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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한 조사를 심에 두고 국내 오 액세

스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 오 액세스 환경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응방안을 

로벌 오 액세스 우수사례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 음

￭ 연구의 범위와 내용

▲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과 추진 현황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의무정책의 강화

∙ 부분의 국가에서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추진 임. 한편 국의 심으로 오

액세스 출 을 한 별도의 APC 액을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 강화 

∙학술지 출  시장의 변화를 보면 학술지 출 사의 79%가 자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있으며 하이 리드 학술지들이 거 등장 

∙APC가 지불된 학술지 논문에 해 구독기 이 구독료를 다시 지불하는 더블 디

핑의 문제 두

∙기 지불된 APC를 구독료에서 상쇄(Offset)해 주는 새로운 오 셋 계약 체결

▲ APC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및 추진 현황(영국의 RCUK와 Wellcome 

Trust 사례를 중심으로)

∙APC 지원 정책 시행 방식: 연구후원기  신 학에서 APC 집행업무의 행

∙APC 책정 메커니즘: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을 한 시나리오 개발 

∙ 학 APC 지원 황: 체 으로 일부 학에 편 된 분포

∙출 사 APC 지출 황: 학술지 논문의 90%는 24개의 학술지 출 사군에 집

∙오 액세스 수를 한 행정비용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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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디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오프셋 계약 추진 현황 

∙조사 상: 네덜란드 VSNU, 오스트리아 FWF와 KEMÖ, 국 JISC, 기타(스웨

덴, 노르웨이)

∙조사결과: 하이 리드 오 액세스 출  모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미 APC를 지

불하고 있는 기 에 용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해당 국가차원의 력체제에 포

함된 기 의 자에 해서만 용될 수 있음

▲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 현황

∙조사 상: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조사결과: 하이 리드 학술지가 아닌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을 목표로 

함. 학술지에 투고한 자수를 기본으로 오 액세스 분담 을 산정함. 투고자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분담 이 높으나 오 액세스 효과는 클 수 있음. 확실한 추진주

체가 없을 경우 국가별로 가 먼  시작할 지에 한 치 보기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오픈액세스 환경 조사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황을 보면 국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정책이 국내 법령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새로운 법률안 제정과 새로운 법

률안을 토 로 한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 수정사항에 한 가이드라인

이 제안되었음

∙국가 차원의 오 셋 계약 추진 황을 보면 더블 디핑 문제를 해결하기 한 오

셋 계약이 국내에서 본격 으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악됨

∙ 로벌 력체제 참여 황을 보면 SCOAP3 1단계(2014~2016) 참여를 한 국

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SCOAP3 2단계

(2017~2019)에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그리고 OA 2020 이니셔

티 와 련해서는 국립 앙도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 학

교 도서 , C.O.D.E(  Creative Commons Korea)의 4개 기 이 OA 2020 심표

명의향서(EOI)를 제출한 상태이나 심표명의향서(EOI)를 추가 으로 제출한 

다른 기 은 재로는 없음. 한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단

계(핵심 활동)들이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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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국내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 대응 방안 

∙새로운 법률안 제정

  - 우지숙이 제안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2010)을 토 로 수정․보완된 법률안

(강선 과 원유형, 2016)의 제정 추진

  - 국내 작권법의 외 규정이나 공정이용에 의해서 사용 범 나 제한의 완화에 

한 논의 추진

∙공공기  지원기 의 세부정책(안)

  - 방향성: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우선  수립, 골드 오 액세스 진  고려

  -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1) 공공기  지원기 간 동일한 내부 규정과 지침 마련

    2) 그린 오 액세스 의무이행 수 확인 메커니즘 개발  용

    3)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자료에 한 무료 근을 넘어 자유로운 재사용성 

고려

  -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1) 연구비 외 별도 APC 항목의 마련 

    2) 한 APC 액 책정을 한 노력 

    3) 연간 APC 산 평성 계획 수립

    4) 효율 인 APC 지원 방식 수립 

    5) 더블 디핑 문제 인식 

∙오 액세스 진흥을 한 지원 환경 조성(안)

  - 국내 학술지 작권  오 액세스 정책 안내 서비스 강화

  - 기  리포지터리의 확   질  개선

  - 오 액세스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자와 기  평가시스템 개발  구축

▲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참여 방안 

∙SCOAP3 2단계(2017~2019) 재참여(안)

  - SCOAP3 1단계(2014~2016)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 분담  모  

방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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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AP3 2단계(2017~2019) 재참여를 해 주요 이해 계자간 국내 분담  

모  방식에 해 논의 추진

∙OA 2020 이니셔티  참여(안)

  - 국내 오 액세스 거버 스 체제 구축

  - 학들을 심으로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 제출 기  확

  - 다수의 OA 환 네트워크 구성

  - 연구출 물  비용지출 통계데이터의 체계 인 수집․ 리 체제 마련

  - 국가 NCP의 선정



 SUMMARY ●  9

SUMMARY

￭ Research purpos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hanging open access environment in the world as 

it also analyzes the open access in the Korea’s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study 

refers to the best practices worldwide in order to tackle problems found in the open 

access environment in Korea. 

￭ Scope and contents
▲ Open access policies and implementations on state-funded research 

outcomes

∙Enforced mandate open access policies on state-funded research outcomes

∙Green open access policy becomes mainstream in many countries while gold 

open access policy is facilitated, largely led by Britain. 

∙Almost 79 percent of academic journal publishers allows self-archiving by author. 

In the meantime, a large number of hybrid academic journals have appeared over 

time. 

∙Double dipping emerges as an issue to consider 

∙and offset-based subscription contract practice is introduced. 

▲ APC-based gold open access policy and implementation 

(Refer to Britain’s RCUK and Wellcome Trust examples)

∙Policy implementation for APC support: a college commissioned to handle APC 

administrations instead of a research sponsor

∙Mechanism for APC appropriation: a scenario proposed for APC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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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APC support status: concentration on some colleges at large

∙Publisher APC expense: 90 percent of academic journals concentrated on a 

group of 24 publishers 

∙Administrative costs which occur in following the open access have still remained 

problematic. 

▲ Country-specific offset contracts in addressing the double dipping

∙Targets: the Netherlands’s VSNU, Austria’s FWF and KEMÖ, Britain’s JISC 

and others (Sweden and Norway)

∙Result: hybrid open access publishing model remained. It is likely that it is 

applied to entities which have born APC. The model is solely for an author 

belonging to an organization which is part of a cooperative group.

▲ Global cooperative framework to turn subscription-based journals to 

open access-based ones

∙Targets: SCOAP3 and OA 2020 initiatives

∙Result: aimed at publishing completely open access-based journals other than 

hybrid journals. A share of expenses for open access is estimated based on the 

number of authors writing in a journal. The more authors the more share of 

expense that a country bears. But, the beneficiary effects from the open access 

may be significant. If there is no leadership among countries, they are likely to 

try to read each other’s minds to see who would start out first. 

▲ Research on Korea’s open access environment 

∙No laws or rules of public funding supporting organizations are in place for open 

access policy applied to papers introduced on academic journals out of publicly- 

funded research outcomes.

∙Few cases of offset contracts to solve the double dipping

∙A fund raising move to bear a share of expenses for the participation in 1st 

phase of SCOAP3(2014~2016) has not been going well. Whether to join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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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2017~2019) still remain undecid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ISTI, 

Seoul National University’s library and C.O.D.E (formerly ‘Creative Commons 

Korea’) have submitted OA 2020 EOI. No other entities have submitted it yet. 

Therefore, five key tasks have not been progressed as stipulated in OA 2020 

Roadmap. 

￭ Research results
▲ Measures for open access to publicly-funded research outcomes

∙Legislations 

  - A move to legislate a new bill into law (Gang Seon-jun and Won Yoo-hyeong, 

2016)

  - Initiate to discuss exceptions of a copyright law and deregulatory move in 

scope and limits through a fair practice

∙Detailed policy (draft) of public fund supporting organizations

  - Direction: green open access preferred whil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gold open access step by step

  - Considerations in green open access policy-making

    1) The same internal rules and guidelines are drafted for public-fund support 

organizations.

    2) A mechanism to develop and apply to check if mandatory green open 

access practices are observed.

    3) Review the potential reusability beyond free-access to materials archived 

in a repository 

  - Considerations in APC-based gold open access policy-making

    1) Secure a separate section for APC other than for a research cost

    2) Come up with appropriate amount for APC 

    3) and plan for annual-based APC budget

    4) Establish a measure to efficiently support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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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d remain aware against the double dipping

∙Provide an environment for the promotion of open access (draft)

  - Enforce services for wider understanding of a copyright law on academic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 Expand the scale of an organization’s repository and improve its quality

  - Nurture a research capable of working in the open access environment and 

develop and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to an organization

▲ A plan to join the global cooperative framework to turn subscription-based 

journals to gold open access-based journals

∙Rejoin 2nd phase of SCOAP3(2017~2019)(planned)

  - Consider how countries, which participate in 1st phase(2014~2016),raise the 

funds to contribute their shares 

  - and discuss how to raise funds in domestic. 

∙Join OA 2020 initiative(planned)

  - Establish an open access governance in Korea

  - Encourage the number of organizations to submit OA 2020 EOI with a focus 

on colleges

  - Formulate a network to turn to OA

  - Develop a system to collect and manage statistical data on research publications 

and expenses

  - Designate a national NCP to help work together with other countries or organizations 

and share experience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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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성과물은 인류 사회의 지속  발 의 기 가 되는 공

통의 지  자산으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과 연구기 의 연구성과물은 원

칙 으로 공개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것을 연구자 등

이 기본 개념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물의 공개를 통한 활용을 진함으로

써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분야를 넘어선 새로운 지식의 창출

과 효율 인 연구의 추진 등에 이바지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성과물에 한 이해 증

진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물의 폭넓은 보 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진하는 과는 다르지만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연

구의 과도한 복을 피함으로써 연구비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 에서도 오 액세

스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경우에는 리 사회에 환원해

야 하는 의미에서 한층 더 오 액세스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에 한 논의가 국제

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성과물 에서도 우선 으로 학술지 논문에 한 오 액세

스 의무이행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5년에는 OECD가 과학기술장  정상

회담을 통해서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 보고서를 채택하고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까지 오 액세스 상으로 확 하고 있다.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은 부분 학술지를 통해서 동료심사라는 검증 단

계를 거쳐 연구자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배포되고 있다. 학술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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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한 국가차원의 오 액세스 정책을 보면, 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이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오  리포지터리

에 자가 셀  아카이빙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채

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을 심으로 한 유럽의 경우 오 액세스 학술지에 출 하

기 해 필요한 논문출 비용(APC: 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별도로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APC를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학술지 출 시장에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뿐만 

아니라 구독 학술지가 일부 논문에 해서 오 액세스 옵션을 부여하는 하이 리드 

학술지 종수가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이 리드 학술지 종수의 증가에 따

라 연구후원기 에서 이미 APC가 지불된 학술지 논문에 해 구독기 이 구독료를 

지불하는 더블 디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블 디핑의 문제에 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구독료에서 APC를 상쇄(Offset)하는 새로운 구독 계약방식인 오 셋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베를린 12차 콘퍼런스에서 BOAI 오 액세스 선언(2002) 이후 오

액세스에 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오 액세스 학술지

가 출 사의 새로운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구독 학술지가 자매학술지를 창간하면

서 학술지 수를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목 의 오 액세스 학술지는 10% 수 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술지 팽창으로 구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를 하 다. 이를 통해 기존 구독 학술지의 규모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로의 환의 

필요성을 도출하 고 구체 인 실천을 해 ‘OA Transition’라는 로벌 차원의 력

을 논의하 다. 이에 독일을 심으로 ‘OA 2020 이니셔티 ’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

서 국립 앙도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 학교 도서 , C.O.D.E(  

Creative Commons Korea)가 OA 2020 이니셔티 에 한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하 다. OA 2020 이니셔티 보다 앞서 고에 지 물리학 분야의 구독 학술지 10종

을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고자 하는 로벌 력체제인 SCOAP3가 추진되

었고 국내에서는 KISTI를 심으로 일부 학도서 이 SCOAP3 1단계(2014~2016)

에 참여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로벌 차원에서 오 액세스 활동을 조망해 보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확 되고 있고, APC 기반 골드 오 액세

스 정책의 강화와 그에 따른 학술지 출 시장에서 구독계약 방식의 변화들이 포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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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AI 오 액세스 선언 이후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정책  추진 황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구독 학술지의 골

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의 목표와 운 방식에 해서 반 으

로 검토해 보고 국내 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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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정책과 추진 황을 조사하 다. 이와 련해서는 국제  오 액세스 합

의들의 내용,  세계 오 액세스 정책수립기  유형과 운  황, 그리고 오 액세스 

정책 강화에 따른 학술지 출 시장의 움직임을 조사하 다. 둘째, 2012년 Finch 보고

서를 채택한 이후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 사례를 조사하 다. 구체 으로 APC 지원 정책 시행 방식,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 그리고 학의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 지출 황을 조사하

다. 한편 국의 APC 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한계 과 안에 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어 이에 한 내용도 포함하 다. 셋째,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는 개별 논문

( 자)단  APC 지원 정책으로 하이 리드 학술지의 양  증 를 가져왔으며 APC

를 지원하는 기 과 실제 학술지를 구독하는 기 이 분리됨에 따라 더블 디핑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블 디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계약방식인 오 셋 

계약의 국가별 체결 황을 조사하 다. 넷째,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인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에 해서 조사하 다. 다섯

째, 이상의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응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웹사이트 조사를 기본으로 하 다. 문헌자료는 국내․외 

학술지 논문과 주요 연구보고서를 활용하 고 국내․외 기  운 사례는 해당 기

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 다. 문헌조사에서 조사되지 

못하는 실  상황에 해서는 해당 기 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련 내용을 

수집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국내 실  합성을 제고하기 해서 국내 학술지 

출 과 련된 련 문가 집단의 자문을 병행하 다. 본 연구와 련된 문가들은 

학도서  사서, 구독 콘소시엄 실무담당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포함되었다. 자

문받은 내용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본 연구결과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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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에 한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포함

되지 않은 용어들은 본문 상에서 설명을 추가하 다. 

∙ 공공기금 연구성과물(Research Outcomes Funded by Public Institutions): 공공

기 이나 다른 연구후원기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산된 연구성과물을 

의미한다. 

∙ 오픈액세스(Open Access):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구나 학술지 논문에 비용지

불 없이 자유롭게 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허가 차 없이 최 한 재사

용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Bup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 그린 오픈액세스(Green Open Access):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오  리포지터

리에 자가 셀  아카이빙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골드 오픈액세스(Gold Open Access): 학술지에 별도의 APC를 지불하고 학술지 

자체에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학술지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기 해서 

통상 으로 자에게 요구되는 논문출 비용을 의미한다. 

∙ 하이브리드 학술지(Hybrid Journal): 원래는 구독 학술지이지만 수록되는 논문 

에서 자가 별도로 APC를 지불할 수 있는 오 액세스 옵션을 두고 있는 학술지

를 의미한다.

∙ 더블 디핑(Double Dipping): 이미 APC가 지불된 학술지 논문에 해서 구독 기

이 구독료를 다시 지불하여 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 으

로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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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셋 계약(Offset Deals): 주로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발생하는 더블 디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오 셋 계약은 학술지 출 사에 따

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통상 으로 이미 지불된 학술지 논문의 APC를 구독

료에서 상쇄(offset)하는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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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 및 추진 현황

본 장에서는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정책  추진 황을 살펴본

다. 첫째, OECD의 오 사이언스 로젝트를 포함한 국제  오 액세스 합의들의 내

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ROARMAP(The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y 

Mandates and Policies)에 등록된  세계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유형과 운  

황을 살펴본다. 셋째, 미국과 국을 심으로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

스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넷째, 국가나 연구후원기 의 오 액세스 의

무이행 정책 강화에 따른 학술지 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2.1 국제적 합의들

여기서는 OECD의 오 사이언스 로젝트, EU의 Horizon 2020 오 액세스 정책, 

Global Research Council의 오 액세스 행동지침, 베를린 선언에 해서 살펴본다. 

2.1.1 OECD의 오픈사이언스 프로젝트

OECD는 2004년부터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차

원에서 오 액세스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까지 

제공하는 ‘오 사이언스’를 강조하기 시작하 다. OECD는 2015년 과학기술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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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을 통해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 액세스 

정책에 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공공기 으로 지원된 

연구성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과학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OECD 2015). OECD의 오 사이언스 로젝트의 근간을 제시하면 (그

림 2-1)과 같다(신은정 2015). 

(그림 2-1) OECD 오픈사이언스 프로젝트의 근간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 오 액세스는 그린 

오 액세스나 골드 오 액세스로 잘 알려져 있으나 아직 연구데이터의 오 액세스에 

한 인식은 학계에서조차 높지 않은 편이다. 연구데이터의 오 액세스는 연구를 수

행하면서 산출된 데이터에 한 근  재사용에 있어 법 , 기술  제약 없이 구

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연구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

데이터, 정부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메타데이터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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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워크 로우  데이터셋 자체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부 데이터는 공공센

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의미한다.

OECD는 오 사이언스 로젝트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 참조).

구 분 이행 방안

의무이행 조항

∙공공기 을 지원받는 경우 혹은 국가 략이나 기  정책에 의해 생산된 공공 연구성과

물의 경우 디지털 포맷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이행 조항

( : 유럽연합의 EU Horizon 2020, 미국 OSTP  국립보건원 정책 등)

인센티  방안

∙연구후원기 에서 연구성과물에 한 APC 지원

( : EU Horizon 2020, 네덜란드 등의 연구후원기 ) 

∙오 액세스 수지침을 연구자 평가  기  평가에 반  

( : 벨기에 Liege 학) 

∙연구성과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의 ID, 활용 표시, 인용 제도 등을 도입, 데이터 공유 

진 

( : CERN의 데이터셋 인용제도)

역량강화수단

∙출 권 법령 정비를 통해 기 출 된 연구성과물을 추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

( : 독일, 국) 

∙디지털 도서 , 데이터 리포지터리  데이터 센터 구축

( : EU OpenAIRE, 미국 NLM의 PubMedCentral 등) 

∙출 사도 다양한 형태의 오 액세스 학술지 발간 

( : PLoS, arXiv 등) 

∙연구기   학: 데이터 클리닝, 큐 이션, 리인력  지식 생산

<표 2-1> OECD 오픈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이행 방안 

 

첫째, 의무이행 조항은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후원기 이 연구자에게 연구성과물에 

한 공개를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인센티  방안은 연구자가 연구성과

물을 문 오 액세스 학술지나 하이 리드 학술지에 출 할 수 있도록 APC를 지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 액세스 수 지침을 연구자 개인과 소속 기  모두 성실하

게 수하도록 하고 수 여부와 완성도를 연구자와 기 의 평가에 반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까지 오 액세스하는 것이 연구자와 기

의 평가에 유리한 추세이다. 셋째, 역량강화수단으로는 출 권에 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오  리포지터리의 구축을 극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출 사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와 하이 리드 학술지를 출 함으로써 오 액세스 시 에 극 응

하는 것이다. 학과 연구기 은 오 액세스뿐만 아니라 오 데이터에도 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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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데이터 클리닝과 큐 이션 등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2-2>는 OECD의 오 사이언스 로젝트에 한 회원국의 오 액세스 정책 

황을 제시한 것이다. 회원국의 오 액세스 정책을 보면 연구후원기 에서 오 액세

스 의무이행에 한 조항이 에 띄게 증가하 다. 국의 경우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에게 APC를 기꺼이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

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연구후원기 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물의 출 , 배포, 확산을 지원할 의무도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 기 때문이다

(Tate 2015). 

구분 주체 주요 내용

지역 EU
∙2014-2020년 과학기술 신 분야 EU 로그램인 EU Horizon 2020에서 오 사이언스 진

흥을 한 의무이행조항  인센티 를 마련함

국가

국

∙오 액세스를 기업 신기술부(BIS)의 UK Government Transparency Agenda의 핵심 

이슈로 다루고, 출 된 연구성과물에 한 근성을 제고하기 한 국가실무회의에서 

련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함 

∙RCUK에서 공공기 이 지원된 연구성과물을 공개하여 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함

미국

∙2013년 백악  OSTP(과학기술정책실)에서 연방정부 소속 연구 리기 ( : NSF, 국

립보건원 등)에 연방정부 자 으로 지원된 연구성과물에 해 근성을 높이는 방안

을 모색하도록 지시함

캐나다
∙2014년 개정된 STI 략에서 정부지원 연구성과물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다루고 이를 한 이행 계획을 수립함

핀란드

∙2014년 교육문화부에서 Open Science and Research Initiative를 채택, 연구출 물  

데이터에 한 근성을 높이고 개방 이고 투명한 연구 력 토 를 조성해 가기 

한 로그램을 추진함

기타
∙ 국, 핀란드, 캐나다, 호주, 벨기에, 랑스, 미국 등은 다양한 이슈에 한 정부데이

터의 공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임

<표 2-2> OECD 오픈사이언스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국의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재까지 OECD 회원국이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를 해 구축한 리포지터리 구

축 사례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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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터리 주요 내용

PMC

(PubMed Central)

∙바이오의료  생명과학 분야 출 논문  미발표논문 문 제공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 (NLM)에서 후원 

∙2000년 설립되어 2014년 재 320만 논문 수록 

∙무료 액세스가 원칙이며 자에 한 출 권은 인정해야 함 

∙경우에 따라 출 사가 최  12개월까지 공개 기한을 연기 요청할 수 있음

[URL] https://www.ncbi.nlm.nih.gov/pmc/

arXiv

∙ 창기 물리학 분야에서 출발, 재 수학, 컴퓨터과학, 통계학 등으로 확장 

∙1991년 시작된 표 인 오 액세스 리포지터리 

∙ 기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리하다가 재는 코넬  도서 에서 운

 이며, arXiv 과학자문 원회(학술이슈)와 arXiv 지속가능성 자문 원회(재정이

슈)의 감독을 받고 있음

[URL] http://arxiv.org/help/general

RePEc

∙경제학 분야 오 액세스 리포지터리로서, 1997년 82개국의 자발  력 아래 만들어

진 분권화된 문헌서지 DB의 연합체 

∙출 사에서도 RePEc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연동시키고 있음

[URL] http://repec.org

<표 2-3> OECD 회원국의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

2.1.2 EU의 Horizon 2020 오픈액세스 정책

EU 원회(EU Commission)는 Horizon 2020 오 액세스 정책을 통해 과학을 육성

하고 지식기반 경제를 앞당기기 해서 공공기 이 지원된 연구성과물과 연구데이터

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 조항을 발표하 다(RCUK 2015a). Horizon 2020 오 액세스 

정책은 ‘과학 기술, 유럽 미래의 열쇠’를 지향하는 EU의 제7차 임워크 로그램

으로 2014년에 발효되었다1). 이후 2014년부터 2020년은 FP8이라는 명칭 신 부르

기 쉬운 Horizon 2020으로 부르고 있다. Horizon 2020은 그린 오 액세스에 해 다소 

선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는 ROARMAP(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y Mandates and 

Policies)에서는 Horizon 2020 오 액세스 정책에 한 유럽 국가와 기 들이 자신들

 1) 추가 인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ec.europa.eu/research/science-society/document_library/pdf_06/era-communication-towards-b

etter-access-to-scientific-information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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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 액세스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황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아일랜드의 73%, 세르비아의 62%, 폴란드의 59%, 국의 58%가 오 액세스 정책을 

Horizon 2020에 맞춰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유형별로 보면 472개 유럽 

지역 기  에서 연구기 (Research Organization)이 가장 극 으로 Horizon 2020 오

액세스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그림 2-2) EU Horizon 2020 오픈액세스 정책과 회원국의 오픈액세스 정책 조정 현황

유럽 학 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이사회는 최근에 유럽 학들이 

보다 높은 수 의 오 액세스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출 물에 한 ‘오

액세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들에게 컨설 을 제공하고 있다2). 유럽 학 회는 

 2) 추가 인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eua.be/activities-services/news/newsitem/2015/11/19/eua-to-develop-roadmap-supportin

g-the-transition-towards-open-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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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액세스 로드맵이 연구자의 경력개발, 연구 평가, 출 물 품질, 텍스트․데이터마

이닝(TDM), 작권, 데이터 보호  인 라 등 모든 련 분야에까지 진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하고 있다(<표 2-4> 참조). 

