훨씬 못 미치는 APC 수준이 예상됨을 한결같이 시사한다. 

지출이 3,800에서 5,000유로 사이의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

기에, 시스템에 자금이 충분하며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은 어떤 재정적인 위기 없이 달

성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안전해야 할 것이다. 

 

Insight 2  

시스템에는 현재 이미 충분한 자금이 있다. 구독에서 오픈 액세스 출판으로의 대규모 

전환은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하다. 

 

APC breakdown by country    국가별 예산 APC금액산출 

 안정적인 비용 예측을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는 세계적인 출판 수치를 국가 그리고 결

국엔 기관 수준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11 . 이러한 운동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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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서지에 합법적으로 기재된 모든 출판물들이 비용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교신 저자

가 특정 국가나 기관에 소속된다면 누구든지, 오픈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원

칙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이유로, 저자가 여럿인 논문은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의 서지나 기관 리포지토리에 나타나지만, 비용 관련 측면에서 이렇게 중복으

로 카운트되는 논문들은 오직 한 번 만 지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주도 모델

은 교신 저자가 인보이스를 지불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산 예측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의 출판 목록은 오직 교신 저자의 논문만을 반

영하기 위해 중복 제거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 수준의 분석을 위해, 우리는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예로 든다.-독일

은 우리의 홈그라운드이고, 영국은 핀치 보고서의 여파로 현재 핫스팟이며, 프랑스는 그

들의 자국 출판사 계약에 대한 정보 유출로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다음 그림은 

Web of Science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10년간 독일, 영국, 프랑스의 출판물 생산량을

(논문 및 리뷰) 보여준다. 논문들의 부분 집합만이 비용 타당성을 의미하며, 교신 저자 

논문의 비율이 총 국가 생산량의 65-70% 범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다. 국

가 전체의 생산량이 순수하게 오픈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에서 충당된다면, 해외에서 발

생하는 나머지 삼분의 일의 비용이 있지만, 오직 이 65-70% 점유율은 국가 내에서 청

구될 것이다. 해마다 또는 국가마다 그 비율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도 모르지만, 절대 

100%에 도달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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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이 결렬은 우리의 예시에서 3개국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용의 분포를 

보여준다. 

 

◾ 독일의 경우, 우리는 Web of Science에 등재된 총 103,000편의 연구 논문과 리뷰 중 

APC와 관련된 70,000편의 논문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가 추산한 2,000유로의 평균 

APC 금액을 곱하여, 2013년 독일의 예상되는 오픈 액세스 비용은 1억 4천만 유로 정도

였을 것이다. 과학 학술지에 대한 국가 전반의 구독 지출에 대한 통합된 수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은 연간 2억 유로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기에 독일

은 큰 어려움 없이 대규모 오픈 액세스 전환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Web of Science에 등재된 총 109,000편의 연구 논문과 리뷰 중 72,000

편의 APC 관련 논문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가 추산한 2,000유로의 평균 APC 금액을 

곱하여, 2013년 영국의 예상되는 오픈 액세스 비용은 1억 4천 4백만 유로 정도였을 것

이다. 영국의 고등 교육 기관이 그들의 학술지 구독을 위해 지불하는 추정 금액은 (Jisc 

Collections에 따르면) 연간 1억 6천 파운드부터 (Research Libraries UK에 따르면) 연

간 1억 9천 2백만 파운드까지 다양하다: 그것은, 2억 1천 8백만에서 2억 6천만 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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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 그렇기에 영국 역시, 종합적인 오픈 액세스 전환을 금융 스트레스 없이 가능할 

거라는 명확한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 Web of Science에 등재된 71,000편의 연구 논문과 리뷰 중 46,000편

의 APC 관련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추산한 2,000유로의 평균 APC 금액을 곱

하여, 2013년 프랑스의 예상되는 오픈 액세스 비용은 9천 2백만 유로 정도 였을 것이

다. 대략적인 산출에 따라, 프랑스 학술 분야는 과학 학술지에 구독을 위해 적어도 연간 

120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독일,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오

픈 액세스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수월하다고 예상한다. 

 

 최대의 정보 시장이자 연구 논문의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 대해 분석한 비교할 만한 데

이터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큰 북미 연구 기관들을 위한 오픈 액세스 APC

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Mellon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새로운 프

로젝트가 최근 시작되었다12. 프로젝트의 채택된 명칭인 ‘Pay It Forwad’는 이 논문에 제

시된 것과 비슷한 철학을 반영한다. 

 미국 시장의 우리 자체 분석에 따라 우리는 전체 논문 중 80%에 해당하는 교신 저자 

논문(2013년 Web of Science에 등재된 388,000편의 연구 논문과 리뷰 중 309,000편)은 

미국 전체 오픈 액세스 비용 중 약 6억 1천 8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전환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미국에서 

구독으로 사용하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추측한다.13 

 일반적으로, 우리의 데이터 분석은 국가 생산물과 교신 저자 논문의 점유율 사이에 일

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더 낮은 생산물 수를 가진 국가들이 APC 비용 관련 

교신 저자 논문에 낮은 점유율을 가짐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더 높

은 생산물 수는 높은 점유율과 관련이 있다. 국가의 지역, 언어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 

또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유럽보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브라질에서 교

신 저자 논문들의 더 높은 점유율의 확인하는 반면, 캐나다의 위치는 유럽의 위치와 비



부록 1.3. Schimmer large-scale transformation to open access

  페이지 14 / 18 

슷하다. 우리는 보충 자료 출판물에 기술된 대로 그들 국가의 실적을 조사하고, 이 증거

와 그들 국가의 현재 구독료 지출14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들을 초대한다. 

 

Insight 3  

의미 있는 비용 분석을 위해서는 나머지 출판 기록으로부터 APC 관련 논문(교신 저자 

논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수준에서의 초기 사례는 오픈 액세스 전환이 재

정적인 위험 없이 달성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입증한다. 

 

APC breakdown by institution  기관에 의한 APC 결렬 

 우리가 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여준 실행가능성은 기관 환경에서 좀 더 극적으

로 적용된다. 연구는 기관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논문의 대

부분은 여러 원저자를 가지며, 종종 하나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교신 저

자의 점유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항상 100%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국가 수준에서 이

미 확인해왔다. 이 점유율은 기관 수준에서 조금 더 감소된다. 공동 연구의 대부분은 같

은 나라의 다양한 기관들끼리 국내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출판된 생산물은 몇몇 서지

와 아마도 리포지토리에 다시 나타나지만 각 논문은 오직 한번만 지불될 것이다. 

 우리의 증거는 특정 기관을 위한 APC 관련 출판물의 양이 연구 강도와 연구 기관의 

평판에 따라 그들의 총 생산량의 40~60% 정도임을 시사한다. 이 수준의 수치는 DFG

의 APC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0개의 일부 독일 대학들에 의해 보고된

다. 

 Max Planck 전자 도서관의 우리 자체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 연구자들의 APC를 지원

하기 위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다. 우리는 

APC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도서관 중 하나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왔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다

양한 오픈 액세스 출판사 전반에 유효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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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파악한다. 우리의 강력한 공식은 우리가 우리 저자의 논문이 총 논문 수의 

50~60% 사이로 인보이스를 생성함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출판사를 위해, 

우리는 40% 정도로 교신 저자 논문 점유율을 지킨다). 이미 우리는 이 값에 관한 추가 

비용 예측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신감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Max Planck 연구소의 

현재 연간 학술지 논문 생산량이 약 10,000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6,000편이 

되도록 APC 관련 점유율을 예상한다. 따라서 완전한 전환 시나리오에 위한 우리의 예

상 비용은 1,200만 유로 이하다. Max Planck 협회는 매우 생산 중심적인 연구 기관인 

동시에 연구 정보의 큰 구매자이다. 학술지 구독에 대한 우리의 현재 지출은 여분의 돈

을 요구하지 않고 커다란 오픈 액세스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미 상당히 충분하다. 

만약 우리가, 매우 연구 집약적 인 기관으로써,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현재 예산 규정 내에서 전환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Insight 4  

국가 수준에서 APC 관련 논문의 점유율은 매우 빈번히 70%정도이긴 하지만, 점유율은 

기관 수준에선 쉽게 50%정도까지 내려 갈 수 있다. 오픈 액세스 전환을 위한 비용을 

계산할 때 배분의 기본 원칙은 고려되어야 한다. 

 

4. Opening the door  문을 열다 

 진정한 오픈 액세스 출판 시스템의 비전은 이미 초기 오픈 액세스 선언의 구성 요소였

으며(암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추가 결의안과 오픈 액세스 정책 성명 이후로 계속 지속

되어 왔다. 학술 출판의 많은 분야에서 추진력에 따른 활발한 최근 활동은 특히 유럽의 

맥락에서 오픈 액세스를 우리의 한계점에 접어들게 했다. 우리는 문을 열고 그것을 들

어오게 해야 하는 듯하다. 

 우리는 구독 기반의 지불 방식에서 오픈 액세스 서비스 기반의 지불 방식으로 바꾸고 

학술 출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에서 변화를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 현재 구독 모델은 

또한 진정한 과도적인 모델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오픈 액세스 출판 자격과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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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연관성으로 인해 도처에 급속히 늘어날 것 같은 최신 offsetting 모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유망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중용도의 모델들은 그들의 지지층을 

대표하여 연구 도서관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offsetting 원칙은 궁극적으로 구독 시스템을 개방하고 그것을 오픈 액세스 필요조건과 

동일선상으로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 도서관 취득 예산은 프린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밀봉방식을 잃어가고, 그것은 대부분의 도서관의 일상 업무에 매우 스며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도서관과 컨소시엄은 지난 10년 동안의 많은 오픈 액세스 결

의에 의해 길러진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구독 계약과 도서관 취득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단계는 아

니다. 도서관들은 또한 어느 때 보다 공개된 연구 생산량의 통계 자료를 더 잘 알고 있

어야 한다. 세계에서 오픈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와 비용의 새로운 계

층화가 나타날 것이며, 그들의 내부 워크플로우를 위해 그리고 필요한 도구와 그들이 

사용할 기술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선택과 집계 과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들의 후원자들을 대표하여 도서관에 의해 조직될 필요가 있는 거래들은 구독 시스템

과 비교해 오픈 액세스 세계에선 매우 다를 것이다. 제출을 시작으로, 많은 출판량을 위

한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결제 및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

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Efficiency and Standards for Article Charges (ESAC) initiative

에서 이것에 대한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15 

 일부 지역적 특성과 상관없이, 과학 출판은 진정으로 국제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기

본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세계적 규모에서 달성될 수 있다. 세계의 연

구 기관은 그들의 도서관과 함께 구독 시스템에서 자금을 빼내 그것이 오픈 액세스 출

판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주요 목표로 조율하며 공동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들 스스로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정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조직화된 움직임은 출판사로 명확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마지

막으로, 도서관이나 출판사 모두 그들의 역할을 잃을 필요가 없다; 모든 참가자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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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된 출판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면서 전환될 것이다.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우리는 대규모 출판 시스템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과 핵심 기능을 보호하면서 학술지 출

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가진다. 결국, 모든 구독 지출

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발전 단계의 간단한 결실이다. 상당히 절약

된 금액은 진정으로 21세기의 학술적인 시도들을 장려할 출판 서비스의 범위의 공동 창

조를 위하여 재투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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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본 문서는 Harvard 대학교에서 2008년에 처음 채택한 Harvard 대학교 오픈 액세스 선언문을 

Harvard의 다른 단과대학 및 타 대학교에 적용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여러 차례 

수정한 것이다. 현재의 표준안은 2015년 12월 18일 작성된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본 문서 서문의 설명과 같이 본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자세한 각주를 단 목적은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선언을 발표하여 오픈 액세스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 선언문은 

재사용 등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저작권 CC-BY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Harvard 대학교와 협력하여 본 선언문의 한국어 버전을 만들고 오픈 액세스 확산을 

위한 정책 선언 대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로 본 표준 선언문안은<서울대학교>의 경우로 

가정하여 번역하였다. 그렇지만 법률 용어를 비전문가가 번역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 후 

사용하기를 바란다. 

 

서문 

다음은 Harvard 대학교 스타일의 오픈 액세스 정책 선언문(표준안)으로, 오픈 액세스에 필요

한 저작권 조건을 표현하고 기관 리포지토리에 원문을 기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선언문안에 들어가는 법률상의 용어는 Harvard, MIT, Standford Duke 대학 등의 몇몇 교

수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하였다. 필요한 경우 해당 용어가 선택된 이유를 주석에 추가 설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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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대학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선언문의 근거와 목적 등을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은 

Harvard 대학교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Harvard’s Office for Scholarly 

Communication, http://osc.hul.harvard.edu/)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오픈 액세스 정책 선

언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arvard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Harvard Open 

Access Project: HOAP, http://bit.ly/g 

oodoa)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정책과 용어에 대한문의는 osc@harvard.edu 로 하기 바

란다. 

본 오픈 액세스 정책 선언문 혹은 관련 활동에 대한 타기관들의 사례와 경험 그리고 개선 방법

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린다. 본 정책 선언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락을 주면 최

대한 협조하도록 할 것이다. 

이 문서는 2015 년 12 월 18 일 18:49:36 에 만들어진 1.12 버전으로, 향후 추가 수정될 수 있

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를 따른다. 

 

 

 

 

 

 

 

 

<예시>서울대학교 오픈 액세스 정책선언문 



부록 1.4. 오픈 액세스정책선언문 (표준안) 

 

페이지 3 / 6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우리의 연구와 학문의 성과가 최대한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한다i.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서울대학교>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선언한다. : 

<서울대학교>와<서울대학교>교수들은 <서울대학교>또는<서울대학교>교수가 저술한 학술논

문ii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접근과 저작권 행사를 승인한다iii.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서울대학교>와<서울대학교>교수들은자신이 저술한 학술 논문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저작권의 모든 권리를iv<서울대학교>에 위임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의 저작

권 행사는 영리목적 사용 금지v, 동일조건 변경허용vi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선언이 발

표되기 전에 출판이 완료된 논문vii이나, 별도의 저작권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대학교>또는<서울대학교>교수가 저술한 학술 논문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또는<서울대학

교>교수가 저자 혹은 공동 저자인 모든 학술 논문을 말한다. <서울대학교>또는<서울대학교>교

수는 특정 논문에 대하여 본 정책선언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표시하고 요청viii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대학교>또는 적절한 대리인ix은 저작권자의 요청을 따라<서울대학교>의 저

작권의 특정 라이선스x를 포기하거나xi 일정기간 적용을 유보xii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와<서울대학교>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학술논문의 저자 최종 버전xiii을 디지털 복

사본 형식으로 출판일 이전xiv에 <서울대학교>의 적절한 대리인에게 적절한 형식으로 (PDF 형

식 등) 제공해야 한다.<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에 해당 논문을 공개하여

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본 정책의 해석,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조정, 본 정책의 수정 보완에 대한 책

임을 진다. 본 정책은 3 년 후 재검토xv될 것이며 교수들에게 검토 내용이 보고될 것이다. 

                                                           
i연구와 학문의 성과를 최대한 넓게 전파하고자(disseminating the fruits of its research and scholarship as widely 

as possible): 본 정책의 목적은 대학연구의 접근이 가능한 한 광범위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전문은 재

정적 요소가 아닌 액세스가 주요 이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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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학술논문(scholarly articles): 정책의 적용범위는 학술논문이다. 학술논문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막연하게 하였다. 명

확히 이 용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의 용어

를 빌어) 학자의 연구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의 연구와 지식을 위해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

은 전형적인 예는 상호 심사된 학술저널과 컨퍼런스 프로씨딩에 발표된 논문이다. 명확히 이 용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책과 의뢰된 논문 및 대중적인 글, 소설과 시, 그리고 교육자료(강의노트, 강의비디오, 사례연구) 등의 다

른 다양한 학술적 글이다. 

 

종종 교수진은 이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그리고 정확히 정의될 수 없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특정사례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불가능

하고 불필요하다. 특히 특정논문이 부적절하게 정책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포기가 가능하다. 

이중 이목을 끄는 부분은 학술논문을 “상호심사된 저널 및 컨퍼런스 프로씨딩에 게재된 글" 또는 관련된 내역이라

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다. “학술논문”이라는 개념은 출판되기까지 본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출판계약시점

에도 양도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의도되지 않은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정책은 출판 후 권리이전에 선행하기 때문에 출판권 설정으로 독점하는 것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Harvard 대학의 설명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

스 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의 용어를 빌어, 교수의 학술논문은 학자의 연구성과를 설명하며 세

계의 연구와 지식을 위해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은 전형적으로 상호심사된 학술저널과 

컨퍼런스 프로씨딩에 발표된다.” 

 
iii승인한다(grants): 이 부분의 단어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정책은 라이선스의 승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데, 대

안적 표현인 “교수진의 각 구성원은…승인할 것을 권장한다”의 경우 모든 교수들에게 요구는 하되 실제 승인 자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iv모든 또는 일부 저작권에 대한 행사(exercise any and all rights under copyright): 라이선스는 두 가지 이유로 매우 

광범위하다. 우선, 그 폭넓음이 논문을 유연하게 사용하게 한다. 학술논문의 새로운 용도가 지속적으로 고안됨에 따

라ㅡ텍스트마이닝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ㅡ광범위한 권리유지에 있어 자료의 유연한 사용은 극대화된다. 둘째, 광범

위한 권리는 대학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들을 출판사에 요청하기보다 저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광범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 각 대학은 출판사와 포

괄협정을 만드는 등 어떤 권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정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대학은 출판사

가 이전의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부록이나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Harvard 대학 역시 이러한 유형의 모델 계약을 제공한다: http://osc.hul.harvard.edu/docs/model-pub-agreeme 

nt-090430.pdf 

 
v영리목적 판매를 금지하며(not sold for a profit): 이보다 좀 더 모호한 "비상업적"이란 단어가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이는 수업교재의 복사비용과 같은 직접비용을 회수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오픈 액세스는 저작물이 근본적 한계비용

제로 보이지 않게 배포되어 상업적 단계의 활동이 필요 없는 유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arvard 대학

은 심지어 출판사와 비용 회수 판매를 하지 않는 계약을 했다. “Harvard 대학이 논문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Harvard 측은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출판사의 허가 없이 동일 페이지에 광고를 판매하지 않을 것

이다. 단순한 복제나 그 외의 비용을 회수하거나 비영리적 참여에 대한 요금 청구 또한 금지한다.” 비용회수를 허용

하는 방식 역시 추가적 권리들을 협상하는 길을 열어준다. 대신 본 정책은 필요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모든 판매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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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타인에게 허락할 것을(authorize others): 양도규정에 따라 대학은 논문을 활용하기 위해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논문을 데이터마이닝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기관별 리포지토리 

이용약관에 의해 정책에 해당하는 논문에 자동으로 적절한 범위의 권리가 허용되어 그 양도성이 활용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에 관해 Harvard DASH 의 규정(http://osc.hul.harvard.edu/dash/termsofuse)이 한 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규정이 대학으로 하여금 본 정책을 통해 저자에게 폭 넓은 권리를 돌려주어,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합법적으로 각자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는 현재 그들이 비합법적으로 행하는 바이다) 자신의 수업이나 

파생되는 작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정책은 대학의 권리 취득 뿐이 아니라 저

자의 권리유지로 연결된다. 

동일하게 인가할 것을(do the same): MIT 의 정책에 도입된 이 어순은 양도규정이 유지된 권한 및 비상업적 제약 

모두에 적용 된다는 점을 명료히 한다. 

 
vii도입 이전에 완료된 논문(articles completed before the adoption): 라이선스의 적용은 소급적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의심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라이선스가 향후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한다. 

 
viii표시(express): 저자는 권리포기가 승인됨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표현”은 권리포기를 알리는 웹

형식 등의 “기록된” 방식이 바람직하다. 

디렉션(direction): 이는 이전의 “요청(request)“이라는 표현이 거부될 수 없던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체된 것이다. 

 
ix대학 또는 적절한 대리인(Provost): 본 문서의 용어는 대학정책을 집행하는 학장이나 해당 부서 직원으로 해석하면 

된다. 대학정책을 학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장”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절한 대리인”이라고 

보면 된다. 

 
x라이선스(license): 권리포기는 정책 전체가 아닌 라이선스에 적용 된다. 실질적 의미에서 이 차이는 권리포기 요청

이 정책의 포기가 아닌 라이선스의 유보로 해석된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리포지토리에 기탁하는 행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더욱 제한적인 제제가 가능할 경우, 권리포기 인정 여부와 논

문 배포 가능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논문이 리포지토리에 기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i포기하거나(will waive): „포기하는 것이 좋다(may waive)“가 아니다. 권리포기는 저자의 자유재량이다. 이 광범위

한 권리포기 허용정책은 정책에 대한 협조를 확대하기 위해 중요하며, 이번 오픈 액세스 정책의 접근법 중 가장 중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본 정책이 권리보유를 위한 지시가 아닌, 단

지 무조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권리보유의 기본형태 변화를 추구함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학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이런 광범위한 권리포기로 완화된다. 여기에는 학문의 자

유, 의도되지 않은 신진교수에 대한 영향, 원론주의자의 반대, 출판사방침에 대응하는 자유 등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

다.  

혹자는 광범위한 권리포기 규정 없이 어떤 기준이나 혹은 다른 것에 의해 점검을 받을 경우 정책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리포기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제한이 있는 경우

라도, 교수 개인으로서 정책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므로 정책에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사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일부 교수들이 언짢아하며 예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에 예외를 요구하는 

소모적 대립의 압박하에 동일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쨌든, 이런 정책에 관한 몇 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완전히 개방된 권리포기 허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

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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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접근을 지연시킬(delay access): Duke 대학은 저자의 완전한 권리포기가 필요 없도록, 저자의 희망에 따라 특정 논

문에 대해 엠바고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것은 출판사가 엠바고 기간의 이점을 누린 이후 만약의 경

우를 대비하여 전반적인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여전히 자율적 참여방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엠바고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교수들에게 익숙한 저널의 엠바고 관행을 인정한다

는 점에서 호응을 얻을 것이다. 

 
xiii저자의최종버전(author’s final version): 배포요청을 위한 적합한 버전은 논문의 상호심사와 저자의 수정 그리고 

저자가 참여한 모든 교열이 완료된 저자의 최종버전이다. 이때 저자의 최종버전보다 출판사의 확정적 버전에 추가

적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최종 버전 이전의 버전은 저자에게 부여된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자는 이를 합법

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xiv출판일 내(no later than the date of its publication): 본 정책이 출판사의 저널 출판 이전에 논문을 배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널 출판사에서 주장하는 잉겔핑거규칙(Ingelfinger rule)은 여전히 따르게 된다. 필요하다면 PDF 파

일을 받으면서 출판일까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xv재검토될 (reviewed): 재검토에 관해 명시하는 것은, 본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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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herlands: paving the way for open access 

 

VSNU (vereniging van universiteiten: Association of Universities  The Netherlands) 

 

번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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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reader,
 
The Netherlands is undergoing rapid growth in the field of open access, which is being 
recognised across the globe. This rapid growth is the result of a unique approach, 
inspired and supported by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October 2014, I stated that although the Netherlands is not alone, I am confident our 
country is leading the way towards open access. It is up to you to be the judge of this,  
as you read through this magazine. Dutch universities have together taken great steps 
towards enabling open access to scientific articles for everyone. Contracts with large 
publishing houses have been concluded whereby the articles of our researchers can  
now be openly accessed online, at no extra cost. More and more publishers are willing  
to make the switch to open access publishing. Some publishers want to make the switch 

right away, while others are willing 
to do so in smaller steps. Our 
neighbouring countries are bene-
fiting from the road that we have 
taken in the Netherlands. It helps 
them to make progress in the field 
of open access and, conversely, it 
helps the Netherlands to continue 
to develop. This reciprocity is 
necessary, because not all pub-
lishers are convinced that the time 
has come for open access.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 can 
help to stimulate its development 
across Europe.
 

I read and hear many opinions about the path the VSNU has embarked on together  
with other stakeholders. There are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cos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disciplines. However, the principle of open access is not in dispute. Its social 
importance is too great for this to be an issue. After all, we know that many citizens are 
already consulting open access medical journals, for example. It demonstrates how 
dynamic the field of open access is and shows that there are many possible applications 
in the future. There is still a way to go, but I am confident that open access will strengthen 
the link between science and society!

Karl Dittrich
President of the VSNU

Introduction들어가는 말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네덜란드는 오픈 액세스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장은 독

특한 접근 방식의 결과로, 다른 국가적 혹은 국제적 기구에서 받은 영감과 지원을 토대로 하고 있

습니다.

2014년 10월 저는 네델란드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네델란드가 오픈 액세스로 향하는 길의 선

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물론 매거진을 읽은 후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델란드 대학들은 함께 모두를 위한 과학 논문의 오픈 액세스가 가능해지도록 강력한 조치들를 

취해왔고, 예를들어 네델란드 소속 연구원들의 논문이 추가비용 없이 온라인으로 오픈 액세스 되

저는 VSNU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착수해온 이 여정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을 듣고 또 읽었습

니다. 그 중에는 비용과 서로 다른 원칙 간의 차이에 대한 비판적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

기에서 ‘오픈 액세스의 원칙’에 관한 논란은 없었습니다. 오픈 액세스의 사회적 중요성은 이슈가 되

기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필경 많은 시민들이 이미 오픈 액세스 의학저널을 참고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 액세스 분야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미래에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지만, 저는 오픈 액세스가 과학과 사회

를 더욱 강력히 연결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arl Dittrich 

VSNU 회장

도록 대형 출판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일부 출판사는 단번에 전환하고자 

했고 다른 출판사들은 조금 더 단계적 변

화를 원했습니다. 네델란드 인접국가들

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통해 자국의 오픈 

액세스 분야의 발전에 혜택을 입고 있으

며, 이는 또한 네델란드의 발전을 역으로 

돕습니다. 이런 상호주의는 아직 모든 출

판사들이 오픈 액세스 시대의 도래를 깨

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EU 네

델란드 대표는 이 자극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발전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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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ults of scientific research are published in scientific journals with high subscription fees. 
The Dutch universities united in the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VSNU1), 
and the Dutch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working 
together in the UKB consortium) believe that everyone should have open access to science. 

After all, most research is publicly funded. In addition, open access is good for Dutch researchers; the 
publications are easier to find on the internet and are therefore more frequently cited.

4

Paving the way for  
open access
Publicly funded scientific research should be freely accessible. With this 
basic principle firmly in mind, negotiations were started in 2014 with eight 
larg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publishers, which have already 
borne fruit. The Netherlands is the fastest growing open access country in 
the world. Globally, the Netherlands is even considered a change agent, 
paving the way for other countries with open access ambitions.

More Info? Scan 
these codes:

1. VSNU

2. aim
(in Dutch only)

3. Springer

R

Gerard Meijer, Koen Becking, Jaap Winter

State Secretary Dekk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CW) has fired the starting 
shot in connection with open access. Dekker’s aim2 is that in 2018, 60% of Dutch scientific publications 
will be open access, rising to as much as 100% by 2024. Open access is a key point on the agenda 
during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
 
On behalf of the UKB, VSNU and SURF (the collaborative organisation for ICT in Dutch education and 
research), Gerard Meijer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Radboud University Nijmegen), Koen 
Becking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ilburg University) and Jaap Winter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VU University Amsterdam) launched talks with eight major publishers, which 
together account for 70 to 80 per cent of the turnover of all Dutch scientific publications. This has  
led to important agreements with publishers such as Springer3 (20 November 2014), Wiley4, Sage5 
(2 July 2015), Elsevier6 (10 December 2015). Constructive talks are underway with the other publishers 
and new agreements are expected.
 

오픈 액세스를 향한 준비

공적 자금에 의한 과학적 연구는 자유로운 액세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단단히 염

두에 둔 채, 2014년 이미 결실을 맺은 네델란드 국내외 8개 대형 학술출판사 간의 협상은 시작되었

다. 네델란드는 세계에서 오픈 액세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제적으로 네델란

드는 심지어 변화의 에이전트로 인식되어, 다른 오픈 액세스의 포부를 품은 다른 국가들을 위한 길

을 닦고 있다.

학

교육·문화·과학부(OCW) 국무장관 Dekker는 오픈 액세스의 시작점을 끊었다. Dekker의 목표2는 

2018년에는 네델란드 학술출판의 60%, 2024년에는 100%가 오픈 액세스되는 것이다. 오픈 액세

스는 EU 네델란드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의 주요 아젠다이다.

UKB, VSNU 그리고 SURF(네델란드 교육과 연구의 ICT를 위한 연계조직)를 대표하여 Gerard Mei-

jer (Radboud University Nijmegen 이사회 회장), Koen Becking (Tilburg University 이사회 회

장) 그리고 Jaap Winter (VU University Amsterdam 이사회 회장)은 총 네델란드 학술출판 매출

의 70-80%를 차지하는 여덟개 주요 출판사들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이것은 Springer3(2014년 11

월 20일), Wiley4, Sage5(2015년 7월 2일), Elsevier6(2015년 12월 10일)와 같은 출판사들과의 

중요한 합의로 이어졌다. 현재는 다른 출판사들과의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합의

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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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연구의 결과들은 높은 구독료로 학술 저널에 출판된다. 네델란드 대학 연합(VSNU1)

의 네델란드 대학들, 네델란드 대학 도서관들 그리고 (UKB 컨소시움과 협업 관계인) 네

델란드 국립 도서관은 누구나 과학적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방한

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는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픈 액세스는 출판물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고 더욱 자주 인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델란드 연구자들에게도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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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x Planck 
Society

5. Sage

9. linguïsts at Lingua

6. Elsevier

4. Wiley

7. Nature

The Dutch negotiations have not gone unnoticed. ‘Dutch lead European push to flip journals to open 
access’, Nature7 headlined on 6 January 2016. In this article, the author states that ‘the Netherlands is 
leading what it hopes will be a pan-European effort in 2016 to push scholarly publishers towards 
open-access (OA) business models’.
 
Efforts by major institutions such as the Max Planck Society8 and various bottom-up initiatives in the 
field, such as the linguïsts at Lingua9, are now helping to spread open access more quickly.
 
The train has left the station and we are on a clear course to achieving State Secretary Dekker’s goal. 
There is no going back now!

Key issues
 
Where does this enthusiasm come from? 
Moreover, what exactly is the Dutch approach? 
In this magazine, we will discuss all the key 
issues: the need for open access, the ways to 
achieve it, the views of the different actors and 
a timeline with key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the field. Finally, we will 
unravel the successful Dutch lobby (what were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look ahead to 
the future: what are the next steps to be taken?

The VSNU is currently  
negotiating with the following 
eight major publishers:
 
1.  Elsevier
2. Springer
3. Sage
4. Wiley
5. Oxford University Press (OUP)
6. Taylor & Francis
7.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8. Kluwer

The Netherlands is leading what it hopes will be a 
pan-European effort in 2016 to push scholarly publishers 

towards open-access (OA) business models.
 

Declan Butler

‘

‘

이러한 네델란드의 협상은 간과되지 않고 2016년 1월 6일 Nature7의 헤드라인으로 소개되었다: 

‘네델란드가 주도한 유럽 저널의 오픈 액세스 유도’. 이 기사에서 기자는 ‘네델란드는 오픈액세스

가 2016년 범 유럽적 활동이 되길 바라며 학술저자들이 오픈 액세스(OA)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

도록 앞장서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Max Planck Society8와 같은 주요 기관과 linguïsts at Lingua9 등의 관련 분야의 다양한 bot-

tom-up 이니셔티브들의 노력은 이제 오픈 액세스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열차는 

이미 역을 떠났고 우리는 국무장관 Dekker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코스에 올랐다. 이제 

되돌아가는 길은 없다!

VSNU는 현재 

다음의 여덟 주요 출판사들과 

협상중이다:

네델란드는 2016년 범 유럽적 활동이 되길 바라며 

학술저자들이 오픈 액세스(OA)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도록 앞장서고 있다.

Declan Butler

주요 이슈

이런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네덜란드

의 접근방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매거진에서

는 모든 주요 이슈들이 다뤄진다: 오픈 액세스의 필

요성,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 각 당사자의 시각과 

해당 분야의 주요 국내외 동향과 타임라인. 마지막

으로 네델란드의 성공적 로비 및 그에 관한 주요 성

공요인을 파헤쳐보고, 다음으로 취해야 할 단계는 

무엇인지 미래를 내다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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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open access?
The results of scientific research 
are published in scientific journals 
of larg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shers such as Elsevier, Springer, Wiley and 
Sage. Scientific journals have high subscription 
costs, leaving only financially strong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hospitals able to afford 
access. Other interested parties, such as 
teachers, patients, policymakers or SMEs, often 
do not have unrestricted access.
 
Dutch universities believe1 that everyone should 
have open access to science. After all, most 
research is publicly funded. Open access allows 
researchers to disseminate their results to a 
wider audience, which is something that can 
benefit society. For example, open access allows 
doctors, practitioners and patients to access the 
latest developments in treatment methods. Open 
access also helps companies develop and apply 
innovations, and allows teachers and students to 
more easily utilise scientific knowledge in their 
classes and assignments. Moreover, open access 
knows no geographical boundaries, meaning 
scientists and academics in developing countries 
can also have access to the latest scientific 
findings.
 
Routes to open access: gold or green
There are two key routes to open access: the 
green and the gold route2. The green route 
assumes that the author will make their work 
public themselves, by depositing the manuscript 
in a repository (a freely accessible database) of 

some kind. This is already possible at all Dutch 
universities. Publishers allow this, but often 
employ a waiting period, an embargo period, 
which varies per magazine. You have to pay for 
quick access to the documents. People who are 
patient get free access.

In the gold route publications are made available, 
on an open access basis, via the websites of the 
publishers. The subscription model is replaced by 
a model in which the researcher pays an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to get their article 
published in a magazine. After publication, it  
is then accessible to everyone online for free. 
Publishers such as BioMed Central,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and Frontiers are already 
working in this way. Many publishers also offer  
an intermediate form of open access: ‘hybrid 
journals’. These journals have a hybrid form, in 
which some of the articles are available only to 
subscribers, while others can be accessed by 
everyone.
 
Multiple stakeholders, different 
 preferences

The Dutch government is strongly in favour of 
open access. State Secretary Dekker wants to 
work towards 100% open access publications in 
the Netherlands by 2024, as he announced in his 
letter3 to the Lower House of the Dutch Parlia-
ment of November 15, 2013. The Netherlands has 

‘Big deals’ as lever

So what exactly is open access? Why is it so important? How are the 
 negotiations going with the eight larg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shers, 
and with what result?

W

More Info? Scan 
these codes:

1. believe

2. the green and the 
gold route

3. letter
(in Dutch only)

4. ‘big deal’

지렛대로서의 ‘빅딜’

오픈 액세스란 정확히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덟개의 대형 네델란드 국내외 출판사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중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왜
오픈 액세스인가? 