∙모든 이해 당사자간 원활한 커뮤니 이션 지원

∙오 액세스 정책, 인 라, 이니셔티 를 유럽 학이 채택하도록 홍보

∙첨단 과학 인식, 연구평가 시스템 개발  구축

∙다양한 결과물에 한 지 재산권  작권 문제 해결

∙오 액세스 비즈니스 모델 련 연구출 물과 데이터의 공유 진

∙연구  교재에 한 포 인 오 액세스 련 기  설정

<표 2-4> 유럽대학협회의 오픈액세스 로드맵의 주요내용

2.1.3 Global Research Council의 오픈액세스 행동지침3)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후원기 의 연례 의체인 Global Research Council은 2013

년 베를린 회의에서 오 액세스에 한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각국에 시행을 구하

다(Global Research Council 2013). 그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오 액세스에 한 다양한 

노력  실행이 가능한 내용을 분류하여 크게 3가지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자들의 관심 유도

연구자들은 아직도 오 액세스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기  리포

지터리에 논문을 기탁하면 자신의 작권이 침해되지는 않을까? 혹은 표 을 유발하

거나 표 로 오해받을 험이 커지지는 않는가? 혹은 기  리포지터리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 한 오해 등이다. 연구후원기 들은 연구실 리사업과 새로운 오

액세스 사업의 복 는 혼란을 걱정한다. 연구자와 도서  계자들은 오 액세

스 출 물에 한 근 방법, 출  방법, 장소 구축 방법 등에 한 이해가 부족하

다. 이를 하여 (Action 1) 요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Action 2) 오 액세스의 

 3) 서정욱 외 (2016). 서울 학교의 오 액세스 정책 수립에 한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 학교.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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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장 에 한 소개 자료를 정리 보 하며, (Action 3) 오 액세스 출 의 홍보와 

확산을 한 워크 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2) 오픈액세스에 대한 진흥 정책

오 액세스 진흥을 한 구체 인 사업은 학술지 논문의 생산과 출  유통에 여

되는 인 , 사회 , 경제  구성 요소가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 인 진흥 정책으로 3가지 분야의 9가지 행동 지침이 제시되었다. 출 사의 오

액세스 출 을 진하는 방법으로 4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 다. (Action 4) 출 사

의 오 액세스 출  모델 개발을 지지하고, (Action 5) 개별 논문의 오 액세스 출  

비용을 부담하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Action 6) 오 액세스 출 의 정 비용을 

산출하고 제시하며, (Action 7) 학회 출  학술지를 오 액세스로 환하도록 학회와 

력한다.

연구자 심의 오 액세스 장소 기탁을 진하기 한 2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

다. (Action 8) 연구자 심의 출  논문 장소 구축을 활성화하기 한 작권 규

정검토  비용을 부담하고, (Action 9) 유료 출  학술지 논문의 오 액세스 장소 

기탁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출 사와 의한다. 마지막으로 오 액세스 진흥의 핵심

인 이슈가 되는 비용 부담 문제 (Action 10: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APC)을 연구

자가 편리하게 결제하는 차 개발)와 이용 활성화 (Action 11: 오 액세스 출 물 

장소의 문헌에 한 수집과 유통을 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그리고 오 액세스 

환경에서 연구 논문의 가치와 수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모델 개발(Action 

12)을 제시하 다.

3) 오픈액세스 사업에 대한 평가 활동

Global Research Council는 오 액세스 사업을 평가하기 한 구체 이고 실천 가

능한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할 것을 구하 다. 사업 자체에 한 평가에 머물지 않

고 오 액세스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문헌의 양  질  측면에 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오 액세스가 연구자 환경에 미치는 향과 연구 진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

히며 연구자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역의 공 인 역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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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Action 13). 아울러 이러한 평가는 일회성이어서는 안 되고 정기 으로 시

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Action 14).

2.1.4 베를린 선언

베를린 선언은 부다페스트 오 액세스 선언(2002년 10월)과 오 액세스에 한 베

데스타 선언(2003년 6월)을 계승하여 2003년 10월, 막스 랑크 재단의 주도로 베를린 

콘퍼런스에서 발표되었다. 이 콘퍼런스 이후 2004년 제네바 콘퍼런스로부터 2015년 

베를린 콘퍼런스까지 베를린 선언을 지지하기 한 콘퍼런스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베를린 선언은 인터넷을 문화유산을 비롯한 인간지식을  세계 이며 방향 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하고, 온라인을 통한 오

액세스에 하여 연구정책입안자, 연구후원기 , 연구기 ( 학 등), 도서 , 아카이

 그리고 박물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선언이다. 한 이 선언

에서는 자와 권리 보유자가 모든 사용자들이 작물을 공개 으로 복사, 사용, 배

포, 송,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신뢰할 만한 목 의 경우 출처를 기명한다는 조건으

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생물 배포가 가능하도록  세계 인 근권과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작물의 최종본과 추가 자료들을 표  포맷에 맞

추어 오 액세스 리포지터리에 기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은 2003년 28개국으로 시작하여 2016년 8월에 총 566개국이 선언에 참

여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을 채택한 기 은 베를린 선언에 따라 오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기 은 부분이 유럽 기 이지만 

북미, 남미, 아시아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후원기 뿐만 아니라 학, 도서

, NGO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 기  황은 https://

openaccess.mpg.de/319790/Signatories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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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유형 및 운영 현황

여기서는  세계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운  황을 살펴본다. 이를 해서 

2016년 8월 기  ROARMAP4)에 등록되어 있는 통계데이터를 토 로 오 액세스 정

책 수립기  유형과 분포도, 그린 오 액세스와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의 내용, 오 액

세스 의무이행 정책과 오 액세스 달성률 황에 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OpenDOA

R5)에 등록된 리포지터리 구축  운 황을 살펴본다. 

2.2.1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유형과 분포도 

1)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유형과 비율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의 유형6)별 비율을 보면 ROARMAP에 등록된 체 781개 기

  연구기 ( 학 는 연구기 )이 72%(56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연구후원기 이 10%(80개), 연구기 의 하 단 가 9%(71개), 연구후원기 이면서 연

구기 이 7%(54개), 멀티연구기 이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의 유형별 비율 

 4) <https://roarmap.eprints.org/>

 5) <http://www.opendoar.org/>

 6) ① 연구후원기 (funder), ② 학과 연구기 (research organization), ③ 연구후원기 이면서 연구기

(funder and research organization), ④ 멀티연구기 (Multi research organization), ⑤ 연구기 의 하 단

(sub-unit of research organization, 부서, 교수, 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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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수의 증가 추이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수의 증가 추이를 2005년을 기 년도로 보면 매년 지

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 에서도 연구기 ( 학 는 연구기

)이 다른 유형의 기 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수의 증가 추이

3) 대륙 및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현황 

륙별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황을 보면 유럽 륙이 60.2%(463개 )로 가장 

많은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륙이 25.7% 

(198개 )의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별 오 액세스 정책 수

립기  황을 보면 미국이 130개 으로 가장 많은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을 포함

하고 있으며 다음 순 는 국으로 117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 로는 터

키(41개), 호주(33개), 스페인(31개), 핀란드(29개), 캐나다(27개), 독일(27개), 이탈

리아(23개), 포르투갈(22개)순으로 나타났다. ROARMAP에서 한국의 오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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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기  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대륙 및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기관 현황

2.2.2 그린 오픈액세스와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의 내용 

기 들이 수립한 오 액세스 정책은 크게 그린 오 액세스 정책과 골드 오 액세스 

정책으로 구분된다.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은 자가 학술지 논문을 오  리포지터리에 

셀  아카이빙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며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자가 오 액세스 

학술지( 문 오 액세스 학술지 는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학술지 논문을 출 할 

수 있도록 APC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여기서는 ROARMAP에서 제공하는 

상세검색 조건들을 활용하여 기 들의 그린 오 액세스 정책과 골드 오 액세스 정책 

황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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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 오픈액세스 정책

ROARMAP에 등록된 체 781개  에서 자 셀  아카이빙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기  수는 647개 으로 체의 83%에 해당한다. 자가 아카이빙해야 하는 학

술지 논문 버 에 해서는 321개 (41%)이 최종심사완료논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

며 71개 (9%)이 최종출 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자에게 아카이빙할 학술

지 논문 버 을 언 하지 않은 기 들도 335개 (43%)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

다. 다음으로 자 셀  아카이빙 정책에 한 의무이행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 은 

530개 (68%)이었으며 연구데이터에 한 의무이행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 은 72

개 (9%)정도 다. 부분의 기 들이 자 셀  아카이빙 정책을 의무화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자 셀  아카이빙과 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엠바고 기간을 

보면 STM 분야와 인문사회분야 간에 특별한 차이 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분야에

서 엠바고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모든 분야에서 특별

히 엠바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기 의 수가 상 으로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표 2-5> 참조). 

엠바고 기간 STM 분야  인문사회 분야 총계

즉시 4 3 7

6개월이내 16 6 22

12개월이내 12 22 34

24개월이내 2 2 4

24개월이상 5 4 9

미언 33 35 68

총계 72 72 144

<표 2-5> 분야별 엠바고 기간 정책 현황

그리고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학술지 논문에 해서 재사용을 포함한 오 액세

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 은 392개 (50%)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아카이빙된 

학술지 논문에 해서 오 액세스 정책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 은 208개 (53%)으

로 나타났고 권고하고 있는 기 은 114개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포지터

리에 아카이빙된 학술지 논문에 해서 재사용을 포함한 오 액세스 정책에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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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언 이 없는 기 은 51개 (13%), 그 외 다른 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

은 19개 (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가 오 액세스 학술지( 문 오

액세스 학술지 는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학술지 논문을 출 할 수 있도록 APC

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있는 777개  에서 연구후원기

이 연구비 자체에서 APC를 지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37개 (5%)이었으며 

연구후원기 이 별도의 APC 기 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45개 (6%)이었다. 

그리고 연구후원기 이 아닌 소속 기 에서 APC를 지원하는 경우는 104개 (13%)

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있는 777개  에서 APC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 은 186개 으로 체의 24%이었다. 그 외 APC 지원정책에 

한 언 이 없는 기 은 544개 (70%)이었으며 별도의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

은 47개 (6%)이었다.

3) 소결 

 

ROARMAP에 등록된 기 들의 오 액세스 정책을 종합해 보면, 체 등록된 기

들 에 자 셀  아카이빙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 의 비율이 83%이며 최종심사

완료논문이상을 아카이빙 상으로 규정하는 기 의 비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 셀  아카이빙 정책에 한 의무이행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 의 비율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PC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 은 체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   세계 오 액세스 정책 수립기 들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정책은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기 에

서 APC를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자 셀  아카이빙을 심으로 하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에 비해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별도의 APC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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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오픈액세스 의무이행 정책과 오픈액세스 달성률

1) 국가별 오픈액세스 의무이행 정책

세계 각국은 연구성과물의 공유를 통한 학문의 발 을 하여 오 액세스 정책 수

립  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등 오 액세스 확 에 극 나서고 있다. 질 높은 연구논

문을 작성하여 우수 학술지에 출 하는 것도 요하지만  세계 연구자가 쉽게 근

하여 이용하게 하는 오 액세스를 실천함으로써 연구논문의 확산과 피인용을 증진시

키는 것 한 로벌 시 를 맞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논문을 생산

하는 학이나 연구기 에서 이를 공감하고 오 액세스를 극 수용하고 실천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이를 해 사 에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계속 으로 연구논문을 수

집, 축 ,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산과 인력을 감당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행을 미루는 가 많은데 이에 한 처 

방안으로 오 액세스의 의무이행  법제화가 주목을 받아 왔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2008년에 공공기 을 지

원받은 연구자는 학술지 논문 출 후 12개월 이내에 논문 사본의 기탁을 의무 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시작하 다. 미국 MIT 학은 2009년에 오 액세스 의무화 방침을 

공표하 다. 이후 MIT는 강의 코스웨어와 연구논문 등을 아카이빙해 공유하고 있

다. 국의 경우는 7개 연구 원회 력기 인 RCUK에서 오 액세스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 스웨덴, 스 스,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랑스 등도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자에게 오 액세스를 의무

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표 2-6>은 주요 국가별 오 액세스 정책 이행 황을 법제

화, 의무화, 권고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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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국가 기 일시 내용

법제화

미국 의회

2005. 12. 14

(국립보건원 채택)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of 2005

- (a)항: 오 액세스 범 를 국립보건원 기 뿐만 아니라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기 이나 계약. 

는 다른 모든 형태의 지원을 받은  의학 분야로 확 하

고자 함

- (b)의 (3)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  지원

을 잃게 된다는 의무이행조항을 둠으로써 강제화

2007. 12. 26

(승인)

국립보건원(국립보건원) 공공접근정책(Public Access Policy) 

법안 승인

- 미국 국립보건원 기 을 지원받아 생산한 연구성과물과 

학술논문을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의 통합 

리포지터리인 PubMed Central(PMC)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SEC.218)

2009. 06. 25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FRPAA) of 2009

- 법안의 명칭: “연방 연구 공공 근법안 2009”

- (4)항의 (a): 법안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 1억 달러 이

상의 연구 지출을 한 연방기구는 해당 기구의 목 에 부

합하는 연방 연구 공공 근정책을 개발해 그 목 을 증진

시켜야 함

- 4항 (b)의 (1)항: 연방정부 자 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성과물과 동료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자문서(electronic version) 형태로 연방기구에 제출

2009. 02

Fair Copyright in Research Works Act(HR 801)

- 오 액세스 반  법안

- 2항: 미국 작권법의 (f)항 ‘연방정부의 제한’에 새로 제

출된 이 법의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기 을 받은 연구성과

물에 한 연방 정부의 작권 제한에 외조항을 두려 함

2013.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FASTR) 

- FASTR는 기본 으로 국립보건원 정책 모델을 따른다. 

FASTR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하는 연방 

부처와 기 에 용된다. 법 조항에 따라 각 기 의 해당 

부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하는 자체 인 정책

을 개발해야만 한다.

- 연방 정부 자 을 부분 혹은 체 지원받은 결과로 만들어

진 학술자료에 한 최종 peer-review 논문은 디지털 리

포지터리(digital repository)에 장해야 한다.

- 리포지터리에 장한 연구 자료들은 “최첨단 기술에 따른 

컴퓨터 분석을 포함해, 재사용을 허가하는 조건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 각각의 자료 출  후 6개월 내(국립보건원 정책은 12개월 

이내임)에 해당 연구에 한 공공 액세스되어야 한다. 

스페인 의회 2007. 11

Draft of the National Law of Science in Spain includes 

Open Access(과학법 초안 발표)

- 33조: 스페인 정부는 오 액세스를 한 리포지터리를 구

축․장려하고, 연구자는 자신의 공공기  연구성과물을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표 2-6> 주요 국가별 오픈액세스 의무이행 정책 현황(우지숙(2013)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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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국가 기 일시 내용

랑스 의회 2016. 6. 29

프랑스 공공접근정책(Public Access Policy) 법률 최종안 채택

(2016.9 상원에서 최종 결의 예정)

- 랑스 공공 근 정책 제17조

정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기 과 같은 국가기

이나 유럽연합 등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활동에 의

해 어도 1년에 1회 이상 생산된 작물은 출 사가 독

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가 디지털 채 을 통해 오

한다. 과학, 공학, 의학은 출 일로부터 최  6개월, 인문사

회 과학은 12개월 이내이다.

의무화

캐나다 기

2006.10

보건연구기구(CIHR)의 연구성과정보 오픈액세스 정책 초안 

발표

- Draft Policy on Access to CIHR-funded Research Outputs

- 학술논문의 오 액세스 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 일 일

부까지 오 액세스 정책에 포함

2008
퀘벡 보건연구재단(Fonds de la Recherche en Santdu Qu 

bec, FRSQ)

국 기 2006. 06

의학연구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MRC)의 오픈액

세스 정책

- 성명서 발표: Research Councils UK’ updated position 

statement on access to research outputs

오스트리아 기 2006

Austrian Science Fund (FWF)의 오픈액세스 정책

- ‘베를린 선언’에 서명하고 오 액세스를 의무화

- 오 액세스를 제로 기 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이내

에 오 액세스 아카이빙 비용을 오스트리아 과학재단이 

정산하여 오 액세스를 지원

독일 기 2007

독일연구재단(DFG)의 오픈액세스 정책

- 2007년부터 오 액세스 지원 웹사이트 

(http://open-access.net)를 운 하여 오 액세스에 한 

인식을 높이기 한 다양한 활동

국 기 2009.02

중국과학원 국가과학도서관(NSLC) SAC 정책

- Knowledge Repository of National Science Library 서비스 

시작

- 국가과학도서 (NSLC)의 회원(member)이 발표한 논문

을 논문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과학도서 의 리포지

터리인 Knowlege Repository에 기탁하게 하는 정책

권고

아일랜드 의회 2010. 08. 07

아일랜드 국가 Open Repository(http://www.rian.ie)

- 7개 학 리포지터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오 액세스 

국가포털을 2010년 오

- 이 포털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 액세스 

학술정보에 근 가능

국 의회 2006.06

영국 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s UK(RCUK) 정책

- 4가지 오 액세스 원칙을 세우고, 출 부문의 변화를 

해서는 자비용지불출 (Author-pays publishing)과 셀

아카이빙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고 언

덴마크 원회 2010

오픈액세스 위원회: 오픈액세스 실행을 위한 권고안 발표

-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 14개의 권고사항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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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국가 차원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들은 실제로 국가 내 연구후

원기 들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에 향을 주게 된다. 이에 UNESCO에서 2016년

도에 국가별 연구후원기 의 의무이행 황을 집계하여 발표하 다. <표 2-7>은 실제

로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하는 의무이행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국가별 연구후원기 들의 리스트를 제시한 것이다. 호주의 Australian Research 

Council, NHMRC의 2개 기 들과 국의 Wellcome Trust 등 유럽  미주 49개 기

들에서 의무이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UNESCO 2016).

기 명 의무이행여부 국가

Australian Research Council Y Australia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Y Australia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ranch)
N France

Arthritis Research UK N UK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 N UK

Autism Speaks Y USA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N UK

British Heart Foundation (BHF) Y -

Canadian Breast Cancer Research Alliance (CBCRA) Y Canada

Canadian Cancer Society (CCS) N Canada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Y Canada

Cancer Research UK N UK

<표 2-7> 연구후원기관의 오픈액세스 의무이행 정책 현황

유형 국가 기 일시 내용

호주

원회 2007.09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

- Public Support for Science and Innovation,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주정부 2009. 0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오픈액세스 정책 발표

- Inquiry into Improving Access to Victorian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Data

뉴질랜드 원회 2009. 8. 27

국가서비스위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 SSC)

- 오 액세스  라이선스 정책 안(New Zealand Government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 Draft, NZGOAL) 공개

인도 원회 2007

Open Access Self-Archiving Policy 발표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Open Access and Open 

Education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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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의무이행여부 국가

Chief Scientist Office (Scottish Executive Health) (CSO) N -

Congreso de los Diputados Y Spain

Department of Health (UK) Y UK

EUR-OCEANS Consortium on Ocean Ecosystem Analysis N Europ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N UK

Engineering &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Y UK 

European Commission - 2 (EC) N Europe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N Europe

Fonds de la recherche en sante Quebec (FRSQ) Y Canada

Fonds zur Foerderung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FWF) Y Austria

Government of the Principality of Asturias N Spain 

Health Research Board (Ireland) (HRB) N Ireland

Heart and Stroke Foundation of Canada N Canada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HHMI) Y USA 

Hungarian Scientific Research Fund (OTKA) N Hungary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N US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ch Centre (IDRC) N Canada

Irish Higher Education Authority (HEA) Y Ireland

Irish Research Council for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 (IRCSET) Y Ireland

JISC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N UK

Y SpainMadrid Autonomous Community of Spain (CM)

Y CanadaMichael Smith Foundation for Health Research (MSFHR)

Y US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N Canada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Canada

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NERC) N -

Norwegian Research Council N Norway

Ontario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OICR) N Canada

Research Foundation Flanders (FWO) N Blgium

Science Foundation Ireland (SFI) N Ireland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STFC) (20 Oct 2006) N UK

Spanish General State Administration N Spain

Swedish Research Council Formas N Sweden

Swedish Research Council Vetenskapradet N Sweden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NF) N Switzerland

Telethon Italy N Italy

The Dunhill Medical Trust Y UK

Wellcome Trust Y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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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액세스 의무이행과 오픈액세스 달성률의 상관 관계 

(그림 2-6)은 14개 주제 분야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기 과 비의무이행 기 의 오

액세스 달성률을 비교한 것이다(Gargouri et al. 2012). 오 액세스 의무이행 규정

이 있는 기 의 경우 오 액세스 달성률이 60%에서 70% 정도로 나타난 반면 오 액

세스 의무이행 규정이 없는 기 의 경우에는 오 액세스 달성률이 15%에서 20% 정

도로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 액세스 의무이행 규정이 있는 기 이 

의무이행 규정이 없는 기 에 비해 오 액세스 달성율이 약 3배 정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오픈액세스 의무이행과 실제오픈액세스 달성률

오 액세스 의무이행과 련하여 주목할 것은 국에서 REF(The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를 통한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REF는 국의 

학에서 출 하는 연구성과물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post-2014 

REF를 수하려면 투고 논문과 로시딩이 게재로 정된 즉시 기  는 주제 리포

지터리에 등재해야 한다. 이는 리포지터리에 등재할 것을 외 없이 요구하는 규정이

므로 비록 자가 골드 오 액세스를 취했다하더라도 그린 오 액세스 요건을 수

하기 해 리포지터리에 등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의 연구후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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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에서는 오 액세스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지침을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

다. 연구비를 받지 않는 연구라 하더라도 학 시설을 이용하고 근무시간에 연구

를 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연구에 공공기 이나 세 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학술지에 게재 승인이 나면 연구자는 바로 서둘러 최종심사완료

논문을 기탁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다음 REF에 부 격자가 될 가능성

도 있다(RCUK 2015a). 한 연구 심 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못 받는 일은 되도

록 피하려 할 것이므로 REF를 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 많은 연구

심 학 연구자는 REF 기 으로 연구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REF는 오 액세스를 

의무이행하고 있으므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논문과 로시딩은 반드시 오

액세스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F는 연구평가에 오 액세스를 연계함

으로써 연구자들로 하여  오 액세스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

고 있다.