학술연구의 결과는 Elsevier, Sprin-

ger, Wiley 그리고 Sage와 같은 대

규모 네델란드 국내외 과학 잡지에 발표되고 있

다. 이런 학술저널의 높은 구독료는 대학이나 병

원과 같이 재정적으로 강력한 기관들만이 정보

의 접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환자, 

정책 입안자나 중소기업과 같은 다른 이해당사

자들은 주로 정보에의 무제한적 접근이 불가능

하다.

네델란드 대학은 모든 이들에게 학문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1. 결

국 대부분의 연구는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오픈 액세스는 연구자가 그들의 결

과물을 보다 많은 독자에게 보급하여 사회에 더

욱 큰 이익이 되돌록 한다. 예를 들어 오픈 액세

스는 박사, 의사와 환자들이 치료 방법의 최신 

동향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혁신을 적

용하고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교사가 학

생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과제와 수업에 더욱 쉽

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오픈 액세스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개발도상국의 과학자

와 학자들이 최신 과학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

게 한다. 

오픈 액세스에 이르는 길: 골드 혹은 그린

오픈 액세스에 이르는 길은 골드와 그린 두 가지

의 루트2가 있다. 그린 루트는 저자가 스스로 작

업의 원고를 리파지토리(자유로운 접근이 가능

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

것은 이미 모든 네델란드 대학에서 가능한 일이

다. 출판사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매거진

에 따라 대기기간이나 접근금지기간이 따르기도 

하며, 문서에의 빠른 접근을 위해서는 비용이 지

불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

내심을 요한다.

골드 루트의 출판은 출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오픈 액세스가 가능하다. 구독 모델은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이 매거진에 출판되도록 

논문 출판 처리 비용(APC)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출판 이후 논문은 온라인상으로 모두

에게 무료로 접근 가능하게 되며 BioMed Cen-

tral, Public Library of Science(PLOS) 그리고 

Frontiers와 같은 출판사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

을 받아들였다. 많은 출판사들 또한 ‘하이브리드 

저널’이라는 중간적 형태의 오픈 액세스를 제공

한다. 이 저널들은, 일부 논문은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되고 나머지는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하

이브리드 형태를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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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ed for the gold route. The UK has also chosen 
the gold route. On the other hand, countries such 
as Germany, Denmark and the US have actually 
chosen for the green route. The 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Horizon 2020’, has also shown ‘a slight 
 preference’ for the green route.
The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
lands (VSNU) supports this choice for the gold 
route2. According to the VSNU, ‘green’ is a good 
addition to the options that are currently already 
available, and a good intermediate step, but not 
the sustainable solution that is needed, as the 
gold route is expected to replace the current 
publishing model in time.
  
‘Big deals’ as lever
In their struggle for open access, universities 
make use of the negotiations they are conducting 
with the big publishing houses regarding 
magazine subscriptions, which are also known  
as ‘big deal’4 negotiations. For around ten years, 
these subscriptions have been offered by the 
publishers in package deals. VSNU negotiators 
have indicated that universities will only extend 
expiring contracts under the condition that 
publishers are willing to take serious steps 
towards open access.

Publishers have responded variably5, because 
open access constitutes a dramatic change to 
the existing business model. Nevertheless, it  
has been possible to reach agreements with a 
number of publishers, such as Springer6, Wiley7 
and Sage8. An agreement9 was also reached  
with Elsevier, even though it initially seemed that 
negotiations had stalled so badly that a boycott 
of Elsevier publications was being considered.
 
The result: the Netherlands is on track
The recent agreement with Elsevier10 constitutes 
a significant step towards open access. A 
frame work agreement was reached on Decem-
ber 10th, 2015. It was agr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Dutch open access publications in 
Elsevier journals to 20% in three years. Prior to 
this, similar agreements were also reached with 
Springer and Sage. Promising talks are currently 
underway with a number of other publishers.
The Dutch government wants 100% of scientific 
publications to be open access by 2024. Steps 
have already been taken with the big publishers 
(which together account for 70 to 80% of sales in 
the Dutch market) to achieve this goal. The UKB 
and SURF are conducting similar negotiations 
with the other publishers. As an interim 
 conclusion, the Netherlands is definitely on track.

6. Springer

8. Sage

6. Springer

9. agreement

10. Elsevier
(in Dutch only)

7. Wiley

5. responded 
variably

As an interim conclusion: The Netherlands is definitely on track

여러 이해관계자, 다양한 선호사항

네덜란드 정부는 오픈 액세스를 강하게 지지하

고 있다. 국무장관 Dekker가 2013년 11월 15

일 네델란드 하원의회에 발표3한 바에 따르면 그

는 2024년까지 100% 오픈 액세스 달성을 목

표로 한다. 네델란드는 골드 루트를 선택한 것

이다. 영국 또한 골드 루트를 선택했다. 반면 독

일, 덴마크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사실상 

그린 루트를 선택했다. 유럽연합의 학술 혁신 프

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역시 그

린 루트에 대한 ‘약간의 선호’를 제시하고 있다. 

네델란드 대학 연합(VSNU)은 이 골드루트를 지

지한다. VSNU에 따르면 ‘그린’은 현재 이미 적

용 가능한 중간단계로서의 옵션이지만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은 아니다. 그에 반해 골드루

트는 곧 현재의 출판 모델을 대신할 것으로 기

대된다.

지렛대로서의 ‘빅딜’

오픈 액세스를 위한 분투로 대학들은 매거진 구

독과 관련하여 대형 출판사와 이른바 ‘빅딜’4 교

섭을 한다. 약 10여년 동안 출판사는 이 구독을 

패키지 가격으로 제공해왔다. VSNU 협상가들

은 계약 만료시 출판사가 오픈 액세스를 향한 진

지한 단계를 밟아갈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대학

이 계약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 액세스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드라마틱

한 변화를 의미미하기에, 출판사들의 반응은 다

양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Springer6, Wiley7 

그리고 Sage8와 같은 다수의 출판사들과 합의9

에 도달할 수 있었다. Elsevier와는 합의 에 도달

할 수는 있었으나 그 협상은 심각한 고착상태에 

빠져 Elsevier출판에 보이콧이 검토될 정도였다.

결과: 네델란드는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

최근 Elsevier10와의 합의는 오픈 액세스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2015년 12월 10

일 체결된 프레임워크 합의로 Elsevier는 저널의 

네델란드 오픈 액세스 출판을 3년 내에 20%

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에 앞서 Springer와 

Sage와도 이와 유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 다수의 출판사들과 유망한 협의가 진행중이

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까지 학술출판물

의 100% 오픈 액세스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네델란드 시장의 총 70-80% 매출을 

차지하는) 대형 출판사와는 바른 궤도에 올랐다. 

UKB와 SURF는 다른 출판사들과 유사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잠정적 결론으로, 네델란드는 확실

히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

잠정적 결론으로, 네델란드는 확실히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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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ovember 2013
Dekker chooses the gold route
State Secretary Sander Dekker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expresses his support for open access to scientific 
publications in a letter1 to the Lower House of the Dutch Parliament. 
He states that publicly funded research should be freely accessible. 
Dekker chooses the ‘gold route’. The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VSNU2) agrees that the gold route is the most 
future-proof solution, but warns of substantial additional costs for 
universities.

15 July 2014
The VSNU mobilises scientists and academics
In a letter3 to academia, the VSNU writes that researchers can play a vital role in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They can deposit their articles in the repository of their own 
university. And at least as important, they can use every available opportunity to make 
publishers aware of the need to switch to an open access model.

20 November 2014
Deal with publisher Springer
Springer Publishing and the Dutch universities reach an agreement4 on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We’re confident that this agreement with Springer marks a key step in the right 
direction’, says Koen Becking, president of Tilburg University and chief negotiator for the 
VSNU. Springer5 explains what this means for Dutch scientists and academics.

First quarter 2015
Financial backers make open access mandatory

Several financial backers make open access mandatory.  
The Bill en Melinda Gates Foundation6 explains: ‘We 
have adopted an Open Access policy that enables the 
unrestricted access and reuse of all peer-reviewed 
published research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foundation, including any underlying data sets.’ On 
3 March, Canadian financial7 backers make open 
access mandatory.

The road to open access

Open access publishing of scientific research has been a goal in academia 
for years. For politicians, funding organisations and publishers, too, it is a 
point of increasing interest. In 2013, a letter to parliament written by State 
Secretary Sander Dekker caused the issue to rapidly gain momentum. 
A timeline of fifteen key moments. More Info? Scan 

these codes:

1. letter
(in Dutch only)

2. VSNU
(in Dutch only)

3. letter

4. agreement

5. Springer

6. The Bill en 
Melinda Gates 

Foundation

오픈 액세스를 향한 길

오랫동안 학술연구의 오픈 액세스 출판은 학계의 목표였다. 정치가 뿐 아닌 연구비 지원기관과 출

판사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국무장관 Sander Dekker 가 의회에 제출한 

정책 문서를 시작으로 이 이슈는 급속한 추진력을 얻게된다. 

다음은 열다섯가지 주요 순간들의 타임라인이다.

2013년 11월 15일

Dekker, 골드 루트를 선택하다 

국무 장관 Sander Dekker(교육·문화·과학성) 가 의회에 제출한 정

책 문서1를 시작으로 학술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한다. 그는 공적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며 ‘골드 루트’를 선택한다. 이에 네덜란드 대학

연합(VSNU2)은 골드 루트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대안임에는 동의

하나 대학이 부담하게 될 실질적 추가비용을 경고한다.

2014년 11월 20일

출판사 Springer와의 딜

출판사 Springer와 네덜란드의 대학은 오픈 액세스 전환에 관한 합의4에 도달한다. Til-

burg 대학 총장이자 VSNU 협상 책임자인 Koen Becking은 “이번 Springer와의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Springer5는 이것이 

네델란드의 과학자 및 학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2015년 1/4분기

재정 후원자들이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다

2014년 7월 15일

VSNU, 과학계와 학계의 지지를 모으다

VSNU는 학계에 발표문3을 통해 연구자들이 오픈 액세스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언급한다. 대학은 리파지토리에 해당 대학의 논문을 자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출판사들이 최소한 오픈 액세스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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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anuary 2015
Open access focal point during EU presidency
The Netherlands reveals its plans for the EU presidency in 
the first half of 2016, and open access is designated as a 
focal point8. The aim is to give open access a boost during 
that perio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3 March 2015
Open access in copyright

Due to a motion9 by member of the Lower House Joost Taverne 
(VVD), copyright law enshrines an author’s right to publish an 
article in open access format. This is permitted after a reasonable 
period after initial publication to enable the publisher to recoup 
their investment.

18 March 2015
LERU: ‘Open access is an opportunity’
The 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LERU) – in which 21 prominent research 
universities are united – calls10 for the publishing system to be transformed. ‘Open Access  
is not a threat, but an opportunity – an opportunity to develop a sophisticated model for the 
delivery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and publishers should 
work together to maximise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outputs 
and devise financial models which support the move to a sustain-
able Open Access future’.

In October 2015, LERU underlined this plea by starting the petition, 
‘Christmas is over11’. The petition is directed at the Netherlands, 
which is serving as EU President in the first half of 2016, and calls on the European Commis-
sion to join with all stakeholders to transition to open access in order to avoid public funds 
being unnecessarily spent on publisher’s fees and to make research results freely available 
to the public.

10. calls

11. Christmas is over

8. focal point
(in Dutch only)

9. motion
(in Dutch only)

7. Canadia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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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7의 후원자들은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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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를 주요 이슈8로 채택하여, 네델란드 국내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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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필요성을 지적한다10. ‘오픈 액세스는 위협이 아닌, 유럽의 

연구들을 보급하기 위한 정교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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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U는 2015년 10월 ‘Christmas is over11(크리스마스는 끝났다)’란 이름으로 청원을 

시작한다. 이 청원은 2016년 상반기 EU의장직인 네델란드를 통해 EU의회에 제출되어, 

공공자금이 불필요하게 출판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 결과가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오픈 액세스 전환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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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Joost Taverne(VVD)의 제안9으로, 저자가 자신의 저작

물을 오픈 액세스로 게시할 권리에 대한 저작권법이 지지를 얻

는다. 이로써 초판 이후 합당한 기간이 지나면 출판사는 투자금

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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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ly 2015
Deal with Sage
Yet another publisher enters into an agreement with universities on open access. This time  
it is the publisher Sage12, a world-leading independent publisher of scientific journals and 
books in the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2 July 2015
VSNU considers boycott of Elsevier
After negotiations with Elsevier come to a standstill in June, Dutch universities consider 
boycotting13 one of the world’s largest scientific publishers. The hundreds of scientists and 
academics working as chief editor at one of the 2,200 Elsevier journals are approach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would consider leaving their jobs.

12 October 2015
Linguists go their own way with LingOA
A group of leading international linguists aim to make accessibility to academic research 
results less dependent on expensive commercial publishers. They say goodbye to their 
current publisher and start publishing their articles in a form that is freely accessible to  
the entire community at very little cost. This unique initiative is launched in the name of 
LingOA14. Universities support this important step towards open access.

19 August 2015
EU launches pilot
The EU is also committed to open access.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a pilot15 enabling 
researchers to apply in retrospect for funding to publish  
in an open access format.  
Two months later, State Secretary Dekker and member  
of the European Commission Moedas publish a joint 
statement16 on open access. Moedas: ‘I believe that much 
efforts need to be done by the main publishers to adjust 
their business models to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16 September and 22 October 2015
Austria and England follow the Netherlands’ example
Universities abroad also start negotiating with publishers on open access. Austrian 
 universities reach an agreement with Springer17. A month later, British universities reach  
an agreement18 with the same publisher.

1 December 2015
NWO makes open access mandatory

The NWO makes open access mandatory19 by changing grant 
conditions. Henceforth, all publications resulting from an NWO 
‘call for proposals’ must be accessible to the public immediately 
at the time of publication.

Meer lezen? Scan 
dan deze codes:

13. boycot
(in Dutch only)

12. Sage

14. LingOA

15. pilot

2015년 7월 2일

Sage와의 딜

이제 또 다른 출판사가 대학과 오픈 액세스 협정을 체결한다. 바로 사회·행동과학 분야 과

학저널 및 도서의 세계적 독립출판사인 Sage12이다.

2015년 8월 19일

EU, 파일럿 프로그램에 착수하다

EU 역시 오픈 액세스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학자

들이 오픈 액세스의 형태로 출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

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15을 시작한다.

2개월 후, 국무장관 Dekker와 유럽 의회 의원인 Moe-

das는 오픈 액세스에 관한 공동 성명16을 발표한다. 

Moedas는 ‘주요 출판사들이 21세기의 현실에 맞게 비

즈니스 모델을 조정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다.

2015년 9월 16일과 10월 22일 

오스트리아와 영국, 네델란드의 사례를 따르다

네델란드 외 대학들 역시 출판사들과 오픈 액세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대

학들은 Springer17와 합의에 도달하고 한달 후 영국 대학들도 같은 출판사와 합의18를 이

끌어낸다.

2015년 12월 1일

NWO,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다

2015년 10월 12일

언어학자들, LingOA와 그들만의 길을 가다

한 그룹의 세계적 언어학자들은 학술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업

적 출판사들에 덜 의존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출판사들과 작별을 고하

고, 전 커뮤니티가 매우 낮은 가격으로 그들의 논문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

을 시작한다. 이 독특한 단체의 이름은 LingOA14로, 대학들은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는 이 

중요한 걸음을 지원하고 있다.

NWO는 보조금 조건을 변경함으로서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19

한다. 이로 인해 NWO의 ‘제안’에 의한 모든 출판은 출판 즉시 

공공에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2일

VSNU, Elsevier의 보이콧을 검토하다

6월, Elsevier와의 협상이 정체에 빠지자, 네델란드 대학들은 세계최대 과학출판사에 대한 

보이콧13을 검토한다. 이에 2,200여개 Elsevier 저널의 편집장으로 재직중인 수백 명의 과

학자들과 학자들은 직장을 떠날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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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less dependent on expensive commercial publishers. They say goodbye to their 
current publisher and start publishing their articles in a form that is freely accessible to  
the entire community at very little cost. This unique initiative is launched in the name of 
LingOA14. Universities support this important step towards open access.

19 August 2015
EU launches pilot
The EU is also committed to open access.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a pilot15 enabling 
researchers to apply in retrospect for funding to publish  
in an open access format.  
Two months later, State Secretary Dekker and member  
of the European Commission Moedas publish a joint 
statement16 on open access. Moedas: ‘I believe that much 
efforts need to be done by the main publishers to adjust 
their business models to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16 September and 22 October 2015
Austria and England follow the Netherlands’ example
Universities abroad also start negotiating with publishers on open access. Austrian 
 universities reach an agreement with Springer17. A month later, British universities reach  
an agreement18 with the same publisher.

1 December 2015
NWO makes open access mandatory

The NWO makes open access mandatory19 by changing grant 
conditions. Henceforth, all publications resulting from an NWO 
‘call for proposals’ must be accessible to the public immediately 
at the time of publication.

Meer lezen? Scan 
dan deze codes:

13. boycot
(in Dutch only)

12. Sage

14. LingOA

15.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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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lsevier

16. joint statement

21. Wiley

17. Springer

18. agreement

19. mandatory

10 December 2015
Deal with Elsevier
It took one and a half years, but an agreement is finally reached between the Dutch universities 
and Elsevier20, to the satisfaction of both parties. Philippe Terheggen, Managing Director of 
Journals at Elsevier: ‘Continuing subscription-based access to our high-quality, peer-reviewed 
scientific articles is essential for the Netherlands to maintain its position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research countries. In addition, Dutch scientists and academics have more open 
access publication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research findings with the rest of the world.’

3 Februari 2016
Agreement with the publisher Wiley
The Dutch universities have negotiated an agreement with Wiley21 for the period 2016-2019. 
The agreement provides that academics and students associated with Dutch universities will 
have access to all articles published in Wiley’s scholarly journals and will be able to publish 
articles open access in all of Wiley’s approximately 1,400 hybrid journals. Researchers will  
no longer owe any additional fees (APCs) to publish open access. ‘In this new landscape,  
we support the ambitions of all community stakeholders, including researchers, funders  
and institutions – by facilitating greater openness and ultimately increased reproducibility.’ 
 according to Philip Carpenter, EVP Research, Wiley.

Continuing subscription-based access to our 
high-quality, peer-reviewed scientific articles is 

essential for the Netherlands to maintain its position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research countries.

Philippe Terheggen, Elsevier

‘

‘

2015년 12월 10일

Elsevier와의 딜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결국 네델란드 대학들과 Elsevier20는 양 측이 만족하는 협의을 

이루어냈다. Elsevier의 저널 전무이사 Philippe Terheggen은 ‘우리의 상호심사된 고품질

의 논문에 대한 접근이 구독을 기본으로 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네델란드를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네델란드의 과학자 및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

한 발견이 세계와 공유될 수 있는, 더 많은 오픈 액세스 출판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한다.

2016년 2월 3일

출판사 Wiley와의 협정

네덜란드 대학은 Wiley21와 2016-2019년 간의 협정을 협상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네덜란

드 대학의 학자 및 학생이 Willey의 학술저널에 출판된 모든 모든 저널에 접근할 수 있고, 약 

1,400여 개의 Wiley 하이브리드 저널에 오픈 액세스로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학자들은 오

픈 액세스 출판을 위해 더이상 어떠한 추가비용(APCs)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Wiley EVP 

연구원 Philip Carpenter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는 더욱 대담한 개방과 재생

산성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학자,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소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야망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우리의 상호심사된 고품질의 논문에 대한 접근이 

구독을 기본으로 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네델란드를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Philippe Terheggen, Elsevier



‘The Dutch Approach’

Despite its relatively small size, the Netherlands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open access countries in the world. What is the secret of ‘the Dutch 
 approach’? An overview of a number of success factors and some criticism.
‘Looking back on recent months and how the entire process took shape, 
I would like to identify four success factors’, said Josephine Scholten, director 
of the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VSNU).

Unique bargaining model
 
‘The agreement is a great example of what can be achieved when all the universities 
work together and stand their ground.’
 

The above quote is from Gerard Meijer at Voxweb1, short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significant agreement with Elsevier. Meijer, Becking and Winter had the privilege of being chosen 
to negotiate with the publishers on behalf of all research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in the Netherlands, all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KB). That is, on behalf of the Netherlands as a whole.

Although there are also forms of collective negotiating by a consortium in other countries, it often 
takes a different form there. Sometimes consortiums negotiate by region, such as in Spain and 
America. In a country like France, for example, both the initial and the negotiations themselves 
take plac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United Kingdom and Austria, for instance, have chosen 
for collective bargaining by a representative organisation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e Dutch 
bargaining model made it possible to create momentum. This considerably strengthened the 
power and position of the negotiators at the negotiating table.

Clear political support
 
‘My goal is to complete the full transition to Open Access Gold Road in ten years, i.e., by 
2024. To achieve this, in five years at least 60 per cent of scientific journal publications 

should be available through Open Access.’
 
The above quote is from State Secretary Sander Dekker, in his letter2 to the Lower House of the 
Dutch Parliament on November 15, 2013. More than two months later, the Netherlands reveals 
plans for the EU presidency in the spring of 2016, and open access is made a focal point3. The 
aim is to give open access a boost during that perio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On 
March 23, 2015, the State Secretary also wrote a non-paper4 with his British counterpart Greg 
Clark to appeal to other European education ministers to also commit themselves to open access. 
The two ministers state that it will only be possible to force publishers to move to an open access 
publication model with cross-European coordination. This political support is a boost for the 
negotiators.
 
Political support for open access is also clear in a European context, as reflected in the Joint 
Statement5 of Commissioner Moedas and State Secretary Sander Dek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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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er lezen? Scan 
dan deze codes:

1. Voxweb
(in Dutch only)

비교적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네델란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국

가 중 하나이다. ‘네델란드식 접근방법’의 비밀은 무엇인가? 다음은 여러 성공요인과 몇몇 비판들에 

대한 개요이다. 최근 몇달 간을 되돌아보고 총 과정이 어떻게 형체를 갖추어왔는지 생각하며, 네델란

드 대학 연합(VSNU) 회장 Josephine Scholten는 그것을 네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네델란드식 접근방법’

독특한 협상 모델

‘협정은 모든 대학들이 함께 자신의 토대 위에 서서 협력할 때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명확한 정치적 지원

‘나의 목표는 10년 내, 즉 2024년까지 골드 루트 오픈 액세스로의 완벽한 전환을 이

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내 최소 60%의 과학저널 출판이 오픈 액

위의 인용은 Elsevier와의 중요 협정 직후 Voxweb1의 Gerard Meijer가 한 말이다. Meijer, 

Becking 그리고 Winter는 모든 연구대학 및 네델란드의 응용과학대학, 대학도서관 및 네델란

드 국립도서관(KB) 즉 네델란드 전체를 대표하여 출판사들과 협상하는 대표로 선택되는 행운

을 누렸다.

집단 교섭의 형태는 다른 국가의 컨소시엄에도 있으나, 종종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컨소시엄 협상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

서는 초기 협상과 본 협상 모두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 또 다른 예로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집단교섭의 목적을 위한 대표조직이 설립된다. 네덜란드의 협상모델은 모멘텀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었고,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자의 권력과 지위를 확실히 강화했다.

세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위는 국무장관 Sander Dekker의 발언으로, 2013년 11월 15일 네델란드 하원의회에 발표2된 

내용이다. 이후 네델란드는 2개월 넘게 지난 2016년 봄 EU 의장직 계획을 발표하며 오픈 액

세스를 중요 이슈3로 소개한다. 그 목표는 네델란드 국내외 오픈 액세스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었다. 2015년 3월 23일 국무장관은 또한 영국의 Greg Clark와 함께 다른 유럽 교육부장관

들이 오픈 액세스를 지지하는 비공식 제안(non paper)4을 낸다. 여기에서 양 장관은 전 유럽

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모델만이 출판사들을 오픈 액세스로 전환시킬 수 있을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지원을 통해 협상자들을 고무시켰다. Moedas 의원과 Sander Dekker 국무장관의 공

동성명5이 시사하듯 유럽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정치적 지원은 명확하다.



Fidelity to principles
 
‘We are willing to pay publishers for the work they do, but Elsevier’s profit margin is 
approaching 40 percent, and universities have to do the (editing) work and pay for it.  

We aren’t going to accept it any longer. I think from the fact that Elsevier is not willing to move 
much, they simply still don’t believe it. Well, they got us wrong.’
 
This quote from VSNU negotiator Gerard Meijer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Radboud 
University) in an article by Times Higher Education (THE)6 illustrates the steadfastness of the 
Dutch efforts during the sometimes difficult negotiations with eight major scientific publishers.  
Or, as Times Higher Education put it: ‘Professor Meijer insisted that Dutch universities were 
determined not to bend’.
 
The principles of the Dutch negotiating team were as clear as glass from the outset, and these 
principles will not be compromised. For example, in the eyes of the Dutch Universities,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should be budget neutral. ‘This means that we do not want to pay  
extra for open access publishing’, Robert van der Vooren, open access project coordinator at  
the VSNU, explains the Dutch standpoint.
 
Where Research Libraries UK came no further than a compromise during similar negotiations  
with Elsevier in 2011, the VSNU negotiators got what they set out to achieve as a result of their 
steadfastness. ‘The percentage of open access publications published in Elsevier journals is 
increasing annually by ten per cent. And this is at no additional cost to universities or the 
 Netherlands for open access.’

A powerful delegation
 
Contrary to normal practice, the VSNU and UKB (a consortium of thirteen Dutch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took negotiations to the 

highest administrative level. Whereas normally, the boards of the libraries are expected to meet 
with the publishers, this is now done by a number of Executive Board Presidents of universities, 
who negotiate through the VSNU, with the mandate of all universities and university libraries,  
and with the support of SURF. This means that there is attention for the subject at the highest 
 administrative level from the outset. This strong foundation has made it possible to negotiate at  
a different strateg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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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tch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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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tch only)

4. non-paper

5. Joint Statement

강력한 대표단

일반적 관행과는 반대로 VSNU와 UKB(13개 네덜란드 대학도서관과 네델란드 국

원칙에 대한 충실함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Elsevier의 이율이 40%에 달

립도서관의 컨소시엄)는 가장 높은 관리자 레벨의 협상을 실시했다. 대개 도서관의 이사진이 

출판사를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각 대학의 중역 이상 이사진 다수가 모든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위임을 받아 SURF의 지원으로 VSNU를 통해 협상에 참여했다. 이것은 해당 이

슈에 최고 행정 단계의 관심이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전략적 레

벨의 협상이 가능했다.

하는 동시에 대학은 (편집)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더이상 용인하

지 않겠다. Elsevier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이 사실을 아직 믿지 않아서인듯 하

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 판단했다.’

이는 VSNU 협상가 Gerard Meijer(Radboud 대학 이사장)가 8개 주요 학술출판사와의 어려

웠던 협상에서 네델란드가 보여준 견고함을 기술한 Times Higher Education (THE)6의 한 기

사를 통해 한 말이다. Times Higher Education은 이것을 ‘Meijer 교수는 네델란드 대학들은 

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다.

네덜란드 협상단의 원칙은 처음부터 유리처럼 투명했고, 그 원칙을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예

를들어 네덜란드 대학 입장에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은 예산중립적이어야 했다. VSNU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Robert van der Vooren은 ‘이는 오픈 액세스 출판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싶다는 의미이다’ 라고 네델란드의 입장을 설명한다.

2011년 영국 연구도서관들은 Elsevier와의 유사한 타협 수준에 그치는 협상을 한 반면, VSNU 

협상가들은 그들의 확고함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Elsevier 저널에서 오픈 액세스로 출판

되는 양은 매년 10%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학 및 네델란드 국가에 오픈 액세스를 위

한 어떤 추가적 비용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Liam Earney is director of Jisc Collections, the 
British not-for-profit organisation for digital 
services and solutions for higher education.  
How does he view ‘the Dutch approach’?
 
How do you see the role of the 
 Netherlands in the fight for open  
access?
‘The Netherlands is certainly a pioneer on the 
path to gold open access. Not only because 
there is stro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in the Netherlands, but 
also because it is clearly aiming to achieve open 
access within a certain period.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obtaining open access as an 
essential part of a subscription to scientific 
journals, at little or no additional cost, means that 
the Netherlands is in the forefront of countries 
choosing this approach as one of the routes to 
open access.’
 
How would you define ‘the Dutch 
 approach’?
‘I wouldn’t go so far as to say that it is a typical 
Dutch approach, a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with the approach in countries like England and 
Austria. I do believe tha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ll stakeholders (government, funders of scientific 
research and universities) are on the same page 
at the highest level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approach of aiming for gold open access within 
existing subscription agreements with publishers. 

This commitment is warmly welcomed by anyone 
who believes that open access is part of the core 
mission of universities.’
 
What is the next step on the international 
level?
‘Although there is already considerable support 
for open access at the European level, I would 
still like to encourage all scientific publishers to 
work together with the European academic 
community and make agreements regarding 
open access as soon as possible. I encourage 
them to do so in such a way that the key features 
of research communication remain protected and 
where new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re 
exploited. For example, text and data mining are 
very cost effective, transparent and provide a 
new landscape for scientific research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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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m Earney는 영국 고등교육기과의 디지털 

서비스 및 솔루션을 위한 비영리조직인 Jisc 

Collections의 장이다. 그는 ‘네델란드식 접근’

을 어떻게 생각할까?

는 오픈 액세스가 대학의 주요 미션이라고 믿는 

모든이에게 환영받을 일이다.’

이제 국제적 수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미 오픈 액세스를 위한 유럽 단위의 상당한 지

원이 있지만, 다른 모든 과학출판사들 또한 유럽 

학술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오픈 액세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를 바란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관련 소통의 

주요 특이사항은 보호된 채 새로운 기술적 기회

가 활용되는 방식을 권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와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매우 효

과적이며 투명하고, 유럽에서의 과학 연구에 새

로운 장을 열도록 해준다.

다음은 오픈 액세스을 향한 단계들을 코디네이팅하는 운영위원회이다:

‘출판사는 학계와 협력해야한다’

오픈 액세스를 위한 투쟁에서 네덜란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덜란드는 단연 골드 오픈 액세스를 향하는 개

척자이다. 그들은 정부 외에도 다른 관련 기관들

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오픈 액세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혹은 추

가비용 없이 과학저널 구독이 오픈 액세스화 된

다는 점은, 곧 네델란드가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

는 국가들 중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델란드식 접근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네델란드식 접근이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그

것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

적인 접근방식으로 표현하진 않겠다. 그러나 모

든 이해관계자들(정부, 과학 연구비 지원기관과 

대학)이 최고위 단계에서 기존 출판사와의 구독

계약을 토대로 골드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기로 

합심하기는 이번이 처음임을 인정한다. 이 합의



Critical voices
 
Besides all the praise for the Dutch approach, 
there are also critical voices. For example, on the 
question of why the Netherlands has opted for 
gold and not for green. NRC Handelsblad14 noted 
that apart from the Netherlands, no other country 
has expressly opted for the gold route. Countries 
like Germany, Denmark and the US, but also the 
large EU research programme ‘Horizon 2020’, 
have chosen for ‘green’. Also, according to some 
people, the gold route is more expensive. 
Moreover, the prepayment model would result in 
‘a storm of ghost journals, luring researchers to 
publish (i.e. pay) but offer nothing in return’.
 
Other critics point to the need to increase the 
Dutch scale. ‘I sincerely applaud the courageous 
leadership role played by the Netherlands in this 
discussion, but at the same time I urge the 
country to prioritise an international, preferably 
European, strategy wherever possible. With its 
Horizon 2020 budget of over 70 billion euros, 
the EU is capable of a much stronger stand than 
we can take alone. It is also important that not 
just governments, but the large research organi-
sations as well, make as concerted an effort as 
possible, said Hans Clevers, in his farewell 
address15 at the KNAW.

 All eyes on the Dutch
 
People abroad are following the Dutch with 
interest, and publications regularly appear in the 
international media about ‘The Dutch approach’.
 
‘Dutch lead European push to flip journals to 
open access’16, Nature headlined on 6 January 
2016. The article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big deals’ that negotiators have made with 
publishers. According to Paul Ayris, head of 
library service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results of these deals can even be considered 
‘a great step forward to an OA world’.

‘Dutch universities dig in for long fight over open 
access’17, according to an article by Times Higher 
Education (THE) of 8 January 2015. The article 
pays ample attention to the principled stance and 
steadfastness of the Dutch negotiators: ‘Gerard 
Meijer, president of Radboud University and one 
of the lead negotiators for the Dutch universities, 
said that in addition to preserving access to their 
subscription journals, the universities wanted 
publishers to permit all future articles whose 
corresponding author has a Dutch affiliation to be 
published on an open access basis for no extra 
charge. He said universities were also unwilling 
to tolerate any more above-inflation price rise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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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식 접근에 대한 여러 찬사들 이면에는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왜 네델란

드가 그린이 아닌 골드루트를 선택했는지이다. 

NRC Handelsblad14는 네델란드 외에는 명확히 

골드루트를 선택한 국가가 없다고 보도한다. 독

일, 덴마크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EU 연구 프로

그램 ‘Horizon 2020’은 그린루트를 선택했기 때

문이다. 또한 골드루트는 더욱 높은 비용을 요한

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도 선결제 방식은 ‘쇄

도하는 유령 저널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출판하

도록 (즉 결제하도록) 유혹하고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한다.

다른 비평가는 네델란드의 규모를 증대시킬 필

요성을 지적한다. ‘네델란드가 이 논의에서 용감

하게 선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

를 보낸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을 우선순위로 하

는,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을 세울 것을 권

고한다.’ 70억 유로 이상의 Horizon 2020 예산

은 우리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강

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 외에도 대형 

연구기관들 또한 최대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Hans Clevers는 그의 KNAW 고별연설15

에서 말한다.

네델란드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외부의 시선들로 

인해 ‘네델란드식 접근’에 관한 출판물은 국제 언

론에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네델란드, 유럽에서 저널의 오픈 액세스 전환에 

앞장서다’162016년 1월 6일 Nature의 헤드라

인이다. 해당 기사는 협상 담당자들이 출판사와 

이루어낸 ‘빅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있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도서관장 Paul 

Ayris는 이 딜의 결과가 심지어 ‘오픈 액세스 세

계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네델란드 대학, 오픈 액세스의 장기적 이익을 위

해 전력하다’172015년 1월 8일 Times Higher 

Education(THE)의 기사 중 일부이다. 이 기사

는 네델란드 협상가들의 원칙적 자세와 견고함

에 주목한다: ‘Radboud 대학 총장이자 네델란

드 대학들의 협상 책임자인 Gerard Meijer는, 

대학 측은 구독저널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네델란드 소속 저자의 향후 모든 논문

이 추가비용 없이 오픈 액세스 기반으로 출판되

길 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대학 측이 물가상승

률 이상의 가격상승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비판적 목소리 네델란드에 집중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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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pen access publishing, there are two routes: the ‘green’ and the ‘gold’ route. Green is already 
possible in many places: the article can be offered to the digital archive of scientific publications of 
the university library, the so-called ‘repository’. All universities have such a repository. Publishers do 
often set conditions on when the article can be freely accessed in the repository.

 
In the gold route, the publisher of the open access journal itself publishes the article in an open access 
format. The Directory1 of Open Access Journals lists more than 11,000 high-quality open access 
scientific publications.
 