2.2.4 리포지터리 구축 및 운영

여기서는 OpenDOAR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1) 국가별 리포지터리 구축건수 

 질  수 , 2) 리포지터리 아키이빙 상 콘텐츠 황에 해서 살펴본다.

1) 국가별 리포지터리 구축건수 및 질적 수준 

(1) 구축 건수

2016년 8월 기   세계 으로 3,182개의 리포지터리가 운  에 있다. 리포지

터리 구축 건수는 매년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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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리포지터리 구축 건수의 증가 추이 

국가별 황을 보면 미국이 15%, 국이 7.8%, 일본이 6.2%, 독일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부분의 OECD 국가가 그린 오 액세스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소재의 

리포지터리가 478개, 국이 247개, 일본이 196개이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에서도 리포지터리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북미․유럽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미․유럽 국가들이 2000년 반부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

행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는 이보다 다소 늦은 2005년경부터 일본을 심으로 리포지터

리 구축에 비로소 심을 갖고 구축하기 시작하 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국가별 리포지터리의 점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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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수준

Ranking Web of Research Centers7)는  세계의 리포지터리를 상으로 4가지의 

기 에 의해 평가하고 그 순 를 제공하고 있다. 리포지터리의 성공 여부는 활동성과 

소장 코드수와 같은 정량 인 수치와 구  스칼라 포스 수와 같은 학술 수 과 원

문정보의 제공 등 정성 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리포지터리가 자의 자율성과 

정보 개방 공유를 지향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많은 연구성과물의 자발 인 제출, 

등록, 높은 이용률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정 미 2013).

(그림 2-9) Ranking Web of Research Centers의 예시

 

(그림 2-9)는 Ranking Web of Research Centers의 Top 15 내 리포지터리를 보여

주고 있다. 이  7곳은 미국의 리포지터리로 미국의 그린 오 액세스 성과가 상당한 

수 임을 알 수 있고 일본도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와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가 최우수 순  내에 들어 있는 등 그린 오 액세스면에서 좋

 7) <http://research.webometrics.info/en/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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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KISTI가 68 , 기상청이 487 에 등록되어 있는

데 축 한 원문의 양과 가시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리포지터리 아카이빙 대상 콘텐츠 유형

리포지터리 아카이빙 상 콘텐츠 유형을 보면 OpenDOAR에 등록된 리포지터리 

 2,236개(70%)가 학술지 논문을 아카이빙하고 있었다((그림 2-10) 참조). 학 논문

은 1,775개 리포지터리(55%)에서 아카이빙하고 있었으며 도서 는 도서의 장과 의 

경우에는 1,226개 리포지터리(38%)에서 아카이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의 오 사이언스 로젝트에서 심을 두고 있는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체 리포지터

리 에서 169개 리포지터리(5%)만이 아카이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

로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되고 있는 주요 콘텐츠 유형은 학술지 논문과 학 논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2-10) 리포지터리 아카이빙 대상 콘텐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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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 그린 오픈액세스 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기서는 미국 그린 오 액세스 정책에 해서 정부의 공공 근 정책과 학의 오

액세스 정책을 심으로 살펴본다. 

2.3.1 정부의 공공접근정책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2005년 이후 공공기 이 

지원된 연구성과물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공공 근정책(Public Access Policy)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국립

보건원은 연구비가 지원된 연구성과물에 해서 출  후 12개월 이내에 최종심사완

료논문을 PMC(PubMed Central)를 통해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고 이는 미국

의 오 액세스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 결과 과학에 흥미가 많은 학생부터 질병

의 원인과 치료법에 하여 알고 싶어 하는 환자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한 이용자가 

첨단 연구성과물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법안은 납세자들로부

터 매우 환 을 받았다. 재 이러한 의무사항을 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환수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미 수 연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국립보건원의 연구과제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간 인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지 까지 소수 이용자에게만 배포되었던 많은 연구성과물이 공유의 시 를 맞아 인

터넷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까지 배포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고 획기 인 사

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 하여 모두 환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연구성과물을 

제한된 소수 이용자에게만 학술지 형태로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

어 오던 상업  출 사 입장에서 볼 때, 국립보건원의 공공 근정책은 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다. 이에 규모 상업  출 사를 주축으로 2011년 

이를 다소 그러뜨리기 한 ｢연구성과 법안(The Research Works Act)｣이 상정되

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1년이 지난 연구성과물이라 할지라도 출 사의 동의 없이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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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 FASTR(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이 만

들어져 효력을 발휘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연구성과물의 공개가 다시  활발히 이루

어지게 되었다. FASTR은 국립보건원의 공공 근정책을 보완하고 업그 이드한 것

으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하는 연방 부처와 기 은 이를 수해야 한

다고 규정하 다. FAST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연방정부로부터 일부 는 부의 연구후원 을 받은 연구성과물은 최종심

사완료논문을 리포지터리에 기탁해야 한다. 

둘째,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연구성과물은 재사용을 허가하는 조건과 추후 재사

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연구성과물은 출  후 6개월 이내에 공공 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에 미국출 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Publishers; AAP)는 FASTR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어 반 하 다.

FASTR은 이미 민간 부분에 의해 성공 으로 수행되고 있는 범 한 개방 작업을 

정부기 이 주도하려 하고 있다. FASTR은 정부기 에서 이미 진행 인 연방정부 

자 감축 노력에 반해 산을 지속 으로 더 소모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FASTR

은 산 지출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하여 정부기 과 출 사가 업하고 있음을 인

정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마친 고품질의 논문에 한 지속 인 근을 제공하려는 출

사의 노력을 해하고 있다. 

이에 하여 FASTR 지지자는 다음과 같은 응을 하 다. 

그 지만 이미 국립보건원이 공공 근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연구성과물이 공

개되고 있고 공개를 해 운 하고 있는 PMC(PubMed Central)의 산은 체 

산의 1% 내외여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기까지 6개월

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출 사는 연구성과를 독 하는 셈이므로 출 사의 

수익은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 으로 FASTR은 출 사와 납세자 모두의 이익

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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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에 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3년 미행정부는 국립보건원의 공공 근 

정책과 FASTR 법안 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연구논문  데이터에 한 공공 근정

책’을 담은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국) 각서

를 발표하 다. OSTP 각서는 연구성과물의 가장 일반 인 형태인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산출된 각종 연구데이터의 재사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

까지 1년이라는 유  기간을 두어 출 사와의 상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엠바고 기간을 1년으로 두자 미국출 회도 합리 인 방안이라며 이에 공감을 표하

기 시작하 다. 한 이후 OSTP 각서는 미행정부가 각 연방정부에게 내려 보내는 

지침으로 각 연방정부는 이 각서를 토 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공 근 정책을 수립

해 시행 에 있다.

(그림 2-11)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각국의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의 성장 그래

를 비교한 것이다(Pinfield et al. 2014). 자세히 보면 미국은 2005년 이후로 계속해

서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에 미국의 리포지터리수는 400개로 

다른 국가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각국의 그린 오픈액세스 정책의 성장 그래프(20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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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후원을 받은 학술지 논문 가운데 PMC(PubMed 

Central)에 아카이빙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08년에 86,265건

(34%)에서 2015년에 609,400편(71%)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Morrison 2015). 

이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후원을 받은 연구자들  70%이상의 연구자들이 해당 

학술지 논문을 PMC(PubMed Central)에 아카이빙하도록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을 의무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12)~(그림 2-13) 참조). 

(그림 2-12) NIH의 그린 오픈액세스 논문수 증가 추이(2008-2015) 

 

(그림 2-13) NIH의 그린 오픈액세스 논문비율 증가 추이(20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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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이 주축이 되어 의학  생명 분야에서 공공 근정책을 수

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과학 분야까지 면 으로 오 액세스가 확장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13년 미국 백악 은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과 

미국에 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성과물도 논

문출  후 1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공표하 고 이 한 법으로 제정하 다. 

다만 의학  생명 분야와 달리 과학 분야는 PMC(PubMed Central)와 같은 리포지터

리를 구축하지는 않기로 하 다. 이미 많은 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이 기존 기  는 

주제 리포지터리에 기탁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Tracy & Imker 2015). 

이와 련해서 미국 공공기 의 리포지터리 운  황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공공기 리포지터리

AHRQ, ASPR, FDA, NIH, NIST, VA PubMed

USDA PubAg

CDC CDC Stacks

DOD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OE 1) Article publisher, 2) local repostirory, 3) OSTI

NASA NASA-brand version of PubMed

NOAA New NOAA Institutional Repository

NSF PAGES

<표 2-8> 미국 공공기관의 리포지터리 운영 현황

2.3.2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Harvard와 MIT을 비롯한 미국 학은 이미 기  리포지터리를 구축했으며 최종심

사완료논문 는 출 본을 기  리포지터리를 통해 외 으로 공개하고 있다. 컨

 Harvard 학은 Harvard Faculty of Arts and Sciences가 심이 되어 2008년 오

액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어서 Harvard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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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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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of Design(2011),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2012), 

Harvard Medical School(2014) 등이 동일한 오 액세스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3개 연구소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2014), Shor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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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2014),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Environment(2015)가 참여하는 등 

계속하여 오 액세스 정책에 참여하는 단과 학이나 연구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Harvard 학 구성원이 출 한 논문은 기  리포지터리인 DASH(Digital Access 

to Scholarship at Harvard)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arvard 학은 시행 

경험을 살려 다른 학의 참여를 한 선언문 형식을 <표 2-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서정욱 외 2016). 이 선언문은 재사용 등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작권 CC-BY를 용

하고 있다. Harvard 학도서 은 2008년 Office for Scholarly Communication(OSC)

을 신설하고 Harvard 학이 심이 되어 학술정보를 공개하고(Open), 공유하고

(Share) 보존하는(Preserv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 MODEL OPEN-ACCESS POLICY - STUART M. SHIEBER

The Faculty of <university name> is committed to disseminating the fruits of its research and 

scholarship as widely as possible. In keeping with that commitment, the Faculty adopts the 

following policy: Each Faculty member grants to <university name> permission to make available 

his orher scholarly articles and to exercise the copyright in those articles. 

More specifically, each Faculty member grants to <university name> a nonexclusive, irrevocable, 

worldwide license to exercise any and all rights under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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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to do the same. The policy applies to all scholarly articles authored or 

co-authored while the person is a member of the Faculty except for any articles complet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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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patible licensing or assignment agreement before the adoption of thi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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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 acces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upon express direction by a Faculty member. Each 

Faculty member will provide an electronic copy of the author’s final version of each article no later 

than the date of its publication at no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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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op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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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culty.

<표 2-9> Harvard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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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학도서 은 HP(Hewlett-Packard) 연구소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기  리

포지터리 구축 솔루션인 DSpace를 개발하 고 2002년부터  세계에 무료로 보 하

고 있다. 재 DSpace는 세계 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  리포지터리 시스템으

로 자리매김하여 세계 1,590개 학과 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2,056개 기 에서 사용 

이다(서정욱 외 2016). MIT는 오 액세스 정책 시행 이후 구성원이 출 한 학술지 

논문의 43%를 학의 기  리포지터리인 Dspace@MIT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발

표한 바 있다. 2015년 7월 기 으로 17,400여 편의 연구논문에 한 다운로드 횟수가 

330만 건을 넘어섰고 한 달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83,500건에 달하고 있다. 한 MIT

는 2009년 학의 모든 강의 콘텐츠를 오 액세스하는 의무이행 정책을 채택하여 시

행 에 있다. MIT에서 생산된 강의 콘텐츠를  세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학술

커뮤니 이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은 2012

년 오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에 있다. 이는 미국 공립 학의 첫 오 액세

스 정책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 학의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논문

은 기  리포지터리인 US Repository나 PMC(PubMed Central) 등을 통해 근할 

수 있다. 2013년에는한층 더 포 으로 오 액세스 정책을 수정․보완한 데 이어 

2015년 Presidential Open Access Policy를 발표하 다. 이 정책으로 오 액세스 연구

논문의 수집범 를 확 하 다. 즉, 일반 교수 외에 연구 담 교수, 강사,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학원 졸업생, 사서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생산하는 모든 연구논문을 수

집하여 제공하기로 하 다.

한 미국 학 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AAU), 공립 학 회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y; APLU), 북미연구도서 회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등은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각 기  리포

지터리를 활용하는 계획의 핵심안인 ‘SHared Access Research Ecosystem(SHARE)’

에 동의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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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국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중심으로의 변화

여기서는 RCUK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국의 반  오 액세스 정책  운  

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2012년 Finch 보고서 채택 이후 골드 오 액세스 정책 심

으로의 변화에 해서 살펴본다. 

2.4.1 개 요

국의 오 액세스 정책은 체로 RCUK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RCUK는 국 

7개 연구 원회 력기 으로 연구, 교육, 기술 이  등을 한 력 체제를 구성하

기 하여 설립되었다. RCUK 산하 7개 연구 원회들은 각 연구 분야의 실정에 맞는 

오 액세스 정책을 발표하 다. RCUK가 제시하는 오 액세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 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물은 공공의 이용과 조사를 하여 가능한 

범 하고 빠르게 효과 으로 오 액세스로 달되어야 함

∙연구성과물은 동료평가심사제를 거친 학술지 논문과 로시딩임

∙출 된 연구성과물은 다음 세 를 해 보존되고 근할 수 있어야 함

이 원칙에 따르면 오 액세스 용 상은 동료평가심사제를 운 하는 학술지에 승

인 는 출 된 학술지 논문 는 로시딩이다. 아울러 RCUK 산하 7개 연구 원회

에서 지정한 리포지터리에 연구성과물인 학술지 논문이나 로시딩을 기탁하여 자유

롭게 오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오 액세스가 추진하고 있다. 먼  RCUK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구비 

지원 단체 는 주요 자선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경우 명시 으로 오 액세스를 

의무화하 다. 그리고 기 별 리포지터리와 주제별 리포지터리를 통한 네트워크를 

개발하 고 출 사와 학술단체를 심으로 새로운 오 액세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오 액세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  인 라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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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  하나인 SHERPA/RoMEO는 

노 햄 학(University of Nottingham)의 SHERPA 서비스의 일부로 운 되고 있

다. SHERPA/RoMEO는 오  아카이 를 한 국 JISC의 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이 이외에 Wellcome Trust와 RCUK도 이 로젝트를 후원하 다. 이 로젝트는 

국 연구자의 학술지 논문의 오  아카이빙뿐만 아니라 지 재산권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SHERPA/RoMEO는  세계의 학술지와 해당 출 사의 작권  셀  아카

이빙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HERPA/RoMEO의 주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

다(Wikipedia 2016).

∙오 액세스 로토콜 하에서 공개된 지 재산권 보호와 사용에 한 이해 계자

의 요구사항 악( 작권자, 출 사, 데이터제공자, 서비스제공자 등)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과 같은 기존 표 에 의거한 오 액세스 학

술지 논문 련 권리를 표 할 수 있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Simple Rights Metadata' 

개발

∙OAI-PMH로 수집된 문헌의 메타데이터 내 권리요소의 통합 방안 개발

∙권리요소를 자로부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최종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여  것인가를 나타내는 데모시스템과 지침 개발

∙이 로젝트를 이끌어나가고 모니터링할 ‘Rights Working Group' 설립 추진 

SHERPA/RoMEO의 개발과 서비스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명 출

사를 비롯한 여러 국제 트 의 력을 통해 운 되고 있다. 국도서 의 Zetoc 서

비스(hosted by MIMAS)는 국제 연구출 물의 모니터링과 검색을 담당한다. 스웨덴 런

드 학도서 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를 통해 오 액세스 학술지

의 근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Entrez 학술지 리

스트는 생물학 분야 학술지의 검색을 지원한다. (그림 2-14)는 이들 세 력기 의 지원

으로 구성된 SHERPA/RoMEO 학술지 목록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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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SHERPA/RoMEO의 학술지 목록 예 

학술지의 셀  아카이빙 정책은 SHERPA/RoMEO에 등록될 때 <표 2-10>과 같이 

4가지 정책으로 분류되고 각각에 해 ‘그린(green), 블루(blue), 로우(yellow), 화

이트(white)’ 색상이 부여된다. 

색상 셀  아카이빙 상 버

그린 심사 논문(pre-print)  최종심사완료논문(post-print)의 셀 아카이빙 가능

블루 최종심사완료논문(post-print)의 셀 아카이빙 가능

로우 심사 논문(pre-print) 셀 아카이빙 가능

화이트 아카이빙 불가능

<표 2-10> SHERPA/RoMEO의 학술지 특성에 따른 색상 분류 

<표 2-10>에서 그린 색상은 자가 학술지 논문의 심사 논문과 최종심사완료논문

을 둘 다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블루 색상은 자가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아

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로우 색상은 자가 심사 논문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화이트 색상은 공식 으로는 심사 논문과 최종심사완료논문  어떤 것

도 아카이빙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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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Finch 보고서 채택 이후 변화상

2012년 국 정부의 주도하에 Working Group on Expanding Access to Published 

Research Findings에서 제안한 Finch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국은 오 액세스에 

있어 새로운 기를 맞이하 다. 2013년부터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인 학

술지 논문은 출  즉시 오 액세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2017년까지 국

의 학이나 연구소에서 출 한 학술지 논문을 부분 오 액세스하도록 한다는 추

진 계획도 시행 에 있다. 이런 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향을 미쳤다

(김형순 2013). 컨  2012년 EU가 Communication on Better Access to Scientific 

Information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힘입어 2020년부터 EU 회원국들은 

국과 같은 오 액세스 정책을 펴기로 합의하 다. 이외 51개국이 참여하는 Science 

Europe에서 2013년 Position Statement with Principles on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가 발표되기도 하 다. 2013년 Global Research Council의 실행 략에서도 오

액세스 증진을 한 14개 항목이 발표되었고 이는 국의 오 액세스 정책과 일치

하고 있다.

 

1) 리포지터리의 증가 

2012년 Finch 보고서가 발표된 후 와 국의 리포지터리 수를 보면 2012년에 5개에 

불과하던 리포지터리가 2015년에는 91개까지 속히 증가하 다(Tickell 2016). 이와 

함께 리포지터리에 기탁된 논문수도 속히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림 

2-15) 참조). 한 2014년 한 해 동안 국의 학 리포지터리로부터 600만 편의 논문

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8) 

 8) IRUS-UK, Growth Over Time. <http://www.irus.mimas.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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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영국 리포지터리 및 제공 논문수 현황(2012-2015)

2) 골드 오픈액세스의 증가

국민의 세 으로 연구비를 후원받은 연구성과물은 반드시 오 액세스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APC를 지원하여 골드 오 액세스가 

되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국의 Finch 보고서가 2012년에 공표됨으로써 오 액세

스 정책의 축이 그린 오 액세스에서 골드 오 액세스로 환되었다. 2013년 국 과

학공학연구 원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는 

연구비를 지원해 출 된 모든 학술지 논문과 로시딩은 RCUK 후원 을 받았다는 

사사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 다. 한 EPSRC 후원 학술지 논문과 로시딩은 

CC-BY 라이선스로 출  즉시 오 액세스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실행에 옮기

기 시작하 고 실제로 APC를 지원하 다(EPSRC 2013). 는 최종심사완료논문을 

리포지터리에 기탁하여 재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학술지에 출 해야 한다고 하

다. EPSRC는 오 액세스하는데 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EPSRC는 골드 오 액세스와 그린 오 액세스 모두를 허용

하고 있으나 즉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재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골드 오 액세스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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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다. 특정 리포지터리에 학술지 논문을 기탁하도록 한 연구 원회도 있지만 

EPSRC는 오 액세스를 한 리포지터리 선택을 연구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다만 정

보의 축 과 탐색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메타데이터를 일 성 있게 입력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엠바고 기간은 최 한 짧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6)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 액세스를 주제 분야별로 나 어 분석한 

결과이다(Harnad 2013). 국에서 가장 오 액세스가 활발한 분야는 임상의학으로 

98,701편의 학술지 논문 가운데 30.6%가 그린 오 액세스, 3.8%가 골드 오 액세스

로 제공되고 있다. 이 이외에 바이오의학, 공학, 물리학 분야의 오 액세스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2-16) 영국의 주제 분야별 그린 오픈액세스 및 골드 오픈액세스 분포

국 학연합 오 액세스 력단(UUK OA Coordination Group)은 오 액세스로의 

환을 검하기 한 조사를 Research Information Network(RIN)에 2015년에 의뢰

하 다. 2015년도의 분석결과에서는 국은 골드 오 액세스가 그린 오 액세스를 앞

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그림 2-17) 참조). 2012년에 그린 오 액세스가 5%

던 것이 2014년에는 8%로 증가한 것에 비해 골드 오 액세스는 2012년에는 13%에

 9)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2015). Monitoring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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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년에는 19%로 상 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 다. 특히  2012년에 국에서 

골드 오 액세스로 출 된 학술지 논문의 비율은 13%로 세계 평균비율인 14%에 미

치지 못하 으나  2014년에는 국에서 골드 오 액세스로 출 된 학술지 논문의 비

율은 19%로 세계 평균비율인 1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의 골드  

그린 오 액세스 출  옵션을 택하는 자들이 증가하 고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그림 2-17) 24개월 후 골드OA, 그린OA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 

(Non-OA, 구독료만 부과)으로 출판하는 학술지 논문의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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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술지 출판시장의 움직임

여기서는 국가나 연구후원기 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 강화에 따른 학술지 

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첫째, 체 학술지 출  시장에서 오 액세스 출 의 

비 을 살펴본다. 둘째, 학술지 출 사의 자 셀  아카이빙 정책 황을 살펴본다. 