Most universities have already offered support for open access publishing since 2005. For example, 
there are support centres that can advise on negotiations with publishers, criteria for open access, 
choosing open access journals, the use of social media in publications, and copyright issues.

‘Open access can improve quality’

Is open access publishing difficult? Not according to Professor Huub Savenije 
of TU Delft.

How does open access 
publishing work?
All Dutch universities support open access publishing. Since December 1, 
2015, the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NWO) has even 
made it mandatory that research that was carried out with public money is 
published in an open access format. What do you have to keep in mind as a 
scientist or academic? And who pays?

I

Professor Savenije has been the chief editor of 
Hydrology and Earth System Sciences (HESS) 
for many years now. ‘HESS was one of the first 
journals with a web-based peer review system’, 
Savenije explains enthusiastically. ‘A draft paper 
is put on the web and the invited peer reviewers 
comment on the paper. Actually, anyone can do 
so, and the author can respond. This dynamic 
discussion on the review of the paper is 
documented on the web.’
 
Innovative discoveries
Savenije is especially enthusiastic about the 
accessibility of open access2. ‘In the traditional 
model, it is often difficult to get the truly 
innovative papers published. This can often 
take years. It’s quite normal to be rejected quite 

오픈 액세스 출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픈 액세스는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네덜란드 대학은 오픈 액세스 출판을 지지한다. 2015년 12월 1일 이후 네델란드 과학연구기

구(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NWO)는 심지어 공공자금에 의한 연구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의무화했다. 여러분은 과학자로서 혹은 학자로서 무엇에 유의해야 하며, 그 비

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오
픈 액세스 출판에는 ‘그린’과 ‘골드’ 두가지의 루트가 있다. 논문이 대학 도서관 과학출판

의 디지털 아카이브, 즉 ‘레파지토리’로서 제공될 수 있는 그린루트는 이미 여러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은 그러한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출판사들은 레

파지토리 내 논문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한다.

골드 루트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의 발행자가 스스로 논문을 오픈 액세스 형태로 출판한다. 오픈 액

세스 저널의 디렉토리1로 11,000개 이상의 고품질 오픈 액세스 과학 출판물이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대학은 이미 2005년 이후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출판사와의 협상, 오픈 액세스의 기준, 오픈 액세스 저널 선택, 출판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이용,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지원센터가 있다.

오픈 액세스 출판은 어려운가? TU Delft의 Huub Savenije 교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Savenije 교수는 여러해 동안 Hydrology and Earth System Sciences (HESS)의 편집장으로 재직

해왔다. ‘HESS는 웹 기반의 상호심사 시스템을 

갖춘 첫번째 저널 중 하나였다.’고 Savenije는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요약문이 웹에 올려지면 

초대된 상호심사자들은 그에 대한 코멘트를 쓴

다. 이것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저자 

또한 그에 대응할 수 있다. 논문에 관한 이러한 

다이나믹한 논의는 웹에 문서로 기록된다.’

혁신적 발견들

Savenije는 오픈 액세스2의 접근성에 관해 특히 

열광한다. ‘전통적 모델에서, 진실로 혁신적인 

논문은 종종 몇년씩 걸리기도 하며 출판되기 어

려웠다. 한 논문이 저널에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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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times before your article finally gets 
accepted in such journals. However, by then your 
innovative discovery has already passed through 
the hands of a dozen people. By then, someone 
else might actually already have started using 
your idea!’
 
Impact factor
A big advantage of open access publications in a 
journal is that the average time between submis-
sion and publication is short. In his own journal, 
HESS, this is half a year, says Savenije. ‘As a 
result, the impact factor increases. You reach a 
wider audience more quickly and your article is 
read more often.’
 

Higher quality
According to Savenije, open access is not 
detrimental to quality. The review process is 
organised in the same way as in a traditional 
journal. We have a committee of editors, and 
there is always an editor responsible for each 
paper. Each paper is reviewed. However, all 
publications are immediately public. I venture  
the assertion that open access improves quality. 
Draft papers are put online immediately, where 
they will remain accessible. Scientists and 
academics are well aware that publishing a  
weak paper may have very grave consequences.’

More Info? Scan 
these codes:

1. Directory

2. open access

As a result of open access, the impact factor 
increases. You reach a wider audience more 
quickly and your article is read more often.

Huub Savenije, TU Delft

‘

‘

오픈 액세스는 결론적으로 영향력 계수를 증가시킨다. 

저자는 더 넓은 독자와 더 빠르게 만날 수 있고 

저자의 논문은 더욱 자주 읽히게 된다.

Huub Savenije, TU Delft

게 된다.’라고 말한다.

더욱 높은 품질

Savenije에 의하면, 오픈 액세스는 질적 확신을 

주지는 않는다. 심사 프로세스는 편집위원회와 

각 논문을 담당하는 편집자가 있는, 전통적 저널

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논문

이 출판 즉시 공개된다. 그는 과감히 오픈 액세스

는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과학자와 학

자들은 미흡한 논문이 온라인으로 즉시 접근 가

능하도록 공개 및 출판될 때 초래될 심각한 결과

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번 거절당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다른 누군가가 

이미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해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영향력 계수

저널에 오픈 액세스 출판을 할 때의 큰 장점

은 제출과 출판 시기의 차이가 적다는 것이다. 

Savenije는 이제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의 저

널 HESS을 토대로 볼때 ‘결론적으로 영향력 계

수는 증가한다. 저자는 더 넓은 독자와 더 빠르

게 만날 수 있고 저자의 논문은 더욱 자주 읽히



The cost of open access publishing varies per 
magazine and/or publisher, ranging from $ 500 
to $ 4,500 per article, TU Delft reports. The more 
prestigious the platform, the higher the cost. The 
author mainly pays for the peer review process, 
the preparation of the manuscript and the 
internet server.
 
So yes, open access can be expensive for the 
scientist or academic or their scientific depart-
ment. There isn’t always room in the scientific 
budget of the department for these costs. 
However, there are ways around this, as Profes-
sor Levi,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msterdam Medical Centre and representa-
tive of the NFU (Netherlands federation of 
university medical centres) explains in this 
video3. ‘Where medical scientific articles are 

concerned, universities and university medical 
centres do their best to centralise these costs, so 
that – similar to journal subscriptions, which are 
paid by the university centrally – open access 
need not entail additional costs for researchers.’

Open access publishing often entails certain costs, because the publisher 
cannot derive revenue from subscriptions or pay-per-view requests. How 
does that work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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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access agreements with Springer, 
Elsevier, Sage and Wiley are a milestone in 
the Dutch struggle for open access. But the 
battle is not over yet. More will be needed  

if we are to achieve the ambition of State Secretary 
Dekker (100% open access by 2024). Van der Vooren: 
‘This is why we are still actively negotiating with other 
publisher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ke progress 
in the agreements with both the major and smaller 
publishing houses. If we continue to achieve results,  
we will remain on track.’

Tipping poin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round two per cent of all 
pub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annually is from the 
Netherlands. More will be needed to provide a signifi-
cant push forward towards open access on a global 
scale. Van der Vooren: ‘We need to reach the tipping 
point, which is the moment that publishers will be 
forced to transform the old publishing models. This  
will only work if the rest of the world joins in.’
 
Strong lobby
According to Van der Vooren, it is essential that other 
countries and individual universities reach meaningful 
open-access agreements with scientific publishers, 

similar to those that have been made in the Netherlands. 
‘The demand for open access publications will then 
increase globally, and at a certain point, the old 
publishing models will no longer be needed.’
According to Van der Vooren, what will most certainly 
help is a very strong lobby in Europe. ‘The Netherlands 
will hold the EU presidency for several months, as of 
January 2016. Open access will be high on the agenda 
during that period. This will be a unique opportunity to 
give the open access movement a huge boost.’

Inspiring othe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learn from each 
other. Van der Vooren: ‘For example, the Max Planck 
Society has developed an open access roadmap, which 
every country and university can use to get started right 
away.’
 
It is up to the Netherlands to share its own success 
story across the globe. Van der Vooren: ‘All eyes are on 
us. We can inspire others with what we have achieved 
and the story behind it. And we, in turn, can learn from 
what is happening in countries around us. We look 
forward to the many surprising developments that will 
occur across the globe, which will propel open access 
forward in leaps and bounds.’

Creating momentum
Open access is not just a Dutch affair. To make progress, it is essential 
that other countries and individual institutions make similar arrange-
ments with publishers as in the Netherlands. ‘There will then come  
a point where the current publishing system is no longer needed’, 
predicts Robert van der Vooren, open access project coordinator at 
the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VSNU).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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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는 단지 네덜란드만의 이벤트가 아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 및 개별 기관들이 

네델란드와 같이 출판사와의 협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네델란드 대학협회(Associa-

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VSNU)의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Robert van der Vooren은  ’언젠가는 지금의 출판 시스템이 더이상 필요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S
pringer, Elsevier, Sage 그리고 Wiley와의 오

픈 액세스 협정은 네델란드의 오픈 액세스를 

향한 노력에서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국무장관 Dekker의 야망

(2024년까지 100% 오픈 액세스 달성)을 이루기까지

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할 것이다. Van der Voor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다른 출판사

들과 활발히 협상중인 이유다. 대구모 및 소규모 출판

사 모두와의 협정을 진전시키고 그 협상의 결실들이 이

어질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된다.’

전환점

연구성과에 대한 모든 출판물 중 연간 약 2%가 네델

란드에서 나온다는 것에 주목하자. 전세계적 스케일로 

오픈 액세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an der Vooren은 ’출판사들

이 구식 출판 모델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에 도달해야한

다. 이것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 또한 오픈 액세스 협

상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력한 로비 

Van der Vooren에 따르면, 네델란드에서 과학 출판

사들과 협상된 것들과 비슷한 의미있는 오픈 액세스 협

정을 다른 국가 및 개별 대학들 또한 이뤄내는 것이 중

요하다. ‘그렇게 되면 오픈 액세스 출판의 수요가 세계

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일정 시기에 이르면 구식 출판 

모델은 더이상 필요없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유럽에서의 강력한 로비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16년 1월 현재 네델란드가 맡게

될 몇달 간의 EU 의장직 중 오픈 액세스는 아젠다의 우

선순위에 속한다. 이것은 오픈 액세스 운동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특별한 기회이다.’

다른 이들을 고무시키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서로에게서 배워가는 것이 중요

하다. Van der Vooren이 이르기를: ‘예를 들어 Max 

Planck Society는 모든 국가와 대학이 바로 오픈 액

세스를 향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개발

했다.’

네델란드가 자신만의 성공스토리를 세계와 공유할 것

인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Van der Vooren은: ‘세

계의 시선이 네델란드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뤄온 것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른이들을 고무시

킬 수 있고, 역으로 주변 국가의 동향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오픈 액세스가 어떻게 날아오를지, 앞으로 세계 

오픈 액세스의 놀라운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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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텀을 만들어가다



Korean translated version with permission by VSNU (Robert van der Vooren) produced by 

Kyeong Hee Seo and Jeong-Wook Seo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

오픈 액세스에 관한 VSNU의 뉴스레터1를 신청하여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받으십시오. 참고자료로 아래의 네델란드 국내외 이

해관계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길 바랍니다:

네델란드 외

Open Access Week10

Max Planck Society11

LERU12

소셜 미디어

Twitter hashtags:

#openaccess

#oa

#open_access

네델란드 내

VSNU의 오픈 액세스 뉴스레터1

VSNU2

오픈 액세스3

UKB4

NWO5

KNAW6

STM7

SURF8

네델란드교육·문화·과학성(OC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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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오프셋협정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Offset Agreements 

 

https://www.jisc-collections.ac.uk/Global/News%20files%20and%20docs/Principles-for-offset-

agreements.pdf 

 

번역자 주: 

이 문서는 영국의 Jisc에서 2016년 발표한 문서이다. Jisc는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약자로서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보자원과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영국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본 문서의 주제는 오프셋 협정이다. 오프셋 협정이라는 것은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대하여 저자부담 

투고료를 부담시키고 저널 전체는 유료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구독료를 받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데 이 

과정에서 2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자부담 투고료를 

구독료에서 환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출판사와 협상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오프셋 협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기관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 출판처리비용(APC)기금으로 운용되는 오픈 액세스(OA) 출판이 널리 통용됨에 따라 영

국의 교육기관은 구독료 외에도 APC 및 추가관리비용이 포함된 ‘총 출판 비용’의 증가에 직면

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APC는 상당한 구독 수익이 있는 '전통적' 민간출판사에게 지불되

는데, Jisc Collections는 이러한 영국의 고등교육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프셋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출판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영국학술부문 사용자의 필요조건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 원칙들의 초안은 하이브리

드 저널의 발행인(이들은 일부가 오픈 액세스 논문인 구독 저널들이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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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학술출판사, 대학, 연구비 지원 기관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Finch Report의 사상과 같

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출판사들은 각자의 오프셋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

하리라 기대된다. 

Finch Report의 권고를 따른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의 선구자이다. 

이 중 많은 기관들은 전환을 위한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출판사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오

프셋 시스템의 형태를 통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또한 고등교육기관(그리고 대리협상자일 경우Jisc Collections)이 출판사의 오프

셋 시스템 제안사항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설계되었다.  

 

협정의 배경 

논문 출판처리비용(APC)이 지급되면 구독저널의 발행인은 논문이 오픈 액세스로 출판될 수 

있는 점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Jisc Collections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

르면 APC는 이제 영국학술기관의 Total Cost of Publication(총 출판 비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미 2013년 APC는 평균 (관리비용을제외한) 총 출판 비용의 10%를 구성하고 있는데

1, 이 중 대부분의 APC는 상당한 구독수익 또한 챙기는 거대 '전통' 출판사에 지급되었다. 

Jisc Collections는 이러한 추가적 출판비용(Cost of Publication)의 절감을 위해 오프셋 시스

템에 관한 출판사와의 협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미 SAGE, Institute of Physics, Royal 

Society of Chemistry, Wiley, 그리고 Taylor & Francis를 포함하는 일부 출판사는 오프셋 시스

템을 구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출판사에 구현된시스템은 제각기 다른 점이 있지만 영국학계

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합의는 또한 출판사가 구독수입과

                                                           
1
Pinfield, S., Salter, J. and Bath, P.A. (2015) The ‘total cost of publication’ in a hybrid 오픈 액세스 

environment: Institutional approaches to funding journal article processing charges in combination with 

subscription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Press) 

http://eprints.witerose.ac.uk/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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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를 통한 수익을 이중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에서 영국의 고

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일정 규모의 부담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오픈 액세스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데, 그 예로 개별APC 신청서 작성을 위해 평균 3-4시간의 업무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2 따라서 오프셋시스템은 학술기관 측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중복된 업무가 없어지도

록 설계되어야한다. 

Jisc Collections는 영국의 APC 연관 지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다양성을 감안

할 때, 일부 오프셋 시스템은 일부 그룹의 대학에서 다른 대학들에 비해 효율적일 수도 있다. 

Jisc Collections는 또한 오프셋시스템의 원칙들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널간행

물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정책, 시장과 기술조건을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다음의 원칙들은 출판사와 학술기관들이 오프셋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을 제안하고 평가

하기 위한 지침이다: 

 

오프셋시스템의 원칙 

1. 시스템은 완전한 골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전환을 뒷받침해

야한다. 이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은 포괄적이어야하고 구독하는 기관들의 출

판물이 즉시 저작권이 보장된 채로 공개되고 지원 기관의 권한과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

키도록 (저자와 소속기관 모두에게 해당하는) 오픈 액세스로의 장애를 없애야 한다. 

(1)의 이유는 오프셋과 같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이 모두에게 큰 비용을 요하는 

                                                           
2
Imperial College London submission to the RCUK Review on 오픈 액세스,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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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것이자오픈 액세스가 연구에 이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픈 액세스로

의 전환은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스템은 출판사가 같은 기관에 구독료 지불과 APC 지불로서 두번 결제하는 일이 없도

록 보장해야 한다. 

(2)의 근거로 Finch Report와 영국 정부는 특히 공공 재정의 압박을 받을 때를 위해 전

환에 필요한 추가적 부담이 고등교육기관 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3. 오프셋시스템은 저널의 대규모컬렉션에 제한되지 않고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를 제공

하는 출판인이 소속된 개별 저널을 구독하는 모든 기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3)의 부연으로 Finch Report와 영국 정부에 의해 작성된 권고사항에서 하이브리드 저

널을 구독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저널에 출판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

록 하고 있다. 

4. 오프셋 시스템은 또한 개별 가입 기관의 학술출판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출판사들은 하이브리드 저널의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의 증가를 감안한 전세계 구독

료 절감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No Double Dipping Policies“에 동참하여야 한다. 

(4)의 근거로 출판사의 “이중 수익(double-dip)“에 반대하는 방침이 환영 받는 반면 오

픈 액세스 전환의 선구자 격인 영국과 같은 나라는 기관들의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다. 전세계 구독료의 적은 감소에 관한 리스트에서 영국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처하

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구독료와 APC의 비용이 합쳐졌을 때 2배 이

상 늘어난 지출에 직면하고 있다.3 골드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는 선구자로서 영국HEI의 

                                                           
3
The report by Bjork & Solomon's (2014a), emphasises this principle: ‚This policy imperative, to enable 

individual institutions moving ahead with APC payments to receive discounts on their subscriptions at an 

institutional level, rather than just having a small share of global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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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출판사들이 자금지원기관의 정책과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운데 

상쇄 및 공유된다. 