셋째, 학술지 논문에 한 APC 액, 책정  조달 방식을 살펴본다. 넷째, 하이 리

드 학술지 출  증가와 이에 따른 구독료와 APC 이  지불의 더블 디핑의 문제 에 

해서 살펴본다. 

2.5.1 전체 학술지에서 오픈액세스 출판의 비중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오 액세스 학술지가 체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비 에 

한 범 한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다(Laakso & Björk 2012). 이 분석 연구에 의하면 

문 오 액세스 학술지는 2000년에 744종에서 2011년에 6,713종으로 9배 넘게 증가

하 다((그림 2-18) 참조). 

(그림 2-18) 전체 학술지에서 연간(2000~2011) 오픈액세스 학술지 및 논문 수(추정치)

한 2008년 기 으로  주제 역에서 오 액세스 논문의 비 은 약 20.4%이었

다. 이들을 상세히 보면 체 논문 가운데 11.9%는 그린 오 액세스, 8.5%는 골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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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라는 것이다(Björk et al. 2010). 최근에는 연간 출 되는 논문의 약 30%가 

오 액세스라는 보고도 있다(Björk & Solomon 2014a). 

인용색인DB인 SCOPUS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 오 액세스 논문의 비 은 2008

년에 13.7%에서 2011년에 17%로 체로 연간 1%씩 성장하 다는 것도 알 수 있다

(Laakso & Björk 2012). 2011년 기 으로 SCOPUS에 수록된 오 액세스 논문의 비

은 약 17%인데, 이들은 즉시 오 액세스(Immediate OA)는 12%, 지연 오 액세스

(Delayed OA)는 5%로 구성되어 있다. 지연 오 액세스는 출  후 1년 이내에 오

액세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이들의 발행 주체는 체로 상업 인 출

사 으며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19) 참조). 

(그림 2-19) 주요 인용색인DB에서 출판사 제공의 골드 오픈액세스의 비율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체로 오 액세스 논문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08년 

약 20%에 불과했으나 2013년 약 30%로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Björk et al. 2010; Björk & Solomon 2014a).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에 한 연구에는 DOAJ가 자주 활용된다. DOAJ에 수록되

어 있는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는 기에는 연구자가 자발 으로 출 한 오 액세

스 학술지가 주종이었고 이후 출 된 지 6개월 는 1년 후 오 액세스로 제공되는 지

연 오 액세스 학술지가 생겨났으며, 2000년 이후에는 PLoS와 BioMed Central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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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 오 액세스 학술지가 거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통 인 상업 출 사에서

도 문 오 액세스 학술지를 출 하기 시작하 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 은  DOAJ에 

수록된 체 오 액세스 학술지의 약 26%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olomon & Björk 

2012b). 

2.5.2 학술지 출판사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SHERPA/RoMEO는 학술지 출 사들이 자신들의 작권  자 셀 아카이빙 

정책을 등록하여 외 으로 공지할 수 있는 곳이다. 2004년 이후로 등록되는 출 사

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말 기 으로 2,264개의 학술지 출 사

가 자신들의 작권  셀  아카이빙 정책 정보를 등록하 다. 체 학술지 출 사

 79%가 심사 논문 는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서 자자에게 셀  아카이빙을 

허락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정 리포지터리에 셀  아카이빙이 가능한 학술

지 논문의 버 을 보면 체 학술지 출 사  73%가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서 

자에게 셀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다((그림 2-20) 참조). 

(그림 2-20) SHERPA/RoMEO의 저작권 및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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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PA/RoMEO에 등록된 국가별 학술지 출 사의 분포를 보면 유럽이 1,105개

(유럽의 경우 국이 265개, 포르투갈이 127개로 가장 많았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

로 북미가 615개(미국이 535개로 부분을 차지하 음), 아시아가 270개, 남미가 134

개, 오스트 일리아가 54개, 아 리카가 38개 순으로 나타났다.10) 한국의 경우 7개의 

학술지 출 사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SHERPA/RoMEO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 출판사 정책 현황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심사완료논문의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블루’ 정책을 가

지고 있는 학술지 출 사가 6개이며 심사 논문과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셀  아카이

빙을 허용하는 ‘그린’정책을 가진 학술지 출 사가 1개가 있다. 

2.5.3 APC 금액 분포, 책정 및 조달 방식11) 

최근에는 연구후원기 이 문 오 액세스 학술지 는 하이 리드 학술지에 APC

를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출 에 한 연구가 심을 모으고 있다(Solomon & 

Björk 2012a; Solomon & Björk 2012b; Verhagen 2013; Hindson & Ross 2013; Björk 

& Solomon 2014a). 이들 선행연구는 학술지 출 사의 APC 액 분포, APC의 책정 

방식, 자와 주제 분야별 APC의 조달 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0) <http://www.sherpa.ac.uk/romeo/statistics.php?la=en&fIDnum=|&mode=simple>

11) 신은자 (2014). 오 액세스 확산을 한 APC 지원 정책에 한 연구. 정보 리학회지 31(3): 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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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C 금액 분포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의 출   운 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로 APC에서 충당

하는 것이 보편 이다. 체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의 약 25%, 오 액세스 논문의 

약 50%가 APC를 요구하고 있어 APC 부과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Laakso 

& Björk 2012; Björk & Solomon 2012). 2012년에 SOAP(Study of Open Access 

Publishing) 로젝트에서 DOAJ에 수록된 어권 학술지 2,823종의 재원 조달 방식을 

조사한 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 오 액세스 학술지는 APC, 회비, 고료, 

후원 , 구독, 인쇄본 수익 , 기타 등 모두 7가지 재원을 바탕으로 운 되고 있었다

(Dallmeier-Tiessen et al. 2011). APC 액은 출 사에 따라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심

지어 외부 연구비 지원이 활발한 분야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규모 출

사는 필요 경비의 80%를 APC에서 충당하고 있었다. 반면에 APC를  부과하지 않

는 오 액세스 학술지도 있고 많게는 $3,800까지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평균은 

약 $900라는 경험 인 연구결과도 있다(Laakso &Björk 2012).

2010년을 기 으로 DOAJ에 수록된 64개 출 사가 발행하는 1,090종의 오 액세스 

학술지에 해서 APC를 조사한 결과 APC는 최  $8, 최고 $3,900, 평균 $906인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 Björk 2012b). 최상  집단은 APC가 $2,000-$4,000인 

소수 학술지로 유명 출 사에서 발행하는 향력이 높은 학술지가 부분이었다. 상

 집단은 APC가 $1,500-$2,000인 다수 학술지로 특히 상업 인 출 사의 출 물이 

많았고 생물의학 분야 학술지가 다수 으며 일부는 인용색인에 등재되어 있었다. 상

 집단은 APC $1,000-$1,500로 범 한 분야에서 출 되고 있었고 메가 학술지

(Mega Journals)로 불리는 것들이었다. 이들 메가 학술지는 논문심사에서 과학 인 신

뢰성만 검증할 뿐 합성에 한 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방식이어서 투고에서 출 까

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간집단은 APC가 $500-$1,000로 여러 

주제 분야를 포함하는 출 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다. 하 집단은 APC가 $500 미

만인 학술지로 소규모 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최하  집단은 APC

가 $200 미만인 학술지로 개발국가의 소규모 학회나 상업 인 출 사에서 발행하

는 학술지로 자의 자부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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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C 책정 방식

APC 책정 방식에 한 연구를 보면 77개 출 사에서 발행하는 1,000여종 학술지에 

한 APC 분석에서 체의 70%는 고정가로 특정 출 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에 동일하거나 는 각 학술지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Björk & Solomon 2012). 이들 연구에 의하면 채택된 논문에 한해 APC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일부 학술지는 투고 논문 체에 부과하기도 하 다. 고정가 신 

페이지당 비용을 부과하거나 논문의 길이에 따라 비용을 차등화한 학술지도 있었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학회 회원에게 APC를 할인해 주기도 하 다. 개발국

가 자의 출 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어 자의 출신국가가 APC 책정

에 향을 주기도 하 다. 이를 통해 APC는 체로 출 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정해

지지만 자의 출신국가를 감안하는 등 부담 주체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APC 조달 방식

SOAP 로젝트는 오 액세스 학술지에 출 한 경험이 있는 23,000명의 자를 상

으로 APC 조달 방식을 조사하 다(Dallmeier-Tiessenet et al. 2011). 조사 결과에 의하

면 1,000유로(약 $1,018)가 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체의 10%에 불과하 다. 

APC 조달 방식으로는 연구후원기 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59%, 재직기 에서 지원하

는 경우가 24%, 자부담인 경우가 12%, 기타인 경우가 5% 다((그림 2-22) 참조). 

(그림 2-22)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경험자들의 APC 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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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야에 따라 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비용부담 수 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APC 부과에 한 자의 인식에 한 연구로 오 액세스 학술지 69종에 출 한  

있는 429명의 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다(Solomon & Björk 2012a).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제 분야에 따라 APC 조달 방식의 차이는 매우 컸다. 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오 액세스 학술지가 분석 상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학

술지의 APC 액은 상 으로 컸다. 그 에서도 연구후원이 활발한 주제 분야의 

학술지와 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의 APC 액이 컸다. 구체 으로 ISI사에서 제

공하는 향력 지수를 갖고 있는 학술지의 71%의 경우 APC 액이 $1,000를 넘어

서고 있었고 반면에 향력 지수가 없고 APC 액이 $1,000을 넘어선 경우는 15%

에 불과하 다. 자는 자신이 쓴 논문과 학술지의 합성, 학술지의 수 , 반 인 

출 속도에 따라 학술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 액세스 여부는 학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 오 액세

스 학술지에 APC 액을 얼마만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한 평균치 조사에서 

자는 최  약 $650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 다. 반면에 $100 미만인 경우에만 

APC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한 자도 약 20%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주제 분야나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APC 액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자  연구후원기 의 오 액세스 비용 부담은 과거에 비해 차 커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5.4 하이브리드 학술지 증가와 더블 디핑 문제 

2004년 이후 본격화된 하이 리드 학술지에 한 연구에서 최근 2년 사이 하이 리

드 학술지 종수가 두 배 이상 많아졌다는 보고가 주목을 끌었다(Björk 2012). 재 

학출 사와 학회  회에서 발행하는 다수 학술지에서도 하이 리드 옵션을 제

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이 리드 학술지가 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드 옵션을 선택한 자는 체의 1%-2%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 요인으로 APC 액이 

높은 데 있다고 보았다. 그 지만 몇몇 학술지에서는 하이 리드 옵션 비율이 높았고 

이 학술지는 시간이 지나면 체 논문이 모두 오 액세스되는 학술지로 변모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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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 다. 이와 같이 하이 리드 옵션 논문이 많은 경우 출 사

의 수익 구조가 과거 구독료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APC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유명 출 사 학술지의 APC를 분석한 결과 오 액세스 옵션 출

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분 $3,000 수 이어서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의 APC 평균

인 $900-$1,200 보다 상당히 높았다. 

2015년 OUTSELL에서 작성된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시장에 한 보고서에서 

Elsevier와 Taylar & Francis를 포함한 14개의 해외 출 사들의 오 액세스 출  

황을 살펴볼 수 있다12). 2014년을 기 으로 보면 문 오 액세스 학술지는 체의 

학술지의 13%를 차지하며 하이 리드 학술지는 체 학술지의 69%를 차지하고 있

다. 순수한 구독 학술지는 체의 학술지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를 기 으

로 2014년 증가비율을 보면 문 오 액세스 학술지는 년 비 35%가 증가하 고 

하이 리드 학술지는 년 비 9%가 증가하 다. 반면 구독 학술지는 년 비 14%

가 감소하 다((그림 2-23) 참조). 

(그림 2-23) 해외 주요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현황(2013년 대비 2014년)

12) OUTSELL (2015). Open Access 2015: Market Size, Share, Forecast, and Trends. 

<http://www.casalini.it/retreat/2015_docs/auclai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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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SHERPA/RoMEP에 등록된 해외 학술지 출 사의 작권과 셀  아

카이빙 정책을 통해 해외 학술지 출 사들이 심사 논문이나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 자 셀  아카이빙을 극 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

제 으로 해외 학술지 출 사는 체 출 되는 학술지 에서 하이 리드 학술지의 

비 을 크게 늘리면서 연구후원기 들이 지원하는 APC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가져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구독 학술지에 한 구독료와 함께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책정된 APC를 모두 수익원으로 가져가는 혼합형 비즈니스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이 리드 학술지의 증가는 구독료와 APC의 이  부담

이라는 더블 디핑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국의 포함한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화해 온 연구후원기 들이 더블 디핑의 문제 을 인식하기 시작하

으며 더블 디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APC를 구독료에서 상쇄(offset)하는 새

로운 구독 계약방식으로 오 셋 계약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련해서는 제 4장 오

셋 계약 사례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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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결

로벌 차원에서 보면 OECD는 2004년부터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연

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해서 오 액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까지 제공하는 ‘오 사이언스’를 강조하고 있

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에 한 

의무이행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과 랑스의 경우에는 오 액세스의 의

무이행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EU의 Horizon 2020 오 액

세스 정책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라는 의무

이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세계 주요 연구후원기 의 연례 의체인 Global 

Research Council에서도 각국이 실행할 오 액세스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을 구

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오 액세스 정책은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그린 오 액세스 정

책을 심으로 하면서 인센티  방안으로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을 문 오 액세스 

학술지나 하이 리드 학술지에 오 액세스로 출 할 수 있도록 APC를 지원하고 있

다. 한 오 액세스 수 지침을 연구자와 기  모두 성실하게 수하도록 하고 

수 여부와 완성도를 연구자와 기 의 평가에 반 하고 있다. 최근에는 OECD의 오

사이언스 로젝트의 향으로 연구데이터까지 공개하는 것이 연구자와 기 의 평가

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정착할 수 있

도록 출 권에 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오  리포지터리를 지속 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 출 사들도 문 오 액세스 학술지와 하이 리드 학술지를 발간함으로

써 오 액세스 시 에 응하고 있다. 학과 연구기 은 연구데이터의 오 액세스

를 해서 데이터 클리닝과 큐 이션 등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별 오 액세스 정책의 특징을 보면 미국과 일본 등 부분의 국가에서는 학술

지 논문의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오  리포지터리에 자가 셀  아카이빙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와 같은 연구후원기 에서는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을 지원하기 한 별도의 APC 액을 책정하는 골드 오 액세

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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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국가 차원에서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의무정책이 강화됨에 따

라 학술지 출  시장도 이에 응하고 있다. 먼  그린 오 액세스 정책에 해서 학

술지 출 사들은 심사 논문이나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한 자 셀  아카이빙을 허

용함으로써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SHERPA/RoMEO

에 등록된 체 학술지 출 사의 79%가 심사 논문 는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

서 자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체 학술지 출 사의 

73%가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서 자에게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있다. 한 

연구후원기 의 APC 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 학술지 출 시장에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뿐만 아니라 구독 학술지가 일부 논문에 해서 오 액세스 옵션을 지원하는 

하이 리드 학술지들이 거 등장하고 있다. 실제 으로는 체 출 되는 학술지 

에서 하이 리드 학술지의 비 을 크게 늘리면서 연구후원기 들이 지원하는 APC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가져가고 있다. 즉 주요 거  해외 출 사들은 기존 구독 학술지

를 하이 리드 학술지로 환함으로써 연구후원기 으로부터 APC를 지원받고 구독 

기 에게는 구독료를 받는 혼합형 비즈니스 모형을 가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APC가 

지불된 학술지 논문에 해 구독 기 이 구독료를 다시 지불하는 더블 디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 등 APC를 극 으로 지원해 온 연구후원기 들은 더블 

디핑의 문제 을 인식하기 시작하 고 기 지불된 APC를 구독료에서 상쇄(Offset)해 

주는 오 셋 계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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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PC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및 추진 현황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의무정책이 강화

되고 있다. OECD와 EU 등 국제  오 액세스 합의뿐만 아니라 ROARMAP에 등록

된 기 들의 오 액세스 정책들은 부분 그린 오 액세스를 심으로 하고 있다. 한

편 그린 오 액세스는 재 이미 용 가능한 간단계로서의 옵션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에서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가 재의 학술

지 출  모델을 체할 수 있는 극 인 솔루션으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

는 골드 오 액세스의 효용성을 크게 부각하면서 학과 연구기 에 APC를 극

으로 지원해 온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를 심으로 APC 기반 골드 오 액

세스 정책 수립 방식과 운  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RCUK와 Wellcome Trust으로

부터 학들이 APC를 지원받은 황과 학들의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 지출 

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가지는 한계 과 

안에 한 논의를 살펴본다. 

3.1 RCUK 사례

여기서는 RCUK의 APC 지원 정책 시행 방식과 시행 결과에 한 2015년도 리뷰 

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리뷰 보고서를 통해 오 액세스 펀드와 기 별 배분

율, 출 사 기  APC 지출 황, 출 사별 평균 APC 액과 골드 오 액세스 비

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  오 액세스 정책의 수를 한 총비용 황과 행정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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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행정비용의 문제에 해서 살펴본다. 

3.1.1 개요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은 2012년에 만들어져 2013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 다. 물론 이 보다 앞선 2005년부터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 액세스 정책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2년 Finch 보고서가 나온 이

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의 취지는 공공기 이 지원된 연구

성과물인 학술지 논문을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공공 

투자에 한 경제 , 사회  환원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오 액세스 정책이 원활하

게 추진된다면 이에 힘입어 후속 연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산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부가 인 장 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오 액세스가 확산되면 업계 

종사자, 공공기  근무자, 일반인 모두가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이

용자층의 다변화와 이용의 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RCUK는 연구비의 액 는 일부를 지원받은 모든 학술지 논문은 반드시 오 액세

스 정책을 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신은자 2014).

RCUK는 Finch 보고서를 기 으로 APC 액을 책정하고 증가분까지 고려하여 연

간 논문편수에 따라 오 액세스 정액보조  산을 편성하 다고 밝히고 있다. RCUK

는 첫 해인 2013년에는 후원 논문의 45%를 지원하고, 두 번째 해인 2014년에는 50%, 

2018년에는 75%까지 커버할 정도의 산을 마련해 APC를 지원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다(JISC 2013). 한 골드 오 액세스 이외의 나머지 논문은 그린 오 액세스로 제

공되도록 해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 체가 오 액세스로 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APC 액이 지 보다 낮아지면 지원을 받는 논문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RCUK는 JISC를 포함한 학술 단체에서 APC 액을 낮추는 노력을 하기 

해 출 사와 할 것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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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APC 지원 정책 시행 방식

(그림 3-1)은 RCUK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오 액세스를 시행하는 

차를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구체화한 것이다(Ware & Mabe 2015). 의사결정트

리는 RCUK 자 을 받는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로세스의 단순화된 버

을 보여 다. 이 의사결정트리는 출 회에 의해 개발되었고 국 기업 신기술

부(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림 3-1) RCUK의 오픈액세스 정책 의사결정 트리

∙Research publicly funded? (공공기 의 지원을 받은 연구인가?)

∙Gold OA option available from your publisher? (출 사로부터 골드 오 액세스 

옵션이 제공되는가?)

∙Are APC funds available from research funder? (연구후원기 으로부터 APC

가 제공되는가?)

∙Green OA after 6 months(AHRC/ESRC after 12 months) (6개월 후 그린 오

액세스(AHRC/ESRC는 12개월 후 그린 오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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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Gold OA (즉시 골드 오 액세스)

∙Green OA after 12-24 months (12-24개월 후 그린 오 액세스)

이상의 오 액세스 정책 의사결정트리를 활용하여 연구자는 연구성과물을 오 액

세스 학술지에 출 하는 골드 오 액세스와 엠바고 기간 이후에 오  리포지터리에 

기탁할 수 있게 하는 학술지에 출 하는 그린 오 액세스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RCUK는 이용자들이 즉각 으로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근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골드 오 액세스를 선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RCUK가 자 신 일일이 학술지 출 사에게 APC를 지불하는 것은 실 으

로 어려우므로 자신을 신하여 학과 연구기 이 APC 집행을 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RCUK는 일회성 로그램이 

아닌 장기추진 과제로 각 학과 연구기 에게 오 액세스 정액보조 (block grant)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그 성과를 주시할 계획이다. 이를 해 연구비 

산과는 별도로 APC를 포함한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에 있다. 

구체 인 를 들면 2012년 RCUK는 7개 연구 원회에 의해 후원받는 학술지 논문

과 로시딩의 경우 출  후 6-24개월 이내에 오 액세스하도록 하 다. 이 정책은 

그린 오 액세스와 골드 오 액세스 모두를 수용한 것이고 특히 출 사의 엠바고 기

간이 무 긴 경우 20곳의 연구 심 학에게 정액보조 을 지원하여 엠바고 기간을 

해제하고 즉시 오 액세스되도록 하 다. RCUK는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을 APC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 연구기 에게 APC 집행 

업무를 탁한다고 밝히고 있다(RCUK 2013). 오 액세스 정액보조  지원의 근본 

취지는 APC 지원에 있지만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의 사용에 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 연구기 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RCUK는 동료평가심사제를 운 하고 

있는 학술지에 한해 APC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RCUK는 리포지터리에 학술지 논

문과 로시딩을 올리는데 드는 시간에 해 보상을 하는 등 체계 인 정책을 기부

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 학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 수율은 

최소 35%에서 최  89%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CUK 2015). 그 결과 에딘버

러 학의 오 액세스 달성률이 64%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T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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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APC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검토

RCUK는 2015년 오 액세스 정책 실천에 한 리뷰 보고서를 발행하 다(RCUK 

2015). 그 동안 오 액세스 정책이 빠르게 바 고 시행됨에 따라 엠바고 기간, 라이선

스, 정책 세부내용에 한 미숙지 등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오 액세스에 심을 갖

고 있는 연구자와 기 도 많지만 오 액세스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에 한 범 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리뷰 보고서는 

구체 으로 재 상황을 모니터링하 고 이해당사자의 공통 인 의견은 물론이려니

와 각각 다양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는 2015년에 발행된 RCUK의 검토 보고서

를 정리한 것이다. 

리뷰 보고서는 개편된 오 액세스 정책이 시행된 지 16개월 만에 작성하는 것이어

서 이른 감은 있으나 수차례 실시할 간 검의 하나로 실시하 다. 즉, RCUK에서 

오 액세스 정책을 처음 내놓은 것은 2005년이고 Finch 보고서의 내용을 반 하여 

이를 확  개편한 구체 인 시 은 2013년 4월이었다. 즉, 당 에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골드 오 액세스와 그린 오 액세스를 체 논문의 45%까지 확 시

키기로 계획하 다. 이 기간 동안 RCUK는 약 1,700만 운드(257억원)의 오 액세

스 정액보조 을 국 내 107개 기 에 지 하 다. 2012년에 7개 기 에 지원하는데 

그쳤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0개 기 에 더 지원한 것이다. 이후 2014년 4월부터 2015

년 7월까지 16개월 동안 약 2,000만 운드(302억원)로 지원 규모를 다소 늘렸다. 그

리고 APC 용도로 지 하기는 했으나 지원받은 기 이 다소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 다. 

1) 오픈액세스 펀드와 기관별 분배율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에 RCUK로부터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을 지

원받고 있는 곳은 107개 기 에 달한다(RCUK 2015). 정액보조  시행 5년차에는 1

만 운드 이상의 정액보조  수혜 기 에 한해 정액보조 을 지 하기도 하 다. 지

액은 기 마다 달라 체 으로 일부 기 에 편 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체 으

로 보면 30개 기 이 정액보조  체의 80%를 받았고 45개 이 체의 90%를 지

받았고 나머지 10%는 62개 이 나 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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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RCUK의 오픈액세스 펀드와 기관별 분배율 

2) 출판사 기준 APC 지출 총괄 집계 현황

<표 3-1>은 APC를 지원받은 기  가운데 RCUK에 상황을 보고한 55개 이 출

사에 APC를 지출한 총  집계 황을 제시한 것이다(RCUK 2015). 집계 결과 학술

지 논문의 90%는 24개의 학술지 출 사군에 집 되어 있었다. 한 단일 출 사에 

출 된 골드 오 액세스 논문 수는 최소 1편에서 최  1,471편으로 특정 단일 출 사

에 집 되는 경향을 보 다. 출 사에 지불하는 APC는 최소 72 운드(11만원)에서 

3,710 운드(557만원)로 학술지마다 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PC 앙값은 1,393 운드(209만원)로 다소 높은 액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값

APC 보조  수혜 출 사수 157

APC 보조  수혜 출 사수 (논문수 80% 기 ) 14

APC 보조  수혜 출 사수 (논문수 90% 기 ) 24

단일 출 사의 골드 오 액세스 최  논문수 1,474

단일 출 사의 골드 오 액세스 최소 논문수 1

단일 출 사의 골드 오 액세스 앙 논문수 3

최  APC £3,710

최소 APC  £72

앙 APC £1,393 

<표 3-1> 출판사 기준 APC 지출 총괄 집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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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사별 평균 APC 금액과 골드 오픈액세스의 비중 

<표 3-2>는 주요 24개의 출 사의 평균 APC 액과 골드 오 액세스의 비 을 제

시한 것이다(RCUK 2015). 골드 오 액세스 비율이 가장 높은 출 사는 Elsevier로 

16개월 동안 1,474편을 출 하 다. 이들 논문의 평균 APC 액은 1,451 운드(218만

원) 다. Wiley는 같은 기간 동안 1,150편의 연구논문을 골드 오 액세스로 출 하

고 평균 APC 액은 1,620 운드(243만원) 다. 평균 APC 액이 가장 높은 출

사는 Nature Publishing Group으로 2,679 운드(402만원) 다. 골드 오 액세스가 

차지하는 비 은 Elsevier가 22.90%, Wiley가 17.90%, PLOS가 7.0%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순 출 사 (Top 24) 논문수 총비용 평균 APC 골드오 액세스 %

1 Elsevier  1,474 £2,138,925 £1,451 22.90%

2 Wiley  1,150 £1,862,993 £1,620 17.90%

3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452 £465,085 £1,029 7.00%

4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295 £512,382 £1,737 4.60%

5 Springer  288 £565,624 £1,964 4.50%

6 Oxford University Press  288 £544,725 £1,891 4.50%

7 Biomed Central  266 £443,092 £1,666 4.10%

8 RoyalSocietyofChemistry  195 £269,317 £1,381 3.00%

9 Taylor & Francis  174 £336,011 £1,931 2.70%

10 Nature Publishing Group  151 £404,509 £2,679 2.40%

11 Royal Society  120 £176,349 £1,470 1.90%

12 BMJ Group  104 £198,181 £1,906 1.60%

13 Frontiers  104 £93,799 £902 1.60%

14 Institute of Physics  100 £159,078 £1,591 1.60%

15 IEEE Publishing  96 £106,321 £1,108 1.50%

16 Sage  93 £48,686 £524 1.40%

17 Copernicus Publications  87 £80,145 £921 1.40%

18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75 £112,898 £1,505 1.20%

19 American Physical Society  58 £75,552 £1,303 0.90%

20 Optical Society of America  44 £45,302 £1,030 0.70%

21
Americ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rla Biology
 41 £57,355 £1,399 0.60%

22 Company of Biologists  40 £81,930 £2,048 0.60%

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 £73,055 £1,922 0.60%

24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35 £62,635 £1,790 0.50%

<표 3-2> 출판사별 평균 APC 금액과 골드 오픈액세스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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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액세스 정책의 준수를 위한 총비용과 행정비용의 문제

(그림 3-3)은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의 수와 련된 체 비용 황을 제시한 것

이다.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을 수하는 국 내 기 은 총 920만 운드(138억)의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행정비용 320만 운드, academic manager 

비용 120만 운드, 간 비용 220만 운드, 시스템 개발  S/W 비용 130만 운드 등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3) RCUK의 오픈액세스 정책 준수를 위한 전체 비용 현황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 액세스하는데 직 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본

다면 그린 오 액세스는 10만 운드인데 반해 골드 오 액세스는 80만 운드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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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된다. 그 지만 부  비용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그린 오 액세스에 비해 골드 오

액세스는 2.5배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Johnson, Pinfield & 

Fosci 2015). 

구 분 내용 비용(million £)

연구논문의 오 액세스 유형
그린 오 액세스 0.1

골드 오 액세스 0.8

정책 운

Academic managers 1.2

Administrators 3.2

Other costs 0.4

Systems and software 1.3

Overheads 2.2

총계  9.3

<표 3-3> RCUK 오픈액세스 정책의 행정비용(2013-2014)

종합해 보면, 그린 오 액세스는 이미 자리가 잡  있기도 하거니와 기 과 출 사 

사이의 연락도 거의 필요하지 않은 반면 골드 오 액세스는 매 과정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 차원으로 실제 으로 살펴보면 1년간 발행되는 14만편을 모두 

골드 오 액세스한다면 1,230만 운드(184억원)가 필요한 반면 그린 오 액세스는 

460만 운드(69억원)가 필요하다(Johnson, Pinfield & Fosci 2015). 

오 액세스 시행에 하여 RCUK의 정책은 그린 오 액세스를 넘어 골드 오 액세

스를 극 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에 띈다. 다만 APC 지 과 이에 한 추  

시스템이 아직 완성도 있는 수 은 아니고 이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

정비용이 충분히 조달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RCUK

에서는 APC 지 과 이에 한 추  시스템의 워크 로우가 아직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법 조항, 업무 기 , 이해당사자간의 이견 조율 등이 아직 원만하지 않다고 밝히

고 있다(RCUK 2015). 

그린 오 액세스는 자가 차를 이해하고 리포지터리에 학술지 논문을 등재하면 

되므로 출 사나 기 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다. 이에 비해 골드 오 액세

스는 논문 투고부터 최종 오 액세스까지 출 사나 기 에서 일정한 차를 밟아주

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에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 액세스 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다. 이 에는 교수, 학과, 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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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이를 앙화하는데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RCUK 2015). 기에는 자가 라이선스를 잘못 양도

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도서 과 출 사 사이에 조정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등의 오

류가 있었다. 오 액세스를 한 행정 처리를 악하는데 반일을 소요했다는 연구자

의 지 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RCUK뿐만 아니라 JISC와 국 내 학들이 

나서서 오 액세스를 추진하는데 드는 부 비용과 효율 인 처리 방법에 한 심층

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RCUK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JISC

는 다음과 같은 조언한 바 있다(JISC 2013). 첫째, 골드 오 액세스 출 에 보다 극

성을 띨 수 있게 자의 인식 환이 필요하다. 둘째, 출 사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에 APC 리 시스템 기능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셋째, 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

은 각 학술지에 지불한 APC 규모를 악하여 학술지 정기구독료 인하에 이를 극 

반 해야 한다. 넷째, 학도서 에서는 연구와 학술논문 출  업무 반을 이해하며 

이와 련된 도서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결국 골드 오 액세스 출 을 둘러싼 

각 이해 당사자의 극 인 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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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ellcome Trust 사례

여기서는 Wellcome Trust의 지난 10년간의 주요활동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골드 

오 액세스 정책 시행과 련하여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이를 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서 살펴본다. 

3.2.1 개요 

Wellcome Trust는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을 각 기 에 지원한다는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RCUK와 유사한 방식으로 APC를 각 학이나 

연구기 에게 제공하고 있다. Wellcome Trust는 공공기 으로 후원한 연구성과물을 

오 액세스로 제공하는 것은 투자에 한 경제 인 효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에도 기여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Wellcome Trust 2014). Wellcome 

Trust는 2005년부터 액 는 일부 연구비를 후원한 논문이 동료평가심사제 학술지

에 게재될 경우 오 액세스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체 으로 자의 소속 

학과 연구기 에게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인 APC를 지원함으로써 골드 오 액세

스 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PMC, Europe PMC 등을 통해 출  후 6개월 

이내에 리포지터리에 기탁하게 하는 그린 오 액세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Wellcome Trust는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을 극 지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오

액세스 정책도 한층 강화하 다(Wellcome Trust 2013). Wellcome Trust가 추진

하고 있는 오 액세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논문이 출 됨과 동시에 즉각 인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도 투명한 골드 오 액세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료 복사가 가능하고 재사용에 제약이 없는 CC-BY 라이선스 취득을 권장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골드 오 액세스로 모든 학술지 논문을 제공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그린 오 액세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 지만 논문 출

 후 최  6개월 이내로 엠바고를 짧게 제한하고 있다. 세계 인 추세로 보아 장기

으로는 골드 오 액세스로 차 환되겠지만, 아직까지 자 지불 옵션조차 마련

하지 못한 일부 출 사도 있다는 실을 감안하여 논문 출  후 최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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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터리에 기탁하는 그린 오 액세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RCUK도 동일한 정책

을 시행하고 있지만 엠바고 기간이 Wellcome Trust보다 긴 최  12개월 이내라는 

차이가 있다.

Wellcome Trust는 학술지 출 사가 동료평가심사를 진행하고 편집함으로써 논문의 

수 을 향상시키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Wellcome Trust 

2013). 따라서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연구후원기 이 APC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추가 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부

담은 되지만 Wellcome Trust는 이를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산 총액의 1%를 상회하는 수 이므로 상 으로 은 액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특히 이들은 골드 오 액세스가 논문 수 증가  연구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투자 비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Wellcome Trust에서 

지원하는 모든 연구과제가 자 지불 모델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으로 지

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Wellcome Trust는 최근 에딘버러 학을 통해 골드 오 액

세스 비용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이러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14). 물론 골드 오 액세스 

환 속도에 따라  세계 인 오 액세스의 지평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재까지 

Wellcome Trust는 골드 오 액세스 출 에 하여 강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Wellcome Trust는 Europe PMC에 연구성과물을 축 시키는데 많은 공헌

을 하고 있다. 2016년에 Wellcome Trust는 미국 국립보건원,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와 더불어 Open Science Prize 사업을 시작하 다. 이를 통해 오  콘텐츠가 

평가되고 재사용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도구, 랫폼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계

기로 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3.2.2 주요 활동 

Wellcome Trust가 오 액세스 정책을 시행한지 10년을 계기로 주요 활동을 정리하

면 (그림 3-4)와 같다. 2005년 Wellcome Trust는 연구후원 을 받아 수행된 모든 연

구성과물을 의무 으로 6개월 이내에 오 액세스할 것을 공표하 다. 이후 재는  

세계의 150여 연구후원기 이 이와 같은 오 액세스 정책을 시행 에 있다. 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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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이와 같은 정책을 수용하여 2006년에 유명 출 사인 Elsevier가 하이 리드 옵

션 모형을 내놓았다. 이로써 구독 방식의 학술지라도 오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되었고, 같은 해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인 PLoS ONE이 창간되어 오 액세스 

논문 시 를 열었다. 2007년에는 Wellcome Trust와 7 곳의 연구후원기 이 업하여 

UK PubMed Central을 구축하 고 2011년에는 UK PMC로 개명하 다. 2008년에는 미

국 의회가 국립보건원의 연구비를 후원받은 연구성과물을 12개월 이내 PubMed Central

에 기탁할 것을 공표함으로써 오 액세스의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 다. 2012년 오 액

세스 수율이 55%에 머무르자 Wellcome Trust는 미 수에 한 제재를 하기 시작

하 다. 아울러 같은 해 국 정부는 공공기 이 지원된 연구성과물은 무료로 이용하

게 한다는 Finch 보고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듬해인 2013년에 RCUK도 

출 된 연구논문을 즉각 으로 조건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정책을 수립

하고 별도의 산을 마련하여 APC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 Wellcome Trust

는 연구 련 단행본과 북챕터까지 오 액세스하는 것으로 오 액세스의 범 를 확

하 다. 2014년에는 Arthritis Research UK, Bloodwise, Breast CancerNow, the British 

Heart Foundation, Cancer Research UK, Parkinson’s UK 등 6곳의 연구후원기 과 Wellcome 

Trust가 연계하여 COAF(The Charity Open Access Fund)를 결성하 다. COAF는 36

개의 국내 기 에게 APC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AF는 최근 2년 동

안 오 액세스 출 에 1,200만 운드(180억원)의 산을 지출하 다. 지난 10년 동

안 Wellcome Trust는 35,000편의 논문에 하여 APC를 지원하 고 150개가 넘는 연

구후원기 이 이와 같은 오 액세스 정책을 따르고 있어 일정 수  이상의 성과를 내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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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Wellcome Trust의 오픈액세스 관련 주요 활동(2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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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설명한 Wellcome Trust의 10가지 주요 황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Gray 2015).  세계 으로 오 액세스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후원기  수는 157개

이고 오 액세스 정책을 선도 으로 이끌고 있는 학은 514개교이다. Wellcome Trust는 

Europe PMC를 극 후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재 3,411,755편의 논문이 무료로 제

공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국에서 연구후원된 논문 가운데 오 액세스로 제공되

고 있는 논문은 체의 20%에 달하고 있다. Wellcome Trust의 오 액세스 정책을 

수용한 학술지는 체의 97%로 출 사와의 력이 기 단계를 지나 이제는 어느 정

도 마무리 단계로 어든 것으로 보인다. Wellcome Trust가 출 사에 지 한 평균 

APC 액은 £1,837(276만원)로 높은 편이다. 문 오 액세스 학술지에 비해 상업 

출 사의 하이 리드 학술지의 오 액세스 옵션이 64%나 더 높았다.

순 항목 내용 비고

1 오 액세스 정책에 참여 인 연구후원기 의 수 157
 세계 연구후원기  기

참여 학은 모두 514개교 

2 Wellcome Trust의 오 액세스 지원총액 £31m
지원총액 465억원

연구지원액의 0.5%

3 Europe PMC 제공 무료 근 논문수 3,411,755
26개 연구후원기 과 연계

200만편은 최근 10년내 출

4 최근 1년간 조회/열람 논문수 18,900,000 2014년 시작된 Mosaic stories를 이용

5 국내 연구후원된 논문  오 액세스 논문수 20% 최근 2년 기

6 오 액세스 정책 미 수에 한 제재 134
최근 3년간

이 가운데 85%는 해결

7 Wellcome Trust의 오 액세스 정책 수용 학술지 97% 42종만이 미수용

8 평균 APC £1,837
2013-14년 2,556편의 평균

276만원(hybrid는 평균 64%￪)
9 eLife에 게재된 Homo naledi 조회수(2일) 100,000 eLife는 Wellcome Trust가 후원

10 Wellcome Trust 오 액세스 정책 련 이메일수 4,016 주요 출 사의 이메일이 부분

<표 3-4> Wellcome Trust의 10가지 주요 성과

이상과 같이 Wellcome Trust는 골드 오 액세스를 선호하는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을 극 따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골드 오 액세스 옵션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그린 오 액세스를 허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Wellcome Tr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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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적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 

1) APC 책정 메커니즘의 필요성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시장을 보면, 문 오 액세스 학술지는 정한 APC 액

에 출 하는 순기능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시장을 형성한데 비해 하이 리드 학술

지는 높은 APC 액에 출 하는 역기능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Wellcome Trust는 순기능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시장을 형성하기 해 

정한 APC 산출을 심층 으로 연구하 다(Bjork & Solomon 2014a). 연구결과 오

액세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APC 기반 오 액세스 학술지 시

장은 연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0%가 넘게 성장한 가운데 2012년 

에 APC 수익은 18,200만 USD 고 연간 34%까지 성장하 다. 부분의 APC 액은 

큰 변화가 없으나 SCOPUS 학술지를 기 으로 보면 지난 2년간 연간 5%가까이 APC 

가격이 상승하여 약 1,418 USD(163만원)에 달한다. 물론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인 

PLoS ONE의 APC 액은 1,350 USD이고 하이 리드 학술지의 오 액세스 옵션은 

평균 2,727 USD에 달한다. Elsevier, Wiley 등과 같은 유명 출 사까지 오 액세스 학

술지 출 을 시작한 것도 최근 동향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APC는 2,097 USD

로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의 APC 액보다 679 USD가 많다. (그림 3-5)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와 하이 리드 학술지의 APC 비용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의 APC 액은 2,000 USD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하이

리드 학술지는 2,500 USD 이상에 주로 분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jork & Solomon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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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문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하이브리드 학술지의 APC 비용 비교

문 오 액세스 학술지의 경우 APC 액을 자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APC 

인하 압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PC의 수 과 문 오 액

세스 학술지의 향력 지수가 상 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입증해주

는 것이다. 반면에 하이 리드 학술지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에 비하여 높은 APC

를 받고 있고 자는 연구후원기 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규정을 수하기 하여 

APC를 지불하는 옵션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이 리드 학술지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와 매우 다른 불합리한 오 액세스 

학술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과 연구기 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연

구후원기 에 의해 APC를 지불한 학술지 논문에 하여 구독료를 다시 지불하는 셈

이 되어 결국 동일 논문에 하여 더블 디핑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지불한 APC에 한 보상이나 고려 없이 학술지 출 사가 구독료를 책정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 액세스 학술지 시장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고, 합리 인 APC 액이 산출될 필요가 있다. 즉 Wellcome Trust를 포함하여 APC

를 지원하는 연구후원기 들은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APC 책정 메커니즘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가 학술지 출 사에 연구논

문을 출 하고 한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래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학술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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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는 APC 액을 낮추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적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의 시나리오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하여 Wellcome Trust는 2012년 한 해 동

안 APC를 지원한 1,064종 학술지에 게재된 4,711편의 논문에 주목하 다. 이 가운데 

2편에서 14편을 출 한 학술지의 5%와 1편을 출 한 학술지의 2.5%을 표본으로 선

정하 다. 이를 통해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에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그러나 3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단 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의 사정에 따라 이들  하나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혼합하여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A)는 학별로 선지불한 APC 총액만큼 구독료에서 오 셋하는 것

이다. 즉 연구후원기 이 한도 제한을 하지 않고 문 오 액세스 학술지뿐만 아니라 하

이 리드 학술지에도 APC를 지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B)는 SNIP(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이 1.0이하이면 1,000 USD, 2.0이하이면 2,000 USD, 

3.0이하이면 3,000 USD로 나 어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3-6)은 문 오 액세스 학

술지와 하이 리드 학술지의 SNIP을 비교한 것이다(Bjork & Solomon 2014b). 문 

오 액세스 학술지는 SNIP의 수 이 반 으로 낮지만 특별히 1.0과 1.2 사이 구간

인 학술지가 많아 일정 수  이상의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술지가 있음을 보여

다. 이에 비해 하이 리드 학술지는 SNIP의 수 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C)는 연구후원기 이 일정액의 APC를 지원하고 이를 과하는 

나머지 액은 자의 소속기 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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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문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하이브리드 학술지의 SNIP 현황

(1) 시나리오(A)를 기반으로 한 APC 지원금 추이

 시나리오(A)는 하이 리드 학술지에 선지불한 APC만큼 구독료를 오 셋함으로

써 더블 디핑의 문제를 근본 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림 3-7)은 시나리오(A)를 기

반으로 한 APC 지원  추이이다. 시나리오(A)가 시작된 첫 해인 2014년에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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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오 셋 액이 없다. 이는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발생하는 오 셋은 년도에 

지불한 APC만큼을 구독료에서 감면받거나 추후 환불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시나리오(A)의 경우에는 APC를 지원하는 연구후원기 이 구이고 APC 지원

에 얼마만큼의 산을 쓸 수 있는지가 요하다. 시나리오(A)에 의하면 문 오 액

세스 학술지의 APC에 소요되는 액은 2014년에 2백만 USD를 조  넘는 수 이나 

2018년이 되면 6백만 USD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Wellcome Trust 2014). 