5. 시스템은 “현금 기반”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바우처 취급에 따른 추가적 관리와 업무가 

지양해야 하는데, 이때 바우처에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오프셋 시

스템이 바우처를 기반으로 가동될 경우 그 바우처는 개별 저자보다 (트랜잭션을 처리하

는) 기관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5)는 고등교육기관과 출판사 모두가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는 한편 오프셋 시스템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오프셋협정의 특성 

다음 표는 여러 오프셋을 위한 시스템이 전환에의 기여도, 경제성,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투명

성에 관한 간략한 논평과 요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평은 자금지원기관의 오픈 액세스 정책

을 경험한 영국 고등교육기관 도서관장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출판사들은 오프셋 시스템

을 디자인함에 있어 이 요점들에 관해 고려하고 그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출판사 측은 시스템의 관리가 용이함을 반김에 앞서, 영국 학술기관은 단지 용이하다는 

이유로 투명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모델을 채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특성 오픈 액세스 전환

에의 기여도 
경제성 관리의 용이성 투명성 

APC가 미래의 구독에 

대한 공제로 반환됨. 

공제된 구독료(출판사에

서 수령한 전년도 모든 

APC 소득의 계 혹은 모

든 APC 소득의 최소 

95%)가 기관에 반환되

 이 시스템은 영

국 고등교육기

관의 증가하는 

총 출판비용의 

문제를 직접적

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대체로 

이 시스템은 기관

들이 APC 트랜젝

션 처리부담, 반

환처리 문제에 직

면하게 되고 기관

의 오픈 액세스 

지원기관에 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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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으로, 전환 기

간 동안 출판사는 두 가

지 청구 모델 운용을 위

해 소량의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간행물이 늘어남에 따라 

완전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기까지 부과되는 

구독료와 연간 APC 반

환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호된다. 이고 무기력해지

며 필터링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려움이 있다. 

구독료 이외의 [추가적

인 전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통의 추가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없음. 

저널이나 저널 컬렉션을 

유료로 구독하던 기관들

이 추가 비용 없이 소속 

연구자의모든 오픈 액세

스 논문들을 같은 저널

에 출판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경우에 따라 출판사는 

전환기간 동안 두 가지 

모델을 운용하기 위해 

매우 적은 금액의 추가

비용 (5% 이하의 출판

사 평균 APC요금 x 연

간 기관에서 저자가 출

판하는 논문 수의 평균

치)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추가비

용 없이 APC를 

설정한다는 의미

에서 매력적이나, 

기존의 구독 모델

을 영구화하고 오

픈 액세스로의 전

환보다 향후 장기

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암시한

다. 이 모델의 경

우 영국 고등교육

기관은 구독에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의 티핑 포인

트를 촉발시킬 오

픈 액세스의 비율

을 명확히 하고자 

할 것이다. 

APC를 위한 적

은 금액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

는 원칙은 일리

가 있으며, 이는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필요 자금

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RLUK(영국연

구도서관협회)

의 입장과 일치

한다. 그러나 적

은 금액의 정의

와 무엇이 하이

브리드 출판사

가 부담한 실제 

비용에 해당하

는지에 관한 문

제가 남게 된다. 

이 시스템은 관리

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

라 저자에게 이 

시스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선택

권을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

히 이미지의 재생

산을 위해 제삼자

의 저작권을 관리

해야 할 예술 분

야가 이에 해당된

다. 

이 경우 기존의 

구독료와 APC

를 위한 적은 금

액의 추가비용

은 도서관을 ‘고

립시키는‘ 한편 

출판사의 수익

이 구독료에 가

려져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는 문제

가 있다. 이런 

상황은 다수의 

도서관이 특정 

딜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덧붙여 이 시스

템은 효율적인 

반면, 저자의 

APC 실제비용 

체감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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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 처리 비용할

인 

구독기관의 모든 저자들

에게 최소 95%의 APC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간행물이 늘어남에 따라 

완전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기까지 부과되는 

구독료와 APC 할인 정

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 시스템은 그 

비즈니스모델이 

기대되는 변화에 

이바지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

다. 

이 시스템은 할

인비율이 높은 

경우 이로우나, 

이러한 시스템

이 너무 많을 경

우 APC의 수와 

높은 구독료에 

비해 매우 낮은 

할인율을 제공

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하

이브리드 출판

사가 제공하는 

APC 비용을 인

위적으로 저감

시키고 잠재적

으로 순수 골드 

저자를 불리한 

입장에 위치시

킬 우려가 있다. 

논문 출판 처리 비용 지

출을 대신하는 바우처. 

구독기관에게 APC 지불

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각 기

관에 배부된 바우처의 

수는 해당 구독 비용 등

급과 상응해야 하고, 각 

기관 저자 별 APC 지출

의 종합적 절감이 최소 

95%에 달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간행물이 늘어남에 따라 

완전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기까지 부과되는 

구독료와 배부되는 APC

바우처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그 

비즈니스모델이 

기대되는 변화에 

이바지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

다. 

바우처는 APC

를 위해 소요된 

총 비용이 드러

나 논문 출판 총

비용 절감에 유

용한 시스템일 

수 있으나 시간 

제한적이지 않

고 개별코드가 

있는 시스템에

서 작용할 수 있

다. 

바우처 유효기간

이 있는 경우 부

적합하다. 

시스템 관리비용

이 추가될 수 있

으며, 고등교육기

관의 바우처 사용

내역추적을 위해 

바우처 개별 코드 

표시가 선호된다.

시스템이 기관 별 

코드로 관리될 경

우 지원받고 있는 

논문에 바우처가 

쓰일 위험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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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영국의 학술부문이 매우 수용 가능하지는 않은 오프셋 시스템을 받아들일 경우, RCUK와 

REFOA정책 및 보고요건을 준수하는 고등교육기관서비스의 즉각적인 개선과 같은 의미있 는 

추가적 이익을 바랄 것이다. 

HEFCE 정책을 따름에 있어, 출판사는 저자에게 보내는 수락 이메일에 관련 기관의 일반 리소

스 계정 이메일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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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Elsevier와의 협정에 대한 Q & A 

Q&A’s for the agreement with Elsevier (VSNU, Netherlands) 

 

Q&A open access [http://www.vsnu.nl/en_GB/faq-open-access-eng.html] 

 

번역자 주: 

네덜란드 VSNU에서 오픈 액세스 추진에 대하여 각 출판사와 개별 협상한 사례에 대한 자료이다. 부

록1.5 오픈 액세스를 행한 네덜란드의 준비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Elsevier 출판사와의 협상이 가장 

어려웠고 합의가 결렬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가다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워낙 규모도 크고 

영향력이 큰 출판사여서 쉽게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네덜란드와의 협상내용을 특별히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른 나라의 다른 대학에서도 네덜란드

의 사례를 거론하며 협상에 임해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것이 자료를 공개한 VSNU

의 희망이다. 그렇지만 실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신뢰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 : 이 협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A : 이것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서명을 위한 자세한 계약 초안 작업

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Elsevier와의 본 협정을 올바른 방향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라고 생각합니다. 양 당사자는 오픈 액세스의 원칙을 지지하며 그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Q : 이 협정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A : 네덜란드대학은 2018년까지 자대 연구자 출판물의 30%를 오픈 액세스가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향후 3년간 오픈 액세스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일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통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입니다. 이 협정은 계속해서 네덜란드 대학의 학자들에게 모

든Elsevier저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게 되며 개별 연구자는 추가 비용 없이 Elsevier저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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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골드 오픈 액세스를 통해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Q : 협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양 당사자의 주요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시에 어느 쪽도 이에 재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아 협상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Q : 어떤 부분에서의 합의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A : 오픈 액세스의 원리는 양당사자 모두 받아들였으나 자금조달, 즉 경제적 측면에 관하여는 

격렬한 토론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의 과학적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학술 출판물은 근본적으로 중

요 사항이기에, 경제성 못지 않게 가용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Q : 2018년 이후의 진행계획과 협정이 3년의 기간을 두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 협정은 2018년까지 네덜란드 소속 저자의 출판물 중 30%가 골드 오픈 액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오픈 액세스의 풍경은 학술 논문과 출판사들에게 큰 변화를 초래

해 2018년에는 이후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대

학들의 기본 원칙으로써의 100% 오픈 액세스가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재정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A : 본 협정에 의해 네덜란드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체계 내에서 오픈 액

세스로 출판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측에게도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전의 상황에서 학자

들은 자신의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대학 역시 동시에 

Elsevier 저널의 출판물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을 구독료와 별도로 추가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

니다. 

Q : 이 빅딜(Big Deal)은 유로화로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환산됩니까?  

A : 그것은 기밀경쟁정보이기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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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Elsevier와의 협정은 2024년까지 100% OA를 달성하고자 하는 Dekker의 포부를 달성

시킬 수 있습니까? 

A : VSNU은 이 협정을 2024년까지 100% OA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이 단

계들은 Elsevier가 네덜란드에서나 국제적으로 오픈 액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며 오픈 액세스 출판이 관리된 특정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는 이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학들은 오픈 액세스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

으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골드 오픈 액세스 출판에 고무되어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고

자 합니다. 

 

Q : 어떻게 저널을 선택하는 방식에 도달했습니까? 

A : 협상 당사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오픈 액세스 논문이 단계적으로 30% 증가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는 저자가 논문이 오픈 액세스로 공개될 저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Q : 학자들이 지정된 OA 저널의 글을 위해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논문 출판 처리 비

용)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A : 네덜란드 소속의 저자를 위한 APC에 대한 비용은 Elsevier와의 본 협정에서 매수되었습니

다. 향후 3년간 그 비용은 빅딜 금액 이하로 떨어져 논문이 선택된 저널에 게시될 수 있게 됩니

다. 

 

Q : 자신이 원하는 저널이 목록에 없을 경우 어떻게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수 있습니까?  

A : 선택된 저널에의 오픈 액세스 출판은 연중무료입니다. 원하는 저널이 목록에 없을 시 

Elsevier는 APC지불 이후에도 오픈 액세스 출판의 기회를 제공하나, 이때 APC는 즉각 상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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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작자는 다른 저널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APC에 관한 지원을 스

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Q : 학자들은 이번 협정의 성과가 오픈 액세스의 보급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A : VSNU는 이번 협정이 2024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특히 추가비용 없이 선택된 저널에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

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Elsevier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오픈 액세스가 네덜란

드에서나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 오픈 액세스의 관

리된 성장이 증명될 것이며 우리는 네덜란드가 그 폭발적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기를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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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Schmitt J. Can’t Disrupt This: Elsevier and the 25.2 Billion Dollar A Year 

Academic Publishing Business. Medium.com on 22 December, 2015 (연간 

30조원 수익을 내는 엘스비어의 학술저널 출판 사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부록 2.2. 서정욱. OA2020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2016. 

http://openandcreative.net/xe/oa/10561 

부록 2.3. 서정욱. 오픈 액세스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학술 저널의 비용 부담 방식 

전환에 대한 베를린 회의. Open and Creative. December 24, 2015. 

http://openandcreative.net/xe/oa2/10404   

부록 2.4. 서정욱. 학술저널 출판의 새로운 변화: 기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전환을 

주제로 열린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  

부록 2.5. 서정욱.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 ‘오픈 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   

블로터닷넷. 2016  

 

 

 

 

 

 

 

 



 

 

 

 



부록2. 오픈액세스 관련 홍보자료 소개   

페이지 1 / 27 

부록 2.1. Schmitt J. Can’t Disrupt This: Elsevier and the 25.2 Billion Dollar A 

Year Academic Publishing Business. Medium.com on 22 December, 2015 (연간 

30조원 수익을 내는 엘스비어의 학술저널 출판 사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NOTE] This article is written by Jason Schmitt at Medium.com on 22 December, 2015. 

The original version is available at https://medium.com/@jasonschmitt/can-t-disrupt-

this-elsevier-and-the-25-2-billion-dollar-a-year-academic-publishing-business-

aa3b9618d40a#.wj6o9bzas 

The translated part is prepared by Jeong-Wook Seo after permission by author.  

 

Can’t Disrupt This: Elsevier and the 25.2 Billion Dollar A Year 

Academic Publishing Business 

연간 30조원 수익을 내는 엘스비어의 학술저널 출판 사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Twenty years ago (December 18, 1995), Forbes predicted academic publisher 

Elsevier’s relevancy and life in the digital age to be short lived. In an article entitled “The 

internet’s first victim,” journalist John Hayes highlights the technological imperative 

coming toward the academic publisher’s profit margin with the growing internet culture 

and said, “Cost-cutting librarians and computer-literate professors are bypassing 

academic journals — bad news for Elsevier.” After publication of the article, investors 

seemed to heed Hayes’s rationale for Elsevier’s impeding demise. Elsevier stock fell 7% 

in two days to $26 a share. 

20년 전(1995.12.18.) Forbes 기사를 보면 학술 논문 출판사로서의 Elsevier의 가치와 

수명은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John Hayes 기자의 

“인터넷의 첫 희생자(The internet’s first victim)”라는 기사에서 기술의 혁신과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학술논문 출판사의 이윤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사서들의 비용 절감 노

력과 컴퓨터에 능통한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학술 저널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Elsevier이 주가는 2일 동안 7% 하락하여 U$26으로 거래되었다.  

https://medium.com/@jasonschmitt/can-t-disrupt-this-elsevier-and-the-25-2-billion-dollar-a-year-academic-publishing-business-aa3b9618d40a#.wj6o9bzas
https://medium.com/@jasonschmitt/can-t-disrupt-this-elsevier-and-the-25-2-billion-dollar-a-year-academic-publishing-business-aa3b9618d40a#.wj6o9bzas
https://medium.com/@jasonschmitt/can-t-disrupt-this-elsevier-and-the-25-2-billion-dollar-a-year-academic-publishing-business-aa3b9618d40a#.wj6o9b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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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moke settles twenty years later, one of the clear winners on this longitudinal 

timeline of innovation is the very firm that investors, journalists, and forecasters wrote 

off early as a casualty to digital evolution: Elsevier. Perhaps to the chagrin of many 

academics, the publisher has actually not been bruised nor battered. In fact, the 

publisher’s health is stronger than ever. As of 2015, the academic publishing market that 

Elsevier leads has an annual revenue of $25.2 billion. According to its 2013 financials 

Elsevier had a higher percentage of profit than Apple, Inc.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었

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던 Elsevier에 대한 평가는 

확실한 승자라고 투자자, 언론인, 시장 

예고자 들은 말하고 있다. 학술 논문 

출판 사업은 훼손되거나 퇴출 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력한 비즈니스가 

되었다. 2015년 현재 Elsevier의 연간 

매출액은 252억 달러(30조 원)을 기록

하였으며 2013년 Elsevier의 수익률은 

Apple 보다 양호하다고 집계되었다.  

Brian Nosek,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Open Science, says, 

“Academic publishing is the perfect 

business model to make a lot of money. 

You have the producer and consumer 

as the same person: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 has no idea how 

much anything costs.” Nosek finds this whole system is designed to maximize the 

amount of profit. “I, as the researcher, produce the scholarship and I want it to have the 

biggest impact possible and so what I care about is the prestige of the journal and how 

many people read it. Once it is finally accepted, since it is so hard to get acceptances, I 

am so delighted that I will sign anything — send me a form and I will sign it. I have no 

idea I have signed over my copyright or what implications that has — nor do I care, 

because it has no impact on me. The reward is th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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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ek further explains why researchers are ever supportive by explaining the 

dedicated loyal customer base mantra, “What do you mean libraries are canceling 

subscriptions to this? I need this. Are you trying to undermine my research?” 

버지니아 대학의 The Center for Open Science 소장인 Brian Nosek 교수는 “학술출

판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인으로 ‘연

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자’들은 비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

다.”라고 하며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

자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지식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이 실리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 것 외에는 관심

이 없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게재가 확정되

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어떤 문서에도 서명을 합니다. 저작권이나 저작권 이양의 문제

점 등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출판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동의합니다.” Nosek 교

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도 설명한다. “도서관에서 이 학술지를 구독 중단한다고? 

우리 연구자는 이 저널이 필요합니다. 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해서 고

가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도서관이 그 학술 저널을 구독하도록 압력까지 행사하는 사람

이 바로 그 연구자이기도 하다.  

In addition to a steadfast dedication by researchers, the academic publishing market, 

in its own right, is streamlined, aggressive, and significantly capitalistic. The publishing 

market is also more diverse than just the face of Elsevier. Johan Rooryck, a professor at 

Universiteit Leiden, says, “Although Elsevier is the publisher that everybody likes to hate, 

if you look at Taylor & Francis, Wiley, or Springer they all have the same kind of 

practices.”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을 받은 학술저널 출판사들은 적극적인 이익 추구형 

자본주의에 최적화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Elsevier 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Leiden 

대학의 Johan Rooryck 교수는 “Elsevier 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Taylor & Francis, Wiley, Springer출판사를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eather Morrison,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Ottawa, unpacks the business model behind academic publisher Springer and says, “If 

you look at who owns Springer, these are private equity firms, and they have changed 

owners about five times in the last decade. Springer was owned by the investment group 

Candover and Cinven who describe themselves as ‘Europe’s largest buy-out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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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e companies who buy companies to decrease the cost and increase the profits 

and sell them again in two years. This is to whom we scholars are voluntarily handing 

our work. Are you going to trust them? This is not the public library of science. This is 

not your average author voluntarily contributing to the commons. These are people who 

are in business to make the most profit.” 

오타와 대학교에서 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Heather Morrison 교수는 Springer 와 

같은 학술 출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pringer 출판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두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답이 명료하다. Candover and Cinven라는 투자

회사가 Springer의 대주주이며 그들은 최근 10년간 Springer 경영진을 5차례나 바꾸었

다. 그 회사는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서 가치를 높인 후 2년 후에 되파는 것으로 유명

한, 유럽 최대의 기업 사냥꾼인 투자회사이다. 연구자들은 그런 악덕 기업에 연구 논문

을 무료로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자발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보통 사람 연구

자들과 달리 그들은 최대의 이윤을 내는 목적으로 최적화된 영리 기업이다. 