(그림 3-7) 시나리오(A)의 APC 지원금 추이

(2) 시나리오(B)를 기반으로 한 APC 지원금 추이

(그림 3-8)은 시나리오(B)를 기반으로 한 APC 지원  추이이다. 시나리오(B)는 

각 학술지마다 APC 지원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결과 으로 각 학술지의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인용률 는 향

력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여기에 학술지 출 사의 서비스 수 까지 

고려해 넣는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 학술지의 수 을 계량 으로 정확히 측

정하기는 어렵지만 SNIP을 기 으로 APC 지원  상한선을 1,000, 2,000, 3,000 USD

로 나 어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되면 학술지의 수 이나 가치에 따라 APC

지원 이 달라지게 되어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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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자가 출 할 학술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APC 비용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문 오 액세스 학술지에 SNIP 기 을 용해 보면 하  구간 APC를 용받는 학

술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하이 리드 학술지는 상  구간 APC를 지원받는 

학술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출 사의 몇몇 학술지의 APC 액은 

3,000 USD를 넘는 도 있는데 시나리오(B)를 용하게 되면 이들의 APC를 지원

에 맞추어 인하하게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최종 으로 

2014년에 6백만 USD 던 APC 액이 2018년이 되면 1천만 USD로 증가할 것이라고 

측된다(Wellcome Trust 2014). 

(그림 3-8) 시나리오(B)의 APC 지원 추이

(3) 시나리오(C)

시나리오(C)는 연구후원기 이 일정액의 APC( 를 들어 1,500 USD)를 지원하고 

이를 과하는 나머지 액은 자의 소속기 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  간

비를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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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 및 연구기관 사례

여기서는 연구후원기 인 RCUK와 Wellcome Trust으로부터 학들이 APC를 지

원받은 황과 학들의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 지출 황을 살펴본다. 

3.3.1 APC 지원 및 지출 현황 

1) 연구후원기관으로부터 APC 지원 현황 

RCUK와 Wellcome Trust으로부터 APC를 지원받은 23개 학에 한 APC 지원 

황을 종합하면 (그림 3-9)와 같다. RCUK로부터 학에 지원된 APC 황을 보면 

체로 23개 학들에 고르게 지원되어 있다. 반면에 Wellcome Trust의 경우에는 

APC 지원이 특정 학들에 집 되어 있다. 한편 RCUK나 Wellcome Trust로부터 

APC를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 자체 비용으로 APC를 지원하고 있는 학들도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연구후원기관별 APC 지원 현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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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APC 지출 건수 및 지출 금액 현황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3개 학에 한 연도별 APC 지출 건수  액을 종합하

면 <표 3-5>와 같다. 먼  APC를 지원받아 출 된 학술지 논문수를 보면, 2007년에 

31편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1,081편으로 증가하 다. 최종 으로 7년 동안 

APC를 지원받아 출 된 학술지 논문의 수는 5,142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APC 지출 액을 보면, APC에 지출된 액이 2007년에는 1,310 운드인데 비해 

2014년에는 178만 운드(27억원)로 학당 평균 1억원이 넘게 지출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조사 상 범 를 국 학 체로 확 한다면 APC 지출 액 규모

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infield 2016). 

년도 논문편수 기 수 체비용 Mean Median Minimum Maximum

2007 31 1 £40,595 £1,310 £1,250 £235 £2,827

2008 67 1 £108,442 £1,619 £1,432 £456 £4,022

2009 99 3 £177,200 £1,790 £1,725 £246 £4,023

2010 380 8 £641,798 £1,689 £1,761 £115 £4,800

2011 469 9 £818,150 £1,744 £1,800 £175 £5,280

2012 570 14 £977,848 £1,716 £1,738 £183 £4,800

2013 2,445 23 £4,097,981 £1,676 £1,680 £82 £4,955

2014 1,081 23 £1,784,879 £1,651 £1,554 £107 £4,660

Total 5,142  £8,646,892 £1,682 £1,674 £82 £5,280

<표 3-5> 23개 대학의 연도별 APC 지출 건수 및 지출 금액

상기 <표 3-5>에서 연도별 APC를 지원받아 출 된 학술지 논문수와 지출 액과 

련해서 특이한 은 2012년을 기 으로 학술지 논문수가 570편에서 2013년도 2,445

편으로 격히 증가하 고 APC 지출 액에서도 역시 97만 유로에서 409만 유로로 

격하게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 Finch 보고서 채택이후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의 강화를 시도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림 3-10)은 23개 학의 

APC 지출 액의 변화 추이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Pinfield et al. 2015). 2012년

을 기 으로 APC 지출 액이 가 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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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APC 지출 추이(2007-2014) 

* 선은 산액을 의미함

3.3.2 대학별 총출판비용(구독료와 APC) 현황

1) 총출판비용에서 구독료와 APC가 차지하는 비율

23개 학별로 구독료와 APC에 소요된 총출 비용을 제시하면 <표 3-6>과 같다. 

총출 비용에서 APC가 차지하는 비율 황을 보면 1%인 학에서 39%인 학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Pinfield et al. 2015). 반 으로 총출 비용에서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 이 여 히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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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독료 구독료 비율(%) APC APC 비율(%) 총출 비용

1 £578,708 94 £34,186 6 £612,894

2 £1,053,260 93 £73,777 7 £1,127,037

3 £2,274,060 90 £242,601 10 £2,516,661

4 £1,756,783 89 £206,404 11 £1,963,187

5 £2,816,456 91 £275,148 9 £3,091,604

7 £2,025,761 86 £332,363 14 £2,358,124

8 £2,781,917 85 £473,557 15 £3,255,474

9 £1,815,342 91 £189,200 9 £2,004,542

10 £934,655 95 £54,165 5 £988,820

11 £1,403,884 99 £10,209 1 £1,414,093

12 £1,821,589 96 £68,078 4 £1,889,667

13 £264,492 61 £170,246 39 £434,738

14 £2,194,903 90 £239,940 10 £2,434,843

15 £865,998 93 £63,678 7 £929,676

16 £139,168 95 £6,691 5 £145,859

17 £44,875 72 £17,603 28 £62,478

19 £887,186 97 £23,421 3 £910,607

21 £829,924 98 £18,444 2 £848,368

22 £3,271,535 81 £763,602 19 £4,035,137

23 £1,631,646 97 £49,366 3 £1,681,012

Total £29,392,142 90 £3,312,679 10 £32,704,821

<표 3-6> 대학들의 총출판비용(구독료와 APC) 현황(표)

(그림 3-11) 대학들의 총출판비용(구독료와 APC) 현황(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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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출판사별 총출판비용 지출 현황

학술지 출 사별로 총출 비용(학술지 구독료와 APC)의 지출 황을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학술지 출 사에 지출된 총출 비용 에서 91%는 구독료에 지출

되었고 나머지 9%가 APC에 지출되었다. 학술지 출 사별로 보면 먼  Elsevier에는 

총출 비용  94%를 구독료에, 6%를 APC에 지출하 다. 실질 인 수익 액으로 

보면 Elsevier는 구독료로 1,425만 운드(214억)의 수익을 거두었고 APC로 94만 

운드(14억원)를 거두었다. 반면, Oxford University Press에는 총출 비용  구독료

에 69%, APC에는 31%를 지출하 다. 즉 Oxford University Press의 경우 APC가 

출 사의 상당한 수익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 사 지출된 구독료 구독료 비율(%) 지출된 APC APC 비율(%) 총출 비용

Elsevier £14,259,959 94 £937,531 6 £15,197,490

Wiley £5,541,996 89 £684,593 11 £6,226,589

Springer £3,171,977 94 £190,332 6 £3,362,309

Taylor & Francis £1,168,350 90 £133,511 10 £1,301,862

Nature Publishing Group £940,496 85 £160,864 15 £1,101,360

Oxford University Press £660,463 69 £294,924 31 £955,386

합계 £25,743,242 91 £2,401,755 9% £28,144,996

<표 3-7> 주요 학술지 출판사별 총출판비용 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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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PC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의 한계와 대안 논의

여기서는 RCUK를 심으로 한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과 이에 한 안으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통한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 

확  가능성에 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논의된 안이 효과를 거두기 해서 

필요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의 수여부 확인 메커니즘 수립에 해서 살펴본다. 

3.4.1 APC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의 한계 

RCUK의 오 액세스 정책의 특징은 골드 오 액세스로 환하거나 엠바고 기간을 

최소화하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RCUK의 오 액세스 정책

은 연구자로 하여  골드 오 액세스거나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엠바고 기간을 가진 

학술지가 아닌 경우에는 출 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RCUK의 골드 오 액세스 선호 

정책이 체 으로는 오 액세스 환경 구축에 좋지 않은 향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Harnad 2013). Harnad가 제시한 RCUK의 골드 오 액세스 선호 정책이 

가져올 오 액세스 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 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 리드 학술지를 증가시킴

∙그린 오 액세스의 엠바고 기간을 연장시킴

∙출 사 수익을 6%정도 높여

∙구독료와 함께 국의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에 소요되는 6%를 출 사에 지불

∙외국 연구성과물(94%)에 한 근시 그린 오 액세스 의무이행에 장애 래

∙ 국의 연구비를 출 사에게 불필요하게 지출

∙ 자의 학술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연구출 의 자유를 침해

∙ 국 연구자로부터의 항과 미 수 래

∙오 액세스에 한 국의 리더십에 타격

부연하면, RCUK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APC를 지불하는 골드 옵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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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셀  아카이빙이 가능한 그린 옵션 의 하나를 택하여야 하고 이 둘을 제공하는 

출 사는 그린 오 액세스의 엠바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APC를 지불하는 골드 옵

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 으로 그린 오 액세스의 엠바고 기간

이 길어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사실 무료 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린 오 액

세스가 많은 국가의 이용자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긴 하게 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 정부는 완 한 재사용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골드 오 액세스

에 치 함으로써 학술지 출 사가 6%가 넘는 추가 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국에서 출 하는 연구논문은  세계의 6%정도이다. RCUK의 골드 

오 액세스 선호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94%의 연구성과물에 해서 학술지 

출 사가 골드 오 액세스를 강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결과 으로 연구성과물에 

한 그린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실행하는데  세계 인 장애를 래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수 있다.

3.4.2 그린 오픈액세스 정책을 통한 골드 오픈액세스 학술지 

확대 가능성

 세계 학술지를 28,000종으로 보았을 때 골드 오 액세스가 차지하는 비 은 

체의 20% 수 으로 아직은 많지 않다. 한 Gargouri 등(2012)이 주제 분야별 1,300

편의 학술지 논문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제 분야별로 그린 오 액세스와 골

드 오 액세스이 차지하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반 으로 모든 주제 분야에

서 그린 오 액세스가 차지하는 비율(21%)이 골드 오 액세스가 차지하는 비율

(2%)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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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야
그린 오 액세스

(%)

골드 오 액세스

(%)

체 오 액세스

(%) 

Math 43% 2% 45%

Physics 26% 2% 28%

Chem 10% 1% 11%

Earth 36% 2% 38%

Engin 23% 1% 24%

Bio 22% 2% 24%

Biomed Res  6% 8% 14%

Clinical Med  9% 5% 14%

Health 12% 5% 17%

Psycho 27% 1% 28%

Social Sc 35% 1% 36%

Arts  9% 1% 10%

Human 14% 1% 15%

Prof Fields 29% 1% 30%

합계 21% 2% 24%

<표 3-8> 주제 분야별 골드 오픈액세스와 그린 오픈액세스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사항에서 골드 오 액세스를 더 확산시키려면 APC 액이 지  보다 하

게 낮아져야 할 것이다. 만약 APC 액이 폭 낮아져 부분의 학술지 논문이 APC

가 지불된 골드 오 액세스로 출 된다면, 결과 으로 학이나 연구소는 더 이상 출

사에 비싼 구독료를 내고 학술지를 구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만일 그 게 된다

면 최종 으로는 APC가 구독료를 체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결국 

APC 액을 폭 낮추는 실 인 방안에 모두의 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와 련해서 Harnad(2015)는 학술지의 60%가 자의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그린 오 액세스에 이미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3) 

일례로 미국은 2005년부터 그린 오 액세스를 추진하여 왔고 국립보건원을 심으

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공공기 을 통해 연구후원을 받은 연구자에게 오

 리포지터리를 통해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즉시 공개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연구

성과물을 외 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연구후원기 은 후원한 연구논문에 하

여 게재 승인시 곧바로 그린 오 액세스하게 하라는 의무이행 정책을 실천하고 있

13) 2016년 8월 기  SHERPA/RoMEO 등록된 학술지의 79%가 자의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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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는 출 사가 정한 엠바고 기간에 상 없이 동료평가심사를 득한 최종심사

완료논문을 자신의 소속기 에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는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실행

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엠바고 기간이 있는 학술지 논문은 제출 후 바로 공개하

지는 못 하지만 기  리포지터리에 사본 제공 기능이 있는 경우는 이 한 공유가 가

능하다. 이럴 경우 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올 때마다 기  리포지터리에서 “사본 이

메일 송부(email eprint request)” 버튼을 러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최종심사완료논

문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심사완료논문은 (그림 3-12)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출 본에 비해 형식상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논문의 내용은 동일

하다고 할 수 있다.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사본 이메일로 송부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출 사가 요구하는 6개월에서 12개월 엠바고 기간을 그 로 수용하면서도 출 과 동

시에 학술지 논문에 근과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어 재

로서는 매우 좋은 차선책으로 단된다. 이는 학술지 출 사의 항에 부딪히지 않고 

그린 오 액세스를 통해 큰 잡음 없이 오 액세스를 실 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

문이다.

한편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이 실제 인 효과를 거두려면 자 셀 아카이빙 정책

을 실천하는 곳이 재보다 하게 늘어나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는 각국에서 

연구후원기 들이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일 으로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엠바고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연구성과물의 학술지 게

재 승인시 곧바로 자 셀 아카이빙을 일 으로 의무 이행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자로 하여  출 사와 계약시 즉각 인 오 액세스를 계약에 포함하게 하고 어떻

게 하든 엠바고 기간을 최소로 하게 하고 리포지터리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시 

사본 이메일 송부 기능을 필수 으로 갖추게 하고 의무이행을 제도화한 연구후원기

과 학에서는 련 차를 통일하고 단순화시키며 리포지터리에는 조회수  인

용횟수 표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Harnad 2015). 이 게 되면 그

린 오 액세스가 편리성, 신속성, 비용, 안 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린 오 액

세스의 확산과 효과도 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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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최종심사완료논문과 최종출판본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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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arnad(2013)의 표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린 오 액세스를 실 하기 

한 자 셀 아카이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로 골드 오 액세스를 실 하기 해 

소요되는 APC 비용의 1/5 정도이고 연구 심 학의 경우 그 비용은 1/10 정도일 것

으로 상된다. 따라서 그린 오 액세스로 오 액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연구후원기

이나 학차원에서 보면 합리 인 선택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노력들을 통해 그린 오 액세스가 세로 자리잡게 되면 학이

나 연구기 의 학술지 구독은 재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즉, 연구자가 그린 오

액세스를 통해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쉬워져 학술지 구독을 단하여도 불만이 크

지 않고 학이나 연구기 의 학술지 구독이 실제로 감소한다면 학술지 출 사는 

APC를 폭 낮추고 게재 논문편수를 늘여서라도 수익을 내려할 것이고 그 게 된다

면 진정한 의미의 골드 오 액세스가 실 될 것이다(Harnad 2015). 국을 비롯한 

유럽의 골드 오 액세스 정책과 미국을 심으로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은 오 액

세스를 추진하는 방식은 표면 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체 논문

을 오 액세스한다는 최종 목표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출발은 그린 오 액세스의 확

로 시작하 더라도 궁극 으로는 부분의 학술지가 골드 오 액세스로 출 되어 

이용자는 비로소 경제  장벽 없이 학술지 논문을 오 액세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

를 맞이하게 하자는 근본 취지는 같은 것이다. 

 

3.4.3 그린 오픈액세스 정책의 준수여부 확인 메커니즘 수립 

국은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가장 먼  실시한 국가로 오 액세스 선두주자 역할

을 하고 있다. 국의 그린 오 액세스 비 은 약 30%로 다른 나라가 20%라는 것과 

비교할 때 10%가 더 높은 수 이다. 그 지만 2016년 8월 기  SHERPA/RoMEO에 

등록된 학술지 에서 자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있는 학술지가 79%정도 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린 오 액세스가 성공 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의 경우는 RCUK가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구하

고 있지만 오 액세스 수율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에 Harnad(2013)는 연구후원기 들은 오 액세스 의무이행의 수와 미 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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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연구성과물은 동료평가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승인된 후 해당 학술지 

출 사가 아닌 자가 즉시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자의 즉시 제출의무와 

련해서 학술지 출 사가 책정하고 있는 엠바고 기간은 제출 날짜를 늦추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술지 논문이 오 액세스되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

명하게 한다. 

둘째, 외부 리포지터리가 아니라 자가 소속된 기  리포지터리에 제출하게 한다. 

이 게 되면 연구후원기 의 조하에 자의 소속 기 에서 시에 제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 이 그린 오 액세스의 의무이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모든 분야의 연구후원을 받지 않은 연구성과물까지도 기  리포지터리에 

소장하려고 하는 동기부여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출 물을 제출할 때 기  리포지터리에 제출하는 것도 함께 연구지원  

연구수행평가에 이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도록 한다. 

넷째, 기  리포지터리는 인용횟수를 포함한 이용통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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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국의 주요 연구후원기 인 RCUK와 Wellcome Trust의 APC 기반 골드 오 액

세스 정책 수립 방식과 운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RCUK는 연구비의 액 는 일부를 지원받은 모든 학술지 논문은 반드시 오

액세스 정책을 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논문편수를 기 으로 오

액세스 정액보조  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첫 해인 2013년에는 후원 논문의 45%를 

지원하고, 두 번째 해인 2014년에는 50%, 2018년에는 75%까지 지원할 정도의 산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RCUK의 경우에는 연구후원을 받은 연구자가 보

다 쉽게 오 액세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트리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의사결정트리는 국출 회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국 기업 신기술부가 

승인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UK가 모든 자들을 신하여 일일이 학

술지 출 사에게 APC를 지불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신하여 

학과 연구기 에게 APC 집행업무를 탁하고 있다. 이를 해서 APC 집행업무에 

소요되는 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의 사용에 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 연구기 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단, 동료평가심사제를 운 하

고 있는 학술지에 한해 APC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RCUK는 2015년에 오 액세스 정책 실천에 한 리뷰 보고서를 작성하 다. 이 리

뷰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APC 지원 정책 시행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15년에 

RCUK로부터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을 지원받은 기 은 10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은 기 마다 차이가 있었고 체 으로 일부 기 에 편 된 분포를 보 다. 구

체 으로 보면 30개 기 이 체 정액보조 의 80%를 받았고 45개 이 체의 90%

를 지 받았고 나머지 10%는 62개 이 나 어 받았다. 107개 기 들이 출 사에 

APC를 지출한 황을 보면 학술지 논문의 90%는 24개의 특정 학술지 출 사군에 

집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일 출 사에 출 된 골드 오 액세스 논문수는 최소 1편

에서 최  1,471편으로 특정 학술지 출 사에 집 되어 있었다. 특히 학술지 출 사에 

지불하는 APC 액은 최소 72 운드(11만원)에서 3,710 운드(557만원)로 학술지

마다 액의 차이가 컸다. 특히 오 액세스 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RCUK뿐만 아니라 JISC와 국 내 학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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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오 액세스를 추진하는데 드는 부 비용과 효율 인 행정처리 방법에 한 심

층 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RCUK의 골드 오 액세스 선호 정책이 체 으로는 오 액세스 환경 구축

에 좋지 않은 향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RCUK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APC를 지불하는 골드 옵션과 자 셀  아카이빙이 가능한 그린 옵션 

의 하나를 택하여야 하고 이 둘을 제공하는 출 사는 그린 오 액세스의 엠바고 기간

을 연장함으로써 APC를 지불하는 골드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한 RCUK의 골드 오 액세스 선호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

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의 반  실행에 장애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안으로 2016년 8월 기  SHERPA/RoMEO 등록된 학술지의 79%가 자의 셀  아카

이빙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토 로 기  리포지터리에서 “사본 이메일 송부(email eprint 

request)”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신속하게 

보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은 출 사가 요구하는 6개월에서 12개월 엠바고 

기간을 그 로 수용하면서도 출 과 동시에 학술지 논문에 근과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이 실제 인 

효과를 거두려면 자 셀 아카이빙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 재보다 하게 늘어

나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는 각국에서 연구후원기 들이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일 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린 오 액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모든 기 에

서 소요비용이 덜 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자 셀 아카이빙에 소

요되는 비용은 체로 골드 오 액세스를 실 하기 해 소요되는 APC 비용의 1/5 

정도이며 연구 심 학의 경우 그 비용은 1/10 정도일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그린 오 액세스가 지속 인 성과를 내기 해서는 그린 오 액세스 정

책의 수 여부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의  다른 연구후원기 인 Wellcome Trust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평균 60% 정도의 오 액세스를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있다(RCUK 2015). Wellcome 

Trust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오 액세스 학술지 시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

고, 합리 인 APC 액이 산출될 필요성을 제시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련

해서 정한 APC 액 책정을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는 것이다. 정한 

APC 액 책정을 해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는 1) APC 액면가 지 , 2) 학술지마

다 APC 상한선 책정, 3) 일정액만 지 하고 차액은 기 이 부담하는 것이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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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출 사가 요구하는 로 APC 액을 부 지원하면 행정 처리가 비교  용

이하다는 장 이지만 학술지 출 사에서 APC를 본격 인 수익원으로 여기고 인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APC의 상한선을 학술지에 따라 $1,000, $2,000, $3,000 등으로 

정해 지 한다면 상한선에 맞추기 해 APC가 소폭 오를 수 있고 상한선을 넘는 

APC를 어떻게 부담할 지에 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액만 지 하

고 차액은 기 이 부담하는 방안은 출 사의 APC 인상을 견제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행정 처리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RUCK와 Wellcome Trust으로부터 APC를 지원받은 학의 황과 학의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 지출 황을 보면, RCUK의 경우 체로 APC가 학별로 골

고루 지원된 반면 Wellcome Trust의 경우에는 APC 지원이 특정 학들에 집 되어 

있었다. 한 RUCK와 Wellcome Trust으로부터 지원받은 APC와 별도로 학 자체 

비용으로 APC를 지원하고 있는 학들도 다수 존재하 다. APC를 지원받아 출 된 

학술지 논문수와 지출 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을 기 으로 학술지 논문수가 570

편에서 2013년도에 2,445편으로 격히 증가하 고 APC 지출 액에서도 역시 97만 

유로에서 409만 유로로 격하게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국이 

Finch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화한 결과라고 보인다. 학

별로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을 분석해 보면 총출 비용에서 APC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학에서 39%인 학까지 다양하 다. 그러나 반 으로 학

별 총출 비용에서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 이 여 히 높았다. 학술지 출 사별로 총

출 비용의 지출 황을 보면 학술지 출 사에 지출된 총출 비용 에서 91%는 구

독료에 지출되었고 나머지 9%가 APC에 지출되었다.