Should a consumer heed Morrison’s rationale and want to look deeper into 

academic publishers cost structure for themselves one is met with a unique situation: the 

pricing lists for journals do not exist. “It’s because they negotiate individually with each 

institution and they often have non-disclosure agreements with those institutions so 

they can’t bargain with knowing what others paid,” says Martin Eve, founder of the 

Open Library of the Humanities. 

학술 출판의 소비자들이 출판사의 비용 구조를 보고 협상을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막연한 추측이다. 그렇지만 학술 출판에서 가격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지 

구독에서 가격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관별로 흥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 

공개 금지를 약속하기 때문에 서로 가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가격을 흥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라고 인문학 개방 도서

관의 창시자인 Martin Eve는 말한다. 

In addition to a general lack of pricing indexes, the conversation around the value of 

a publication is further complicated by long-term career worth. David Sundahl,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layton Christensen Institute for Disruptive Innovation, says, “We 

actually understand how money passed through to artists who wrote music and authors 

who wrote books — but it is not clear how the value of a publication in a top tier 

journal will impact someone’s career. Unlike songs or books where the royalt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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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fined, writing a journal article is not clear and is dependent not on the people who 

consume the information but rather deans and tenure committees.” 

가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도서관계의 오랜 전통 속에 이익의 환원 구

조는 베일에 싸여 있다. Clayton Christensen 혁신연구소의 David Sundahl 선임연구원은 

“음악가나 예술가, 단행본 저자에게 출판의 이익이 얼마만큼 보상되는지는 알 수가 있

습니다. 그렇지만 학술 저널의 출판 결과가 연구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구의 가치는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관의 

인사위원회나 기관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출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도 어렵

습니다.” 

 

Disruption Doable? 

혁신은 가능할까? 

It is precisely the prior lack of a 

pricing and value barometer that 

leads to the complexities associated 

with disrupting the main players in 

academic publishing. “Adam Smith’s 

invisible hand works to lower prices 

and increase productivity but it can 

only do so when valuation or pricing 

is known and the same thing is true 

for disruption. If you don’t know 

how to value something, you 

actually don’t have tiers of a market,” 

says Sundahl. 

가격과 가치의 척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학술 출판의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

리에 의하면 낮은 가격과 높은 생산성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는 가격과 보상이 공개될 수 있는 환경에서나 가능하고 혁신 또한 투명한 가격과 보상

이 전제조건입니다.”라고 Sundahl 선임연구원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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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disruptive force was to significantly change academic publishing it needs to 

happen in a market that is currently underserved or undesirable by the large-scale 

publisher. “Disruptive innovation is usually driven by a group who can’t afford to build 

something that is as big, fancy and sophisticated as the existing solution — they then 

have to find a market where either people don’t have anything available to them or they 

are satisfied with something less than perfect,” says Sundahl. 

학술 출판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다국적 대형 출판사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혁신을 일으키는 세력은 통상적으로 기존의 시장 질서에서 제공

하던 가치 이상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제품에 불만이 있거

나 기존 제품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틈새가 발견되어야 혁신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Sundahl 선임연구원은 주장한다. 

Should academic scholarship keep existing in a similar trajectory as in the past 

decades Sundahl finds incumbents (existing big publishers) almost always win when 

competition takes place along those sustaining strategy lines. “To revolutionize academic 

publication, a new system would need to be developed in a basement market which 

would eventually enable people to gain enough credibility doing this new solution. 

People would then begin to value this lower end, well done research, and that is when 

the world starts to change,” says Sundahl.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 질서에서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세력과 

경쟁하여 아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술 저널을 혁신적으로 출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아무런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구축해야 하는 힘든 일이다. 

이용자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하고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야만 혁신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고 Sundahl 선임연구원은 주장한다. 

The prior is exactly what large entities like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or 

perhaps even top tier research one (R1) universities can’t do. “They have to play the 

game the way the winners are already playing it. Incumbents almost always win under 

those conditions,” says Sundahl. And to further complicate matters, junior colleges and 

community colleges, which perhaps would represent fertile grounds to be served by a 

newer, “basement market” entrant, may be less likely to spearhead this new outlet 

themselves due increasing government constraints focused nearly exclusively on job 

placement and starting salaries in lieu of a research-based, theoretic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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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출판의 혁신은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이나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현재 학술 출판의 선도 그룹과 경쟁을 하면서 현재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Sundahl 선임연구원은 주장한다. 초대형 

재단이나 첨단 연구 대학이 할 수 없다면 젊은 연구자 집단이나 최고수준이 아닌 

대학이 새로 시작하는 혁신 출판사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나 연구 재단 등에서도 학술 출판의 실험적인 시도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저널의 성공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Open Access Packs a Punch 

오픈 액세스 

Driven by the lopsided power structure the move toward open access and the 

unrestricted access to academic information has been exponentially growing. Perhaps it 

is, itself, a “basement market” for leveling the academic publication environment and 

creating a market where respect and credibility can be fostered, grown and transitioned 

into the existing academic prestige, merit, and tenure conversations. 

오픈 액세스 출판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술 저널을 출판하는 모델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 창간된 오픈 액세스 저널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성장하고 학술적인 수월성을 만들어가려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경이로운 성공이었다. 

“The open access environment is one of the more fertile environments for people to 

be thinking: if we don’t like the old way, what should the new way look like,” says 

Heather Joseph, executive director at the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SPARC). Joseph finds that the quantifiable numbers of open access journals 

speak for themselves and says, “You can look at the number of strictly open access 

journals if you look at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When it started 

tracking open access journals there were a few dozen and now they list over 10,000 

open access journals.” 

“오픈 액세스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환경을 얼어주는 성공적인 노력이었

다.”라고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SPARC)의 Heather 

Joseph 회장은 말한다.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의 창립 당시만해도 

수십 종의 저널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10,000종 이상의 오픈 액세스 저널이 등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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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e push toward open access is not only growing in sheer numbers of journals but 

also in an increasingly confrontational strategy that academics leverage against large 

publishers. “At the moment, the Netherlands, the whole country, has said to Elsevier 

that we want all of our researchers to be able to publish open access in your journals at 

the same rates we would pay for a subscription last year and if you can’t do that we’re 

going to cancel every one of your journals, for all of our universities nationwide,” says 

Eve. “They have a few days left to resolve this, and it looks like they are going to cancel 

all the Elsevier journals.” 

오픈 액세스 운동은 참여 저널 종수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

형 출판사의 유명 저널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은 네덜

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Elsevier와 협상하여 자국 내에서 출판하는 모든 학술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겠다고 하였다. 출판 비용으로 전년도 구독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 내 모든 기관에서 Elsevier 학술지 구독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였다.” 

Rooryck found his recent very public decision to step down and move his Elsevier 

journal Linga to open access met with complete support from the other six editors and 

31 editorial board members. “The process went very easily. We were all aware of the 

pricing and Elsevier’s practices and within a week everyone agreed to resign,” says 

Rooryck. Eve’s platform, the Open Library of Humanities, will now house the new 

open access iteration of Lingua, which will be called Glossa. Eve says, “Right away it is 

50% cheaper to run it through us then when it was with Elsevier. So anybody 

subscribing to it already sees 50% more revenue.” 

Rooryck 교수(Leiden 대학)는 Elsevier 출판사의 Linga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바

꾸고 출판사를 변경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6명의 편집인과 31명의 편집위원들이 동의하여 가격 체계를 

변경하고 Elsevier에서 손을 떼도록 하였습니다.” Open Library of Humanities가 새로운 

출판사가 되어 Lingua라는 이름도 Glossa라고 바꾸었다. “Elsevier에서 출판사를 변경하

는 즉시 출판 비용의 50%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는 것에서 추가로 50% 이상의 추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Rooryck finds the move toward broad open access a natural progression and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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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we produce as academics and scientists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in 

the same way we have a company that delivers water to our faucets and electricity to 

our home. These are things we have a right to. Public knowledge and education is a 

human right and it should not come with a profit tag of 35%.” 

Rooryck 교수(Leiden 대학)는 오픈 액세스의 확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자나 

과학자가 생산한 학술 지식이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수돗물이나 전기가 우리 가

정에 배달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

다. 지식과 교육 서비스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35%라는 엄청난 이

윤을 챙기는 것은 불공정 합니다.” 

Although it appears open access has the ability to simultaneously diffuse academic 

knowledge to a larger body of readers and cut costs significantly, many feel that the for 

profit academic publishers are still situated to continue into the near future. Joseph says, 

“I think the play for most smart commercial publishers is to try to preserve the current 

environment for as long as they can: delay the policy changes, delay the culture changes 

and to be working on things like tools and services applying to aggregation of data, 

where they are then embedding themselves more deeply in the workflow of researchers 

and becoming essential to researchers in a different way.” 

“If you are no longer essential to researchers in the, ‘you have to publish in my 

journal in order to get tenure and promotion’ what do they replace that with? I think 

the smart publishing companies like Elsevier, like Springer, who are very smart in that 

regard, have been thinking about where they can go to be playing a role of continuing 

to be seen as essential by the research community once they are no longer playing the 

role of providing assessment,” says Joseph. 

오픈 액세스를 통하여 더 많은 독자에게 지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대폭 절감

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출판 기업도 적정 수준의 이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상업출판사들은 현재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잇는 이익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책과 문화의 변화를 가능하면 늦추고 학술 논

문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 등 연구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Elsevier, Springer 와 같은 스마트한 기업이라면 학술지 

출판 시장에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Joseph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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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ward and Upward 

앞으로의 전망 

“In the US Congress we have been finally making progress with the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ASTR) bill. It moved through the committee it was 

referred to in the Senate and is poised to move out of the Senate and potentially be 

considered by the House and hopefully pass. Ten years ago, I would have said we didn’t 

have a chance to do a stand-alone bill,” says Joseph. 

Perhaps the recent congressional support Joseph refers to is one more verifying 

measure that the majority of articles will be moving toward an open and accessible 

framework. Many in the academic community hope that this government support 

signals the reprioritization of a research framework and the switching of the guard. And 

while the prior is extremely important, others in the academic community are hoping to 

grow “basement markets” from the ground up.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ASTR) 법

안의 추진에 진척으로 보이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머지않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

은 고무적입니다.” 라고 Joseph은 지적한다. 이런 변화는 학술 활동에 대한 시각의 근본

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오픈 액세스 저널과 학술 

단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e Center for Open Science, which provides seed funds to startups in the academic 

scientific research space, is led by Nosek and focuses on aligning scientific values to 

scientific practices. “The open science framework is just a means at connecting all the 

research services that researchers use across the entire research life cycle,” says Nosek. 

Nosek is optimistic about the evolution of technology in open science and says, 

“There are a lot of startups going at different parts of the research life cycle. Whether it 

is publication and what a publication means, or looking at full articles and whether you 

can make articles convey information in smaller bite size pieces.” Nosek tells me that 

there are so many solutions happening in research right now and mentions it is hard to 

judge what the true solutions will look like. “I sometimes think some of the ideas 

haven’t a chance, but what do I know? I could be completely wrong about it. And that 

is the whole point — do some experimentation and try out ideas. And the fact i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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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 lot of people who see what the problems are and have a unique sense of a 

potential solution — it is a very lively time to try out different answers.” 

The Center for Open Science (소장: Brian Nosek)는 학술 연구에서 출발하는 

스타트업에 기초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단이다. “오픈 사이언스 활동은 연구와 연구자를 

연결하여 연구가 완성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Nosek 소장은 말한다. “연구의 

라이프 싸이클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가 활용되어 또 다른 연구를 낳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연구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중에는 

소중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Time will tell if open access will be the needed disruption to allow the academic 

environment to right itself or if a new market emerges from startup incubators like the 

Center for Open Science. Regardless of how the future vision is realized, most in the 

academic community hope that the new iteration of scholarly articles and publishing 

will do more good toward humankind than that of a hefty profit margin. 

시간이 흘러서 오픈 액세스라는 혁신이 학술 환경을 개선하고 The Center for Open 

Science와 같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게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학술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학술 연구 논문이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특정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묶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Jason Schmitt 

Communication Professor in the contrived academic parallel reality. I write for 

Huffpo/Slate about new tech, startups, open access and higher ed @jason_schmitt 

Director of Communication Studies / Co-Director Documentary Studies 

Associate Professor Green Mountain College 

 

 Jeong-Wook Seo 

https://medium.com/@jasonschmitt
http://twitter.com/jason_schmitt
https://medium.com/@jeongwookseo
https://medium.com/@jasonschmitt?source=footer_card
https://medium.com/@jeongwoo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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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Director,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jwseo@snu.ac.kr 

http://openandcreative.net 

http://orcid.org/0000-0003-0242-1805 

http://www.researcherid.com/rid/C-3494-2009  

http://openandcreative.net/
http://orcid.org/0000-0003-0242-1805
http://www.researcherid.com/rid/C-349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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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서정욱. OA2020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2016. 

http://openandcreative.net/xe/oa/10561 

 

OA2020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서정욱. Open and creative.net [Internet] 2016. Available from:  

http://openandcreative.net/xe/oa/10561. 

 

그 동안 OA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셨지요.  

2002년 Budapest, 2002년 Bethesda, 2003년 Berlin 선언으로 알려진 OA 운동은 

새로운 OA 학술지(PLoS, BMC, Hindawi 등)를 출판하고, Institutional Repository를 

만들어 무료로 볼 수 있는 학술지 및 학술 논문을 늘리고 유료 학술지의 횡포를 

제어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2012, 2013년 OA 10년을 평가하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학술저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OA 학술지가 출판사의 새로운 이익 창출 수단이 되고, 유료 학술지가 

자매학술지를 창간하면서 학술지 수가 늘어나면서 순수한 목적의 OA 학술지는 1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학술지 팽창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럽 중심으로 OA transition 이라는 개념입니다.  

 

OA transition 이란 "기존의 유명 유료 학술지의 90%를 현재의 출판사와 고급 출판 

품질을 유지하면서 OA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도서관 등 연구기관 도서관에서 

내고 있는 구독료를 저자의 투고료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논문을 낼 때 

출판사가 정한 금액(약 200-800만원)으로 투고료를 내고 도서관은 무료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삼모사"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독료를 투고료로 바꾼다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의문이지요. 그러나 차이는 큽니다. 출판사가 학술 저널 구독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제어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독료는 도서관이 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가격에 관심이 없고 도서관에 구독해 

달라고 요청만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저자가 되는 연구자들은 자기 돈으로 구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학술지 구독료 상승에 무관심해 왔고 출판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도 도서관은 구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판사는 고수익을 챙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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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가 되면 저자가 투고료를 내기 때문에 논문 출판비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가격 

상승에 feed back 이 작동하게 됩니다. 도서관이 내던 구독료로 투고료를 내게 되어 

Open Access 가 실현되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모두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지식 

공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OA2020에 반대하는 사람은 출판사와 일부 도서관에서 반대합니다.  

출판사는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익의 감소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이며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재의 수익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정도입니다. 출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 

밖에 없습니다.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도 일부가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서관의 역할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구독료가 없어지고 투고료로 전환되면 도서관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돈의 흐름이 도서관을 거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OA 

활동을 하는 도서관계 인사들이 OA2020을 반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료 재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도서관에서 저자의 투고료를 후불로 대납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면 현금 흐름도 도서관을 통하게 되고 도서관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학술지를 선별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술 논문의 접근권을 좀 더 일반에게 돌려주자는 의미를 우선 

생각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년간 학술지 구독료로 64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내는 학술지 투고료로 13.7억원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Hybrid 학술지는 저자 

투고료도 OA 수준 이상으로 받고 도서관 구독료도 받는 이중 부담(Double Dip) 

학술지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투고료로 내는 돈만큼은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ffset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독자의 접근권을 늘리는 것이 OA2020입니다.  

 

10여년동안 OA 선언을 하고 실제 활동은 소극적이었던 OA 활동이 OA2020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대학도서관과 이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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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단체가 힘을 모아서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출판사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만들면서 출판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개별 기관에서 다국적 

기업인 출판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각 도서관에서는 계약 

조건 갱신 등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세계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OA 

transition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즉 OA2020 에 참여하는 것이 

글로벌 OA transition 활동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 

2015년12월8-9일 독일에서 Open Access Conference 가 있은 후  

- 국립중앙도서관(1월14일),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1월22일),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2월5일)에서 보고회를 하면서 국내의 오픈 액세스 관계자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 3월 1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Creative Commons Korea가 

함께 주최하는 회의에서 OA2020에 대한 설명과 참여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구요.  

- 3월 14일에는 KISTI가 주최하는 KESLI forum 에서 독일의 Ralf Schimmer, 

스위스의 Alex Kohl과 함께 컨퍼런스를 하였습니다.  

- 3월 15일에는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장,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장(가톨릭의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KISTI, 서울대 고에너지 물리학과 교수(김수봉, 최선호)와 함께 

간담회를 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처장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 3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서정욱, Ralf Schimmer 교수가 1시간 30분동안 

토론을 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OA2020 참여 문제를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Creative Commons Korea 의 3개 

기관이 2016년 3월 21일 OA2020 사업 창립 멤버로 서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3월24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http://oa2020.org 

http://oa202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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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서정욱. 오픈 액세스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학술 저널의 비용 부담 

방식 전환에 대한 베를린 회의. Open and Creative. December 24, 2015. 

http://openandcreative.net/xe/oa2/10404   

 

Report on Berlin12 Conference at Max-Planck-Gesellschaft.  

http://www.mpg.de/9789484/berlin12-open-access-2015 

New momentum for Open Access 

Berlin Conference on the reorganisation of funding models for scholarly journals 

2015년 12월 10일 

 

학술연구 논문에 대한 무제한 온라인 접근(오픈 액세스)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유료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토의하였다. 이 전환의 추진에 대한 열쇠는 학술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에 달려 있다. 현재 각 기관에서 학술저널 구독료로 지급되는 재원을 

모아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픈 액세스가 

추진되어야 한다.  