종합해 보면 국의 오 액세스 정책은 골드 오 액세스와 그린 오 액세스를 모

두 수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기 과 특정 학문 분야에서는 그린 오 액세스를 

선호하므로 골드 오 액세스와 그린 오 액세스를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천체물리, 지구과학을 포함한 STM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술 분야도 골

드 오 액세스가 더딘 분야이고 국의 연구후원기 들은 이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완  오 액세스를 지향하는 국의 오 액세스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그린 오 액세스와 골드 오 액세스의 혼합모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어떻게 출 할 것인지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가 있다. 국에서 오 액세스 정책이 완  시행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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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부처, 연구후원기 , 학회, 출 사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이들로 하여  오 액세스의 정책, 오 액세스의 효과 등을 학계에 리 알릴 수 있는 

커뮤니 이션 자료를 만들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의 오 액세스 정책

은 2018년 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게 될 경우 오 액세스 비 은 75%로 

높아질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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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협력체제와 추진 현황

국을 포함한 유럽을 심으로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학술지 시장에서는 하이

리드 학술지 종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후원기 에서 이미 APC를 지불

한 학술지 논문에 해서 구독료를 지불하는 더블 디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에 일부 국가에서는 더블 디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해서 새로운 구독 계약 방식으로 오 액세스 출 이 포함된 오 셋 계약을 진행하

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 강화에 따른 반 인 변화를 

먼  살펴본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 셋 계약 사례를 네덜란드 VSNU, 

오스트리아 FWF와 KEMÖ, 국 JISC의 력 체제를 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별 학술지 출 사와의 상내용과 추진 략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구독 학술

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차원의 력체제인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에 해서 목 과 조직, 상 학술지와 참여 방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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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PC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강화에 따른 변화

4.1.1 오프셋 계약 방식의 등장

지 까지 연구후원기 을 심으로 추진되어 온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개별 논

문( 자) 단 로 APC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의 사례가 그 다. 그러다 보니 실제 학술지 구독료에서 개별 논문 단  APC가 

상쇄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한 APC를 지원하는 연구후원기 과 학술지를 주로 

구독하는 학이 분리됨에 따라 더블 디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이 리

드 학술지의 양  증 를 가져왔다. 더블 디핑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구독 콘소시

엄과 학술지 출 사간에 다양한 오 셋 계약 방식이 모색되었다. 표 인 사례는 네

덜란드 VSNU가 8개의 형 출 사와 추진한 오 액세스 빅딜 계약이다. 네덜란드 

VSNU를 통해 진행된 오 셋 계약은 네덜란드 학들이 네덜란드의 모든 교신 자

를 신하여 APC를 지불하고, 해당 논문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오 액세스 비용과 상 략을 보면 네덜란드 교신 자의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기 한 비용은 VSNU 회원기 들이 분담하 다. 그리고 출

사와는 논문당 개별 APC가 아니라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을 기반으로 상을 

추진하 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FWF, 국 JISC 등이 형 학술지 출 사와 네덜

란드와 유사한 방식의 오 셋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상 에 있다. 그러나 상업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 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

라 오 셋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한 원칙들과 계약 메커니즘 등이 수립되어 공유되

고 있는 상황이다. 

4.1.2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제 등장 

네덜란드 VSNU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FWF, 국 JISC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학

술지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

을 추진하고 있다. 오 셋 계약방식은 기존 구독 산을 지속가능한 오 액세스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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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펀드로 환할 수 있는 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의 속성상 다국  

연구자들의 논문들이 함께 출 하기 때문에 구독 학술지를 완 한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해서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로벌 차원의 력체제가 필요하

다. 즉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력들은 각국 혹은 해당 국가내의 특정 력

체제에 참여하는 기 소속 자들의 학술지 논문들에 해서만 용하는 모델로서 

하이 리드 학술지가 지속되는 상황을 래하고 이들 학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하이 리드 학술지 방식의 오 액세스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하여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가간의 력을 통하여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마련하고 출 사와 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 으로 추진된 노력들이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이다. 이들의 공통 은 재 구독 학술지에 소요되고 있는 구독

산을 지속가능한 오 액세스 출  펀드로 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APC를 지원하

는 연구후원기 의 입장에서는 기 지원의 효과가 도서 의 구독료에도 발생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고, 도서 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 액세스 출 의 성과를 수동 으로 

리려고 했던 것에서 구독료를 APC로 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오 액세스 출 에 

극 으로 참여할 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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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프셋 계약 사례

여기서는 2016년 3월 개최된 막스 랑크 디지털 도서 (Max Planck Digital Library)

의 오 셋 계약 워크 에서 발표된 사례를14) 살펴본다. 오 셋 계약은 주로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발생하는 더블 디핑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계약 방식으로 학술지 구독 콘소

시엄이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VSNU, 오스트리아 FWF와 KEMÖ, 국 

JISC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독 학술지의 오 셋 계약을 한 력사례를 살펴본다.

4.2.1 네덜란드 VSNU

1) 개요

재 네덜란드 VSNU(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를 통하여 진행

되고 있는 오 액세스는 네덜란드 학들이 네덜란드의 모든 교신 자를 신하여 

APC를 지불하고, 해당 논문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

다((그림 4-1) 참조). 네덜란드 VSNU의 목표는 2024년까지 네덜란드의 모든 교신

자 논문을 골드 오 액세스로 출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

고 기 을 지원받는 14개의 연구 심 학이 있다. 이 학들이 설립한 기구가 VSNU

이다. 이 기구는 정부, 의회, 정부  민간조직들에 해 학을 표하는 단체로서 

네덜란드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는 략을 수립하고 학의 평 을 높이기 한 논

의와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덜란드 VSNU의 오 액세스 략은 기본

으로 공공기 을 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이다. 네덜란드 VSNU의 회원

이 모두 정부기 을 받는 국립 학들이므로 공공기 을 받은 연구성과물을 무료로 

공 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  근거 하에 추진하고 있다.15) 한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Scientific Research는 2015년 12월 1일 이후로 공공기 을 받아 수행

14) Outcome Report (2016). Workshop “Shaping the Parameters of Offsetting” Max Planck Digital Library in 

Munich, <http://esac-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6/05/esac_offsetting_workshop_outcome_final.pdf>

15) Open Access. 

<http://vsnu.nl/files/documenten/Domeinen/Onderzoek/Open%20access/VSNU%20OA%20present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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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반드시 오 액세스 형태로 출 되어야한다는 강제규정을 도입하 다.16) 네

덜란드의 학들은 그린 오 액세스가 가능한 리포지터리를 운 하고 있으나 엠바고 

기간이 존재하므로 신속한 공개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이러한 지체 상을 없애고 가

능한 신속하게 논문을 공개하기 해서 그에 한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출 사

에게 지불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국무장 (State Secretary)인 

Dekker는 2024년까지 네덜란드에서 100% 오 액세스 실 이라는 목표를 수립하

고, 이 때 골드 오 액세스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네덜란드 VSNU도 이 방식을 지지

하 다. 즉, 네덜란드 VSNU는 재 이미 운  인 그린 오 액세스 방식은 지속가

능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간정도의 단계로만 합하다고 단하고 재의 구독 학

술지 출 모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오 액세스로 환하는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다. 

2) 오픈액세스 비용과 협상전략17)

네덜란드 학의 모든 교신 자의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기 한 비용은 네덜

란드 VSNU 회원기 들이 분담하 다. 비용분담 기 은 다운로드 수 등 다양한 기 을 

용하여 책정하 다. 한 출 사와는 논문당 개별 APC가 아니라 총출 비용(구독료

와 APC)을 기반으로 상하 다18).

출 사와 상시 네덜란드 VSNU 측은 출 사가 오 액세스로 환하는 것을 

제로 구독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상을 추진하 다.19) 특이

하게도 네덜란드 VSNU는 학 총장들이 상  의장을 맡았으며 이들이 모든 학

의 의무규정을 가지고 상에 임하 다. 상에서 핵심 인 사항은 구독료 빅딜과 네

덜란드 학의 모든 교신 자들에 한 골드 오 액세스, 지연과 추가비용 없는 골드 

오 액세스, 일반 인 라이선스 조건 용(코스팩 사용, 구  근권, 상호 차 등) 

등이었으며, 인 상 포인트는 오 액세스가 빅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모

든 거래와 련된 사항이 http://openaccess.nl/en에 밝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16) <http://www.magazine-on-the-spot.nl/openaccess/eng/dow-does-open-access-publishing-work.html>

17) Outcome Report, (2016). Workshop “Shaping the Parameters of Offsetting” Max Planck Digital Library 

in Munich, 

<http://esac-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6/05/esac_offsetting_workshop_outcome_final.pdf>

18) Email 인터뷰. Robert van der Vooren(vandervooren@vsnu.nl). VSNU 로젝트 매니 .

19) <http://www.magazine-on-the-spot.nl/openaccess/eng/big-de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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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네덜란드 VSNU 운영모델 

3) 체결된 오픈액세스 빅딜20) 

8개 형 출 사가 학술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VSNU는 

우선 이들 출 사와 오 액세스 빅딜 상을 시작하 다. 2014년 2월부터 Springer, 

Sage, Elsevier, Wiley의 4개 형 출 사와 오 액세스 계약을 완료하 고, Oxford 

University Press(OUP), Taylor & Francis,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Kluwer 

등 나머지 4개 형 출 사와 계약을 비하고 있다. 4개 형 출 사와의 오 액세

스 빅딜 황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20) VSNU (2016). Open Access. 

<http://vsnu.nl/files/documenten/Domeinen/Onderzoek/Open%20access/VSNU%20oa%20presentation.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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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 계약시 계약기간 상학술지 종수 상학술지 비율 기타

Springer 

Open Choice
2014.11

2년

(2015-2016)
1,700종

네덜란드 교신 자에 

한 100% 오 액세스

BioMed

Central, 

Springer 

Open은 

상에서 제외

Sage 2015.7
2년

(2015-2016)
150종

네덜란드 교신 자들에 

하여 20% 

오 액세스

Elsevier 2015.12
3년

(2016-2018)
140종

네덜란드 교신 자들에 

하여 10% 

오 액세스에서 

30%까지 증가

Wiley 2016.2
4년

(2016-2019)
1400종

네덜란드 교신 자들에 

하여 100% 

오 액세스

<표 4-1> 네덜란드 VSNU의 오픈액세스 빅딜 현황 

(1) Springer Open Choice(2015-2016)

2014년 11월 Springer와 2년간 1,700종 학술지에 하여 오 액세스 빅딜 계약을 하

으며, BioMed Central과 Springer Open은 빅딜에서 제외하 다. 네덜란드 교신 자에 

한 100% 오 액세스 계약을 하 고, 2015년에는 1,917개 네덜란드 논문이 Springer에

서 오 액세스로 출 되었다. 

(2) Sage(2015-2016)

2015년 7월 Sage와 2년간 부분 인 오 액세스 계약을 체결하 다. 즉, 2016년 네

덜란드 학의 교신 자들에 하여 골드 오 액세스 출 을 추진하는 것이다. 계약

내용은 기본 으로는 구독계약이나 골드 오 액세스 출 에 한 옵션이 포함된 형

태이다21). 오 액세스로 출 될 수 있는 150종의 학술지에서 총 200개의 논문이 포함

된 사 지불형번들(pre-paid bundle)로서 이는 Sage를 통하여 출 되는 네덜란드 논

문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논문들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오 액세스로 

근할 수 있다. 지 까지 150종의 학술지 선정은 경 (Business & Management), 정

21) <http://vsnu.nl/en_GB/faq-oa-s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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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학, 범죄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어떤 논문이 오 액세스될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논의 이다. 이를 한 업무 차는22) Sage사가 매주 네덜란드 학의 교신

자들이 투고한 논문에 한 리포트를 생산하고, 자들에게 추가비용 없이 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과 오 액세스 라이선스 서류를 보낸다. 네덜란드 학의 교신

자 확인은 기  이메일주소에 사용된 도메인명으로 한다. 단, 자는 반드시 CC-BY

를 채택해야 한다. 150종의 학술지 이외에도 네덜란드 자들에게 Sage 학술지 투고

시 규모 할인율을 용하고 있다. 2016년에 논문당 출 비용은 260 유로이고 상환

액은 기 에 따라 다양하다. 

(3) Elsevier(2016-2018)

2015년 12월에 3,600개 논문에 하여 3년간 부분 인 오 액세스 빅딜을 체결하

다. 2016년에 선정된 140종의 학술지에 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덜란드 교신

자의 논문  오 액세스 출 을 10%에서 30%까지 확 할 정이다. 오 액세스 

학술지 선정기 (http://vsnu.nl/en_GB/faq-oa-elsevier.html)은 오 액세스 문화가 

다소 성숙한 분야를 선택하여 리상의 부담을 일 수 있고 단편화되는 것을 막기 

하여 제한된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연과학과 건강 분야가 선정되

었다. Elsevier 출 사 사이트23)는 계약에 따라 네덜란드 교신 자가 APC를 직  내

지 않고 오 액세스로 출 할 수 있는 학술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이 계약

에 따라 오 액세스로 출 된 논문이 CC-BY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다. 

(4) Wiley(2016-2019)

2016년 2월에 4년간 계약을 하여 Wiley의 1,400종의 하이 리드 학술지에 투고하는 

네덜란드 교신 자의 논문을 100% 오 액세스 출 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하여 네덜

란드 학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모든 Wiley 구독학술지에 근할 수 있게 하고 네덜

란드 학에 있는 자들이 Wiley의 하이 리드 학술지에 무제한의 오 액세스 출

22) <http://www.openaccess.nl/en/in-the-netherlands/national-agreements>

23) <https://www.elsevier.com/about/open-science/open-access/agreements/VSN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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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게 되었다24). 재 네덜란드 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약 2,300개 논문을 

Wiley 학술지에 출 하고 있는데, 다음 4년 후에는 2,900개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학이 이미 구독료를 지불한 Wiley 학술지에 해당 학 

자가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기 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 스

킴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이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논문을 출

할 수 있게 되었다25). 이러한 빅딜 계약 규모의 비용이 어느 정도 는지에 한 정보

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이 계약과 련된 재정 인 약이 민감하고 경쟁

인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오 액세스에 한 추가 인 비용이 요

구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출 사와의 약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학술지 패키지에 

하여 제한된 범  내에서의 가격 인상에 해서는 동의하 다고 한다26).

요약하면, 네덜란드 VSNU의 상은 구독 빅딜에 이  해의 APC를 추가하여 계약

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여 히 가격을 높이기 하여 더 많은 콘텐츠가 강요되

고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오 액세스 환 방식 즉, 교신 자 논문의 100% 오 액세스 

출  방식과 차 으로 오 액세스 출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출 사와 리자 도서 간의 업무흐름이 Springer를 제외하고는 아직 자료화되지 

않고 있다. Neth-ER(Netherlands house for Education and Research)과 VSNU, EUA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가 2016년 5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VSNU 오 액

세스 로젝트 매니 인 Robert van der Vooren은 구독에서 오 액세스로 환하는 

것이 비용을 감시켜주었다고 발표하 다. 한 빅딜 방식의 오 액세스 상에서 

학이 계약을 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한 것, 막강한 표단을 상에 견한 것, 원

칙에 충실한 것, 분명한 정치  지지가 이루어진  등의 4가지가 네덜란드의 성공요

인이었다고 제시하 다27).

24) Combined open access and subscription agreement between Wiley and Dutch universities. Wednesday 

3 February 2016. <http://vsnu.nl/en_GB/news-items.html/nieuwsbericht/243>

25) Q&As regarding the agreement with Wiley, 

<http://www.vsnu.nl/files/documenten/Domeinen/Onderzoek/Open%20access/QA_Akkoord_Wiley_2016_

EN_def.pdf>

26) Q&As regarding the agreement with Wiley, 

<http://www.vsnu.nl/files/documenten/Domeinen/Onderzoek/Open%20access/QA_Akkoord_Wiley_2016_

EN_def.pdf>

27) <http://vsnu.nl/en_GB/oa-whats-n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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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오스트리아 FWF와 KEMÖ

오스트리아는 2025년까지 오 액세스 출 을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Austrian Science Fund(FWF), Kooperation E-Medien Österreich 

( 문명, Austrian Academic Library Consortium, KEMÖ)28)가 오 액세스 상에서 

요 역할을 맡고 있다(Outcome Report 2016). FWF는 략에 책임을 지고 있고, 

KEMÖ는 운 , 동수서,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리를 맡고 있다. KEMÖ는 도서 , 

기록, 정보, 연구기  의체로서 자자원 동수서  리를 주 목 으로 하는 단

체이며, 재 회원기 으로 55개가 있다. 회원기 의 자격은 학도서 , 주립도서 , 

Austrian National Library, 비 리 교육  연구기 이다. FWF29)는 오스트리아의 

핵심 연구후원기 으로서 세 가지 방향으로 오 액세스 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그린 오 액세스는 출  후 1년 이내에 오 액세스 리포지터리에 자원고를 셀  아

카이빙하는 것으로 재 700개 기 이 셀  아카이빙을 강제 혹은 권고하고 있다. 둘

째, 골드 오 액세스는 로젝트 종료 후 최  3년 이내에 CC-BY 라이선스를 용하

여 오 액세스 방식으로 논문을 출 하면 논문출 비용을 FWF가 지원하고 있다. 셋

째, 하이 리드 오 액세스는 로젝트 종료 후 최  3년 이내에 CC-BY 라이선스를 

용하여 하이 리드 학술지에 출 하면 출 비용을 FWF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 리드 오 액세스에서 더블 디핑의 문제를 인지한 후인 2014년부터 KEMÖ와 

함께 IOP Publishing, RCS, Taylor & Francis와 오 셋 계약을 시작하 다. 한 

FWF는 2013년부터 SCOAP3 오스트리아 분담 을 부담하고 있다. 재 FWF로부

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로젝트 리더와 스텝이 아래 학술지 출 사에 연구논문을 투

고할 경우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은 직  FWF로 이 되므로 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없다.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BioMedCentral (including Chemistry Central, Springer Open)

RSC Voucher

Springer Compact

28) <http://icolc.net/consortia/120>

29) <https://www.fwf.ac.at/en/research-funding/fwf-programmes/peer-reviewed-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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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y-Blackwell (Wiley Open Access journals only)

Institute of Physics (IoP) (most journals)

Taylor & Francis (most journals)

다른 출 사에 출 하는 경우에는 로젝트 리더가 직  출 사에 지불해야 하므

로 FWF는 해당 액을 로젝트 계좌로 달해 다. 이 경우 지원해주는 최  비용

은 3,000유로이다. 

1) 오픈액세스 계약 현황

RSC의 Gold for Gold(2013년 이후), SCOAP3(2014-2016), APC 할인을 포함한 

Sage와의 거래(2016-2018), IoP, Taylor & Francis, Springer와는 오 셋 형태의 

일럿을 하고 있다. 

(1) Springer(Open access agreement for Austrian authors)30)

2016년 1월부터 3년간 KEMÖ 회원  FWF와 Springer간에 2,000종 이상의 Springer 

구독학술지에 한 근과 자가 구독 학술지에 오 액세스로 출 하는 것을 허락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 다. 구독 학술지이지만 하이 리드 오 액세스 옵션을 제

공하고 있는 Open Choice 학술지의 경우 약당사자 기 에 소속된 교신 자의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이 포함되도록 계약한 것이다. 이 계약은 2,000여종 Open Choice 

학술지31)에 하여 37개 학과 Springer 출 사간에 이루어졌다. 이 계약에 따라 

자원고가 출 이 결정된 경우 Springer 홈페이지에 소속기  정보를 포함한 My 

Publication Form을 등록하면 Springer와 자소속기 이 오 액세스 출  용가능

여부를 검증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재정  부담 없이 오 액세스 학술지

에 마음껏 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Springer 출 사의 구독기반 출 시스

템을 오 액세스 출 시스템으로 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30) <http://www.springer.com/gb/open-access/springer-open-choice/springer-compact/agreements-austrian-

authors>

31) <http://resource-cms.springer.com/springer-cms/rest/v1/content/7476764/data/v2/Open+Choice+Jour

nal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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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IoP와 Taylor & Francis의 두 개의 출 사와의 계약은 2014년에서 2016년간에 

용되는 것으로 KEMÖ 회원들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FWF가 APC를 지불하 다. 한 

해 동안 FWF가 지불한 APC는 회원기 의 구독료에서 삭감되도록 하 다. Sage32) 

출 사와 The cooperation E-media Austria와의 3년 계약은 콘소시엄 참가기 들이 

약 800종의 Sage Premier Collection 학술지에 할인된 APC로 출 할 수 있게 한 것

이다. 

2) 오스트리아 골드 오픈액세스 특징

오스트리아는 연구후원기 과 학도서 이 력하여 오 액세스 출 으로의 

환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에 조성하 던 연구후원기 의 APC와 도서 의 구

독료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 둘이 서로 분리되었을 때 오 액세스 출 논문에 한 이

지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두 기 이 결합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

었다. 한 FWF가 국가의 연구후원기 이라는 에서 이는 공공 근정책과 오 액

세스 그리고 구독기반 출 이 결합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연구후원

기 과 도서 간 력형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다.