Ulrich Pöschl, 베를린 오픈 액세스 회의 의장 

© Georg Botz / CC-BY-SA 

막스 플랑크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

에는 19개국의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90 명의 대

표자가 참석하였다. 막스 플랑크 협회의 Martin 

Stratmann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서 학술논문에 

대한 무료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오픈 액세스는 과학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

라서 오픈 액세스가 학술 출판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출판사에 대

하여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번 회의의 의장이며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 소장인 Ulrich Pöschl 교수는 이번 회

의의 결과와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술지를 유료 구독 방

식에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

다.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가 오픈 액세스 전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의

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http://www.mpg.de/9789484/berlin12-open-acces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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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향서(EoI)는 2016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며 2003년에 발표된 베를린 오픈 액세

스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에 근거하고 있다.  막스 플랑크 디지털 도서관의 Ralf Schimmer 교수는 "최

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 학술지 유료 구독 재원만으로 오픈 액세스 전환이 달성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환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오픈 액세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의 학술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의

향서(EoI)에 서명하고 제반 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 액세스 베를린 컨퍼런스는 2015년 12월 8-9일 개최되었다. 2003년 최종 

채택한 베를린 오픈 액세스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를 막스 플랑크 협회가 주도하여 발표한 이후 530 기관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그 동안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를 과학자들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 발전의 결과를 연구자와 사회에 대한 혜택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New momentum for Open Access 

Berlin Conference on the reorganisation of 

funding models for scholarly journals 

December 10, 2015 

A new approach should give a fresh boost 

to Open Access, the unrestricted online access 

to scholarly research articles. This is the result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Berlin, where 

a process was initiated to transform 

subscription journals to Open Access. The key 

to this lies in the hands of the scientific institutions and their sponsors: Public resources 

that are currently spent on journal subscriptions would have to be converted into open-

access publishing funds. 

Ulrich Pöschl, Chairman of the Open Access Conference in Berlin. 

© Georg Botz/CC-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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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erence, which was attended by more than 90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science and research organizations from 19 countries, was hosted by the Max Planck 

Society. Opening the conference, President Martin Stratmann stated: "Free and 

immediate access to journal articles in the digital age is crucial for scientific progress. It 

is therefore time to make open access the standard model of publishing. To achieve this, 

we also want to convince the publishers of the merits of doing so.”  

At the conference, extensive discussions were conducted about the conditions that are 

required to facilitate a conversion of scholarly journals from the subscription model to 

Open Access. "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with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will be 

incorporated into an “Expression of Interest” clearly outlining the goal of transforming 

subscription journals to Open Access publishing", said Ulrich Pöschl, Conference 

Chairman and Director at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Chemistry. 

This 'Expression of Interest' is planned to be released in early 2016, building on the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Recent developments and studies have shown that such a transformation can be 

achieved with already existing financial resources. The actual implementation needs an 

international initiative to ensure a smooth and fast scholarly oriented transition in order 

to gain the full benefit of Open Access", said Ralf Schimmer from the Max Planck 

Digital Library. Against this background, scholarly organizations and research funding 

institutions worldwide will be invited to sign and actively support the 'Expression of 

Interest'.  

The two-day meeting took place from December 8-9 as part of the internationally 

established dialogue forum of the Berlin conferences for Open Access. These conferences 

are based on the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The Max Planck Society, whose central claim it is to make research results 

of scientists as openly accessible and freely usable as possible for the benefit of science 

and society, initiated the Declaration, which was adopted in 2003. Since then, the Max 

Planck Society has been committed to hosting the follow-up conferences. To this day, 

the 'Berlin Declaration' continues to receive fresh support, and has been signed by 530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b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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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서정욱 학술저널 출판의 새로운 변화: 기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전환을 주제로 열린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 

 

학술저널 출판의 새로운 변화: 기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전환을 주제로 열린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   

서정욱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외국 출판사의 학술저널에 실려 있는 학술 논문은 검증된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원이다. 온라인 출판을 하는 요즘 

학술저널은 개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하고 연구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지를 읽게 된다.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학술 논문은 도서관에서 구입한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의 0.01%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학술지를 구입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용될 것이 확실한 학술저널을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는 12,000종에 달하는 소위 SCI 학술지를 대부분 확보하고 각 전문 분야별 

학술지를 망라하여 20,000여 종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학술저널 구입비로 매년 

수십억에서 1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입한 학술저널 중 한번 이상 

이용되는 학술저널은 60% 수준으로 추정되며 실제 한번 이상 이용되는 학술 논문은 

확보한 논문의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조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수준이다.  

학술저널의 가격 상승이 비용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술지 가격 상승은 출판사의 이윤 추구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Elsevier, Springer, Taylor & Francis 출판사의 이윤 비율(profit 

margin)이 35%라고 알려졌다. 이는 Facebook(27%),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29%)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고수익이 가능한 이유를 학술지의 특수성과 

관련되는 연구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출판사에서는 학술저널 편집을 담당하지만 실제 논문을 받고 심사하는 역할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한다. 논문의 저자는 까다로운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승인된다는 것이 영광이고 성과이기 때문에 학술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고 

원고료나 저작권료를 받는 것을 포기한다. 출판사는 우수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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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을 무료로 기증받아 도서관에 판매하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도서관에 판매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싸게 판다. 우선 가격표가 없거나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가격은 이용자수에 연동하여 책정되는데 교수와 학생, 연구자의 수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추정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제시된다. 가격표에서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구매하는 도서관에서는 싸게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학술 저널을 수십 혹은 

수백 종씩 묶어서 판다. 일종의 끼워 팔기이기도 하지만 어느 학술지가 이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특정 저널을 빼라고 할 수도 없다. 도서관으로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년간 계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싸게 사려고 노력은 하지만 판매자가 

독점하고 있는 학술지를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입장인 도서관에서는 사실상 흥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학술저널이 온라인으로 출판되고 구독되기 시작한 최근 40년 동안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이 부담하는 학술저널 구입비는 매년 7%씩 상승하였다. 동일 기간 중의 

개인소득 증가, 단행본 구입비, 인건비 상승율 보다 3배에서 10배 높은 수치이다. 이런 

현상은 도서관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정도를 넘어서 연구비 중 학술 

문헌 구입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거나 연구비의 10%를 문헌 구입에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전자저널이 되면 구독 

비용이 싸질 것이라고 생각한 1995년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출판사는 엄청난 

고수익을 챙기면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방법과 실천이 이어졌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오픈 액세스는 “출판 비용을 논문 저자가 부담하는 

open access journal”과 출판된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institutional repository”로 

요약할 수 있다.  

“출판 비용을 저자가 부담하는 방법”은 오픈 액세스 전용 학술저널을 창간하는 gold 

open access와 기존 유료학술지에서 저자가 원하는 경우에 출판비를 부담하는 hybrid 

모델로 구분한다.  

Gold open access 저널로 출판되는 SCI 논문이 전체 SCI 논문의 13%가 되었지만 

유료학술지는 여전히 고수익을 누리고 있다. 오히려 유료 학술저널 새로운 자매 

학술저널을 창간하거나 호당 논문 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다. 다수의 오픈 액세스 저널이 창간되고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지면은 

크게 늘어나 논문을 아무렇게나 써도 어딘가는 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 결국 

오픈 액세스와 유료학술지 모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학술지 출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내 학술지를 발전시키고 오픈 액세스 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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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출판 품질을 개선하고 외국계 출판사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을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문제점이 많다. 결국은 학술지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며 고비용 

정보 유통의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연구자의 연구비 손실이고 도서관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Hybrid model은 출판사에게는 또 하나의 수익이 되었을 뿐이다. 

저널에 오픈액세스 논문이 포함되어도 학술지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으니 hybrid 

journal은 double dipping을 통해서 출판사에게 공돈을 덤으로 얹어주는 꼴이 되었다.  

2015년 11월 Elsevier 출판사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Lingua 라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Johan Rooryck 과 31명의 편집위원은 Elsevier 출판사와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협상의 결렬된 후 

편집위원 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Glossa 라고 하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여 

편집위원을 맡으며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U$400이라는 혁신적인 금액으로 운영하였다. 

Elsevier 출판사는 다른 학자를 편집인으로 초빙하여 U$1200으로 학술지를 운영하고 

있다. Glossa의 출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Lingua 학술저널에 투고 거부 캠페인을 

하면서 학술지 비용 절감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Cognition 이라는 다른 Elsevier 

학술지도 U$2150로 책정된 현행 오픈 액세스 투고료가 과다하다고 낮출 것을 요구하는 

공개 청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학술지 출판 비용 구조가 터무니 없이 비합리적으로 출판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연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고비용 학술저널 출판 구도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2015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오픈 액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gold open access 창간과 hybrid open access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오픈 액세스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존 최우수 급의 학술지를 대량으로 

오픈 액세스 전환하는 사업이다. SCI 학술저널의 90%를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여 

저자가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구독료 합계보다는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낮추면 그만큼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이며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소장인 Ulrich Pöschl 교수는 이번 

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술지를 유료 구독 

방식에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가 오픈 액세스 전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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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막스 플랑크 디지털 

도서관의 Ralf Schimmer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 학술지 유료 구독 

재원만으로 오픈 액세스 전환이 달성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환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오픈 액세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의 

학술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의향서(EoI)에 서명하고 제반 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 액세스 베를린 컨퍼런스는 2015년 12월 8-9일 개최되었다. 2003년 최종 

채택한 베를린 오픈 액세스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를 막스 플랑크 협회가 주도하여 발표한 이후 530 기관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그 동안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를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 발전의 결과를 연구자와 사회에 대한 

혜택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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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서정욱.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오픈 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

화. 블로터닷넷. 2016. 

 

베를린 오픈액세스 선언 

 서정욱 

 오픈액세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오픈 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 

   

외국 출판사의 학술저널에 실려 있는 학술 논문은 검증된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원이다. 온라인 출판을 하는 요즘 

학술저널은 개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하고 연구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지를 읽게 된다.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학술 논문은 도서관에서 구입한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의 0.01%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학술지를 구입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용될 것이 확실한 학술저널을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는 1만2천종에 달하는 소위 SCI 학술지를 대부분 확보하고 각 전문 분야별 

학술지를 망라하여 2만여 종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학술저널 구입비로 매년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입한 학술저널 중 한 번 이상 

이용되는 학술저널은 60% 수준으로, 실제 한번 이상 이용되는 학술 논문은 확보한 

논문의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이런 조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수준이다. 

학술저널의 가격 상승이 비용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술지 가격 상승은 출판사의 이윤 추구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엘스비어, 스프링거, 테일러 앤 프랜시스 출판사의 이윤 비율이 

35%라고 알려졌다. 이는 페이스북(27%), 중국 공상은행(29%) 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고수익이 가능한 이유를 학술지의 특수성과 관련되는 연구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tag/%eb%b2%a0%eb%a5%bc%eb%a6%b0-%ec%98%a4%ed%94%88%ec%95%a1%ec%84%b8%ec%8a%a4-%ec%84%a0%ec%96%b8
http://www.bloter.net/archives/tag/%eb%b2%a0%eb%a5%bc%eb%a6%b0-%ec%98%a4%ed%94%88%ec%95%a1%ec%84%b8%ec%8a%a4-%ec%84%a0%ec%96%b8
http://www.bloter.net/archives/tag/%ec%84%9c%ec%a0%95%ec%9a%b1
http://www.bloter.net/archives/tag/%ec%98%a4%ed%94%88%ec%95%a1%ec%84%b8%ec%8a%a4
http://www.bloter.net/archives/tag/%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ec%bb%a4%eb%a8%bc%ec%a6%88-%ec%bd%94%eb%a6%ac%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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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는 학술저

널 편집을 담당하지만 실

제 논문을 받고 심사하는 

역할은 그 분야 전문가들

이 한다. 논문의 저자는 

까다로운 논문 심사를 통

과해 게재가 승인된다는 

것이 영광이고 성과이기 

때문에 학술 논문의 저작

권을 출판사에 넘기고 원

고료나 저작권료를 받는 

것을 포기한다. 출판사는 

우수한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한 학술논문을 무료로 기증받아 도서관에 판매하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도서관에 판

매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싸게 판다. 우선 가격표가 없거나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 가격은 이용자수에 연동해 책정되는데 교수와 학생, 연구자의 수를 기준으

로 인원수를 추정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제시된다. 가격표에서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구매하는 도서관에서는 싸게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학술 저널을 수십 혹은 수백 종씩 

묶어서 판다. 일종의 끼워팔기이기도 하지만 어느 학술지가 이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어

서 특정 저널을 빼라고 할 수도 없다. 도서관으로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년간 계

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싸게 사려고 노력은 하지만, 판매자가 독점하고 있는 학술지

를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입장인 도서관에서는 사실상 흥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학술저널이 온라인으로 출판되고 구독되기 시작한 최근 40년 동안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이 부담하는 학술저널 구입비는 매년 7%씩 상승했다. 동일 기간 중의 

개인소득 증가, 단행본 구입비, 인건비 상승률보다 3~10배 높은 수치이다. 이런 현상은 

도서관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연구비 중 학술 문헌 구입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거나 연구비의 10%를 문헌 구입에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전자저널이 되면 구독 

비용이 싸질 것이라고 생각한 1995년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출판사는 엄청난 

고수익을 챙기면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방법과 실천이 이어졌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오픈 액세스는 출판 비용을 논문 저자가 부담하는 ‘오픈 

Figure 1. 사진 : SLUB Dresden. CC BY. 



부록2. 오픈액세스 관련 홍보자료 소개   

페이지 25 / 27 

액세스 저널’과 출판된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기관 리포지토리’로 요약할 수 있다. 

"링구아 구독료 너무 비싸"…오픈액세스 선택한 언어학자들 

‘출판 비용을 저자가 부담하는 방법’은 오픈 액세스 전용 학술저널을 창간하는 ‘골드 

오픈 액세스’와 기존 유료 학술지에서 저자가 원하는 경우에 출판비를 부담하는 ‘하이브

리드 오픈 액세스’ 모델로 구분한다.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

로 출판되는 SCI 논문이 

전체 SCI 논문의 13%가 

됐지만 유료 학술지는 여

전히 고수익을 누리고 있

다. 오히려 유료 학술저널

이 새로운 자매 학술저널

을 창간하거나 호당 논문 

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다. 다수의 오픈 

액세스 저널이 창간되고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지면은 크게 늘어나 논문을 아무렇

게나 써도 어딘가는 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 결국 오픈 액세스와 유료 학술지 모

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 학술지 출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 

학술지를 발전시키고 오픈 액세스 출판을 통해 출판 품질을 개선하고 외국계 출판사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을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문제점이 많다. 결국은 학술지 시

장을 확대하는 것이며 고비용 정보 유통의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연구

자의 연구비 손실이고 도서관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판사에게

는 또 하나의 수익이 됐을 뿐이다. 저널에 오픈 액세스 논문이 포함돼도 학술지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으니 하이브리드 저널은 ‘더블 디핑’을 통해서 출판사에게 공돈을 덤

으로 얹어주는 꼴이 됐다. 

2015년 11월 엘스비어 출판사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링구아>라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요한 루릭과 31명의 편집위원은 엘스비어 출판사와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협상이 결렬된 후 편집위원 

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글로사>라고 하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해 편집위원을 맡으며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400달러라는 혁신적인 금액으로 운영했다. 엘스비어 출판사는 

다른 학자를 편집인으로 초빙해 1200달러로 학술지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사>의 

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
http://www.journals.elsevier.com/lingua/
http://www.glossa-journal.org/
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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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링구아> 학술저널에 투고 거부 캠페인을 하면서 학술지 

비용 절감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코그니션>이라는 다른 엘스비어 학술지도 

2150달러로 책정된 현행 오픈 액세스 투고료가 과다하다고 낮출 것을 요구하는 공개 

청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학술지 출판 비용 구조가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으로 출판사에게 유

리하도록 돼 있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금 연구자

들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고비용 학술

저널 출판 구도를 바

꿀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

이다. 

 

2015년 12월 독

일 베를린에서는 오

픈 액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

동을 걸었다. 새로운 

골드 오픈 액세스 창간과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

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오픈 액세스 전략을 수립했다. 기존 최우수 급 학

술지를 대량으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SCI 학술저널의 90%를 오픈 액세

스로 전환해 저자가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재 적용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구독료 합계보다

는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 오픈 액세스 투고료를 낮추면 

그만큼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이며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 소장인 울리히 푀슬 교수는 이번 회

의의 결과와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술지를 유료 구독 방식

에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가 오픈 액세스 전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EoI) 형식으로 정리됐다.” 

Figure 2.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 웹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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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플랑크 디지털 도서관의 랄프 쉼머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학술지 유료 구독 재원만으로 오픈 액세스 전환이 달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환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픈 

액세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쉼머 

교수는 또한 이런 배경에서 “각국의 학술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의향서(EoI)에 서명하고 제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오픈 액세스 베를린 컨퍼런스는 2015년 12월8·9일 이틀 동안 개최됐다. 

2003년 최종 채택한 ‘베를린 오픈 액세스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을 막스 플랑크 협회가 주도해 발표한 이후 

530여 기관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그 동안 1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모든 연구 결과를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술 발전의 결과를 연구자와 사회에 대한 

혜택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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