32) <https://www.konsortie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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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오스트리아의 연구비후원기관과 도서관간 협력형 모델

4.2.3 영국 JISC

1) 개요

재 국은 오 셋 계약을 하지 않는 하이 리드 학술지에 공공기  부분이 소

요되고 있다는 단 하에 정책입안자들이 오 셋 계약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모델

을 개발하면서 골드 오 액세스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의 오 액세스 추진 주

체인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The Universities-UK Open Access Coordinating 

Group)33)는 출 사, 학회, 학, 도서 , 연구 리자, 기 지원기  등이 참여한 단체

이며, 고등교육지원기 인 JISC도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JISC Collections는 90년

 반 온라인 학술지를 하여 출 했던 기 콘소시엄형 이니셔티 를 계승한 것

으로34)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기 을 표하여 온라인 학술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

으며, SCOAP3의 국 내 NCP이기도 하다. 

33) <http://www.universitiesuk.ac.uk/policy-and-analysis/Pages/research-policy.aspx>

34) <https://www.jisc-collections.ac.uk/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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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C는 오 셋 구독이나 APC 가격 등 비용 리와 골드 오 액세스 출 계약 등을 

통하여 오 액세스로의 환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출 사를 상으로 오

셋 계약을 제안해 왔으며, 재 Wiley, Taylor and Francis, IOP, Sage Publishing, 

Springer를 포함한 학술지 출 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오 셋 계약을 추진하고 있

다. 한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 셋 계약의 원칙을 발표하기도 하 다35). 

재 상 인 약서들은 시험용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한 모니터링, 약의 효과, 의

도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악하는데 

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출 사와의 상의 주된 목표는 비용효율을 이루어내고 계

속 유지하는 것, 기 들이 기 제공자들의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비용

지불체제와 업무 차를 리해서 운 의 효율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

해 궁극 으로는 오 액세스로의 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 셋 계

약을 수행하는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Outcome Report 2016). 

2) Springer와의 오픈액세스 출판 협약36) 

2016년 7월 JISC에 참여하는 국의 기 들과 Springer가 오 액세스 출 에 한 

국가  약을 체결하 다. 2,000종 이상의 Springer 구독 학술지에 한 근과 참여

기 의 모든 자들이 Open Choice 학술지에 오 액세스 출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내용이었다. 용 상 기 은 Scottish Higher Education Digital Library에 소속한 

18개 학과 그 외 73개 학들이다. 용 상 학술지리스트는 Springer 오 액세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 까지의 콘소시엄 구독료와 APC 비용을 합하여 향후

의 콘소시엄 APC 자 을 만들어 갈 정이다. 이 계약을 통하여 오 액세스 논문의 

양이 증가하고, 구독료를 오 액세스 비용으로 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 리가 단

순하고, 출 사에 하여 지불상한가를 용한다는 장 이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하

고 기  간 비용할당의 어려움 등 단 도 지 되고 있다. 

35) <https://www.jisc-collections.ac.uk/Global/News%20files%20and%20docs/Principles-for-offset-agreements.

pdf>

36) <http://www.springer.com/gb/open-access/springer-open-choice/springer-compact/for-uk-authors-intr

o/73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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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출판사와의 오프셋 계약들

IOP 출 사와는 지역과 국제 구독료에 따른 APC 차등제 방식을 용하고 있다. 이

는 오 액세스 출  논문수는 고 구독료는 높은 방식이다. 다만, 높은 수 의 오 셋

이 이루어지므로 구독료에 한 할인율은 높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

나 리부담이 크고, 출 사로부터 제안받는 것에 의존한다는 단 도 있다. De Gruyter

와는 구독료를 90%까지 이고 이를 APC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참여

기 들이 APC를 지불하되, 그  해 APC에 기반하여 다음 해 오 셋 상이 이루어

진다. RSC, Taylor & Francis와의 계약은 할인권 스킴(Voucher schemes)이다. 출

사가 구독료 소요규모에 기반하여 APC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 의 비용

을 감해주고 구독료가 클수록 할인폭도 커지게 된다는 장 도 있지만  그 반 도 

가능하므로 이는 곧 단 이 될 수도 있다. 한 어느 학술지가 용되는 것인지, 할인

이 계속되는지, 할인권의 시간제한에 한 체크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리비가 높

아질 수 있다. 

요약하면, 국에서 진행된 오 셋 계약 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과 향후 해결

해야 할 들로는 첫째, 참여기 과 출 사 수 별로 매우 다양한 차가 요구된다는 

, 둘째, 출 사와 연구기 의 오 액세스 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다는 , 셋째, 출 사가 요구사항들을 간소화하고 표 화할 필요가 있다는 , 넷째, 

참여기 들이 상에 좀 더 유능해질 필요가 있다는 , 다섯째, 국 내의 복잡한 정

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 여섯째, 리비 부담과 비용, 업무 차와 데이터 리 

등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37).

4) 오프셋 계약의 원칙(Principles for Offset Agreements)

2015년에 JISC Collections는 그동안의 오 셋 계약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문제 을 

기반으로 향후 오 셋 계약에 용되어야 할 원칙을 발표하 다38). 이러한 원칙을 도

입하게 된 배경은 2014년에 JISC Collections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국 연구기

37) <http://esac-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6/05/esac_offsetting_workshop_outcome_final.pdf>

38) <https://www.jisc-collections.ac.uk/Global/News%20files%20and%20docs/Principles-for-offset-agreements.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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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출되는 총출 비용  상당부분을 APC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APC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구독료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규모 ‘ 통 ’ 상업 출

사들에게 지불되고 있다는 이다. 즉, 오 액세스 출 을 확 하기 하여 지원하는 

APC가 오히려 구독기반의 통  상업 출 사의 수익을 확 시켜주는 비용으로 사

용되는 것에 한 문제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JISC Collections에서 제시한 오 셋 계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오 셋 시스템은 완 한 골드 오 액세스와 그 환을 지원하기 한 과정이라

는 맥락에서 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기 하여 시스템은 오 액

세스의 장벽( 자나 기  모두에게)이 되는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구독기

의 모든 연구성과물들이 기 제공자나 다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라이선스

에 따라 출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2. 출 사가 동일한 기 에게 구독료와 APC 둘 모두를 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오 셋 시스템은 량으로 학술지를 구독하는 기 만이 아니라 개별 으로 학술

지를 구독하는 모든 기 에도 용되어야 한다. 

4. 오 셋 시스템은 각 기 이 학술출 에 들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별 기

수 에도 용되어야 한다. 출 사는 하이 리드 학술지가 증가한 만큼 구독료

를 낮추어야 한다. 한 이것이 로벌한 수 에서도 용되어야 한다.

5. 오 셋 시스템은 ‘ 기반’으로 운 하여 할인권(특히, 만료기간이 용되는 할

인권) 등과 련된 추가 인 리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4 기타(스웨덴, 노르웨이)

1) 스웨덴

스웨덴 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of Sweden)은 Bibsam 콘소시엄을 운 하

면서 스웨덴 학, 정부기구, 연구기 을 표하여 자정보원에 한 라이선스 계

약을 상하고 있다. Bibsam 콘소시엄은 출 사와 상에서 다음 세 가지에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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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리와 셀 아카이빙: 연구후원기 의 정책을 수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체결

- APC 할인: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APC 할인과 라이선스비용 감축(더블 디핑 방지)

- 골드 오 액세스 출 사들과 상

Bibsam은 출 사와 APC 할인을 한 약(ACS, IOP, ISPG, Karger)과 회비할인

을 한 약(RSC, BMJ, MaryAnn Liebert)을 진행하고 있는 이다. 한 Springer, 

Springer Compact와도 이와 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오 액세스 출 의 증

가, 더블 디핑 방지, 스웨덴 출 환경과 재정흐름 개 , 비용흐름을 재방향짓는 방법 

등에 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상과정에서 미래의 출 을 측하기 어렵고, 가

격모델이 여 히 불투명하고, 환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체

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모든 학술지 논문이 2025년까지 골드 오 액세스로 출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CRIStin은 노르웨이 연구도서 들을 신하여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리하고 있다. 오 액세스에 하여 규모의 정부지원이 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

히 공공기 을 지원받은 모든 연구성과물이 골드 오 액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있다. 올해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연구

자,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오 액세

스에 한 새로운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CRIStin의 상 략 한 재의 구독료에 소요되는 자원을 지속가능한 오 액세

스 사업모델을 지지하는 펀드로 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을 하여 추가 인 펀

드를 할당할 계획은 없으며, 구독료에서 벗어나서 오 액세스로 산을 환하는 것

에 하여 많은 개별 기 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CRIStin은  구독료 정을 

오 액세스로 환하기 한 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출 사들은 기존의 일럿 계

약이 보다 분명해진 후에 새로운 거래를 하고 싶어 하면서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상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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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프셋 계약의 공동합의문

막스 랑크 디지털 도서 은 2016년 3월에 개최한 오 셋 계약 워크 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기반으로 오 셋 계약을 한 원칙과 방법에 한 공동합의문(Joint 

Understanding of Offsetting)39)을 발표하 다40). 이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3.1 오프셋 계약의 문제점

오 셋 계약의 일반  목표는 오 액세스 출 물을 확 하는 것인데 네덜란드의 

경우(오 액세스가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는 안 인 시나리오에 

한 략이 없다. 재의 오 셋 계약은 많은 경우에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출 결과물에 한 믿을 만한 독립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 할인권, 배상, 차 인 오 액세스 양의 

증가, 일시불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의 약에서 

오 액세스 출 으로 환을 강화할 수 있는 페 티와 인센티  같은 메커니즘이 부

족하고, 리 차가 복잡하고, 가격메커니즘이 다양해서 회계 차가 훨씬 복잡하다는 

문제 도 있다.

4.3.2 오프셋 계약의 방법

1) 오프셋 계약의 목적

오 셋 계약은 일럿 모델이다. 따라서 아직은 확립된 계약형태라기 보다는 완

39) <http://esac-initiative.org/joint-understanding-of-offsetting/>

40) Outcome Report, Workshop “Shaping the Parameters of Offsetting” Max Planck Digital Library in Munich, 

7-8 March 2016. 

<http://esac-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6/05/esac_offsetting_workshop_outcome_final.pdf>



 제 4장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협력체제와 추진 현황 ●  147

한 오 액세스사업 모델로 가기 한 길을 닦아주는 환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재로서는 오 셋 비용이 계약마다 다르기도 하다. 오 셋 계약은 조  더 나은 비 

APC 기반 모델이라는 에서 ‘ 환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하다. 따라서 오

셋 계약( 는 환모델)은 한 오 액세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즉, 구독료가 완 히 사라지거나 다른 근기반 비용요소가 사라지도록 해

야 한다. 사업모델에 기반한 출 비용에 있어서 기 과 출 사간의 계약은 ‘출 한 만

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오 셋 계약은 인용, 계약 수, 배포나 출 서비스 

등과 같은 타당한 기  에서 차별 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한가격제도 논의되어

야 한다.

2) 계약 메커니즘

1. 계약에는 반드시 오 셋 계약 하에서 출 하는 자들의 자격과 련한 업무

차가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출 사가 자 확인을 하여 이메일, IP 인증, 기

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출 사는 자가 자신의 소속기 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 사가 자격 있

는 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한 계약에는 포함되는 

출 물과 논문형태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출 사는 해당 시스템으로 계약

범  내에 있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을 추 할 수 있어야 한다. 

2. 출 사와 기 은 다음과 같은 지불과 보고업무 차를 따라야 한다. 즉, 공 자의 

경우, 이 할당을 피하기 해, 교신 자의 기 에 청구해야 하고, 출 사들은 출

물에 지불한 기 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회원제 스킴을 재고하고 선불조건

을 명시하고, 한 상과 계약을 하여 출 사와 기 들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출 결과물 데이터를 표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출 에 따른 지불’ 방식을 강화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선불 신 출 에 기반한 청구로 차 변경해 가야 하며, 업무 차 개선

을 하여 출 사가 논문을 히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하는 ‘페 티’도 

있어야 한다. 

4. 학술출 물에 한 공공비용이 투명해져야 하고 지불과 련한 데이터를 공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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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와 하부구조

오 셋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하여 이용자와 상자 네트워크가 확고해져야 

한다. ESAC 이니셔티 41)가 이를 한 허 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향후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배포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즉, 

계되는 당사자들간의 소통을 지지해주는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문서, 재 진행되

고 있는 계약을 공개 으로 보여  수 있는 메트릭스, 비용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할 수 있는 차와 Open APC같은 랫폼, 출 결과물에 한 데이터와 계량정

보 는 기 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별  하부구조에 한 근 

등이다.

41) <http://esac-initia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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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제

앞서 제시된 오 셋 계약 방식은 완 한 골드 오 액세스 출 (Full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으로 환하기 한 징검다리 정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오 셋 

계약은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총출 비용의 감소 는 더 이상의 증가를 막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외 다른 지역에까지 용되어 구독기반 학술지 출 의 문

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술지는 속성상 여러 국가의 연구자 논문을 

함께 출 하게 되므로 개별 국가가 특정 학술지를 완 한 골드 오 액세스로 환하

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즉, 완 한 골드 오 액세스 출 은 다국가간의 력

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이를 하여 SCOAP3라는 로벌 력 체제가 운 되고 있고 

 2016년부터 OA 2020 이니셔티 라는 새로운 로벌 력체제도 시작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구독 학술지의 완 한 골드 오 액세스로의 환을 한 로벌 력체제

들을 살펴본다.

4.4.1 SCOAP3

1) 목표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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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고에 지물리학 분야의 구독 학술지를 완 한 골드 오 액세스로 환하기 한 

콘소시엄으로 해당 학술지에 한 도서 의 구독료를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환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기존의 오 액세스 학술지가 논문출 비용을 개별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면, SCOAP3은 논문출 비용을 도서 과 연구후원기

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모든 자가 APC에 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SCOAP3는 2016년 9월 재  세계 44개국, 3,000개 이상의 도서 , 기 기 , 연구기

  3개의 국제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입자물리연구소(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CERN)가 호스트 역할을 맡고 있다. SCOAP3는 2014년 1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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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의 1차 활동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2차 활동기간을 비하고 있다. 

SCOAP3는 몇 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  기 들의 표로 구성된 

총회(Governing Council)는 SCOAP3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체 인 략을 결

정하며, 집행 원회(Executive Committee)는 트  기 들 간의 계와 콘소시엄

에 참여하는 출 사들 간의 계를 리하고 있다. 운 리자(Operations Manager)

는 각국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와 출 사들의 연락본부로서 집행 원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CERN은 출 사들과 계약을 하여 SCOAP3 운 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SCOAP3 기 의 계좌를 리하고 있는데, CERN의 

담 이 집행 원회 감독 하에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MOU를 체결한 각

국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표(Representatives)가 있는데, 이들은 콘소시엄에 참

여한 출 사들로부터 해당국의 도서 이 구독료 삭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해당 지역에서 SCOAP3 기  즉, APC를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다. 

2) SCOAP3 학술지 및 국가별 논문 분포

SCOAP3에서 오 액세스로 환하기 해 선정한 학술지는 2016년 재 10종이다. 

10종의 학술지는 IOP Publishing에서 3종, Springer에서 2종, Elsevier에서 2종, Oxford 

University Press, Jagiellonian University in Krakow, Hindawi에서 각각 1종씩 출 되

고 있다(<표 4-2> 참조). 완 히 구독료 기반으로만 출 되던 6종은 완  혹은 부분

인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되었고, 이미 오 액세스 학술지 던 4종에 해서는 

APC를 지원하 다. 다른 오 액세스 이니셔티 와 달리 SCOAP3은 입찰과정을 통하

여 APC를 정하 다. 

2014년부터 연간 4,000건 이상의 논문이 SCOAP3 지원 하에서 출 되고 있다. 각 

학술지의 APC는 최  500 EUR(약 62만원)에서 2,000 USD(약 220만원)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출 된 논문 8,725건을 분석한 결과 SCOAP3가 

지불한 평균 APC는 1,200 USD(약 135만원) 다42).

42) <http://cds.cern.ch/record/17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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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 학술지 APC IF 2015

IOP Publishing
Chinese Physics C (CPC)

Hybrid journal
1000 GBP 3.761

IOP Publishing

DPG

New Journal of Physics (NJP) 

Open Access journal
1200 GBP 3.570

IOP Publishing
Journal of Cosmology and Astroparticle Physics (JCAP) 

Hybrid journal
1400 GBP 5.634

Springer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C (EPJC) 

Open Access journal
1500 EUR 4.912

Springer
The Journal of High Energy Physics (JHEP) 

Open Access journal
1200 EUR 6.023

Elsevier
Nuclear Physics B (NPB) 

Open Access journal
2000 USD 3.735

Elsevier
Physics Letters B (PLB) 

Open Access journal
1800 USD 4.787

Oxford University 

Press

Progress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hysics (PTEP) 

Open Access journal 
1000 GBP 1.889

Jagiellonian 

University in Krakow

Acta Physica Polonica B (APPB) 

Open Access journal
500 EUR 0.795

Hindawi
Advances in High Energy Physics (AHEP) 

Open Access journal 
1000 USD 1.839

<표 4-2> SCOAP3 학술지 리스트(2014-2016) 

SCOAP3 기 으로 출 된 논문은 CC-BY 라이선스가 용되며, 최종 출 버 이 

출 과 동시에 출 사 웹사이트와 SCOAP3 리포지터리에 공개되고 있다. 즉, 구독기

반으로 출 되었던 SCOAP3 학술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됨으로써 이용에 한 장

벽이 제거된 것이다. 한 이미 오 액세스로 출 되고 있던 SCOAP3 학술지의 경우 

APC가 개별 논문투고자에게 부과되어 출 에 한 장벽이 되었으나 SCOAP3 모델

에서는 이러한 장벽 한 제거될 수 있었다. 한 출 사와의 APC 가격 상과 리

를 SCOAP3 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개별 도서   연구후원기 이 오 액세스 논문

에 한 구독료 오 셋을 직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리상 편의도 있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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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SCOAP3 운영 모델

SCOAP3 학술지를 오 액세스로 출 하기 해서는 논문출 비용 즉, APC가 필

요하며, 10종의 학술지 체의 APC를 확보하기 하여 10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교신 자의 수를 기 으로 국가별로 분담한다. 따라서 SCOAP3 학술지에 논문을 많

이 투고하는 국가일수록 APC 분담 이 높아진다. 국가별 분담 은 2년간 10종의 학

술지에 출 된 논문의 교신 자 수에 근거하여 SCOAP3 앙에서 계산하여 책정하

고 있다. 2014년에서 2015년간 SCOAP3 논문출 비용 분담을 하여 SCOAP3 학술

지와 미국 물리학회 고에 지 물리학 분야 3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자 분포는 

<표 4-3>과 같다. 가장 자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체의 20.4%이며, 그 다음으

로는 독일, 국, 일본, 국 순이며, 한국은 2.0%로 13번째로 자수가 많다. 각국의 

분담 은 모든 참여국 표로 구성된 SCOAP3 총회(Governing Council)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되고 3년간 고정된다. 한 참여국의 분담 은 각국의 NCP를 통하여 

SCOAP3에 달되고 있다. 각국 NCP로부터 모 한 비용을 SCOAP3 앙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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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출 사에게 제공하며, SCOAP3 출 사들은 SCOAP3 참여기 에 하여 

기여분에 따라 할인된 액을 용하게 된다. 

<표 4-3> SCOAP3 학술지 저자의 국가별 분포비율(2014-2015년)

(그림 4-4)는 2005년부터의 증가율까지 포함하여 SCOAP3 자수의 국가별 분포

를 보여 다(Kohls, Jaggia and Ziole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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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COAP3 학술지 논문 저자의 국가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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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분담금 모금 방식

SCOAP3 학술지의 오 액세스 출 을 한 각국의 분담 을 해당 국가 내에서 모

하는 방식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국

미국의 공식 인 SCOAP3 NCP는 LYRASIS43)이다. LYRASIS의 SCOAP3 웹사

이트44)는 2015년 6월 1일 재 미국의 232개 학이 SCOAP3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

표하고 있다45). 미국은 SCOAP3 분담 을 마련하기 하여 해당 학술지를 구독하는 

기 의 구독료 혹은 교신 자수에 따라 부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NCP인 LYRASIS가 SCOAP3 학술지를 구독하는 도서 에 일일이 연락하여 학술지별 

재 구독료를 알려주고(각 도서 이 구독하는 패키지에 따라 개별 으로 측정한 비용

으로, 이를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들에게 SCOPA3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다. 많은 도서 이 참여요청을 받아들이므로 SCOAP3 분담 을 과하여 모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과한 분담 까지 SCOAP3에 달하는데 이는 분담 을 

지불하지 못하는 나라로 인하여 SCOAP3 학술지의 총출 비용이 부족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LYRASIS는 매 해년도 이와 같이 개별 도서 에 일일이 요청하여 분담

을 모으고 있다46).

(2) 중국

국은 최근 과학분야 R&D가 속히 성장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물이 증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향력을 확 하는데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부는 오 액세스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발표하 다. 컨 , 2006년 CODATA 

Beijing Conference에서 과학기술부(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장

43) 도서 , 아카이 , 박물 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 근, 리를 한 의체. 2009년에 설립된 비 리 조직임.

44) <http://www.lyrasis.org/SCOAP3usa>

45) <http://www.lyrasis.org/eResourcesandProducts/Pages/Open%20Access/SCOAP3.aspx>

46) Email 인터뷰. Ann Okerson(aokerson@gmail.com). Lyrasis SCOAP3 담당자.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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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연구 로젝트에 의해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에 하여 오 액세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 고, 2012년 국가 신회의에서 국 총리가 공공기 으로 생산된 모든 

과학정보가 오 액세스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기도 하 다. SCOAP3 참여

는 2013년에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를 신하여 기 조성과 리역할을 담당하는 

국립과학기술도서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y; NSTL)이 SCOAP3

에 사인하 다. 국은 1단계 SCOAP3 분담 을 액 국정부가 부담하 다(Zhang 

2014; Zhang 2016).

(3) 일본47) 

일본은 2011년 9월 21일 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NII), 

국가공사립 학도서 력 원회, 에 지가속기연구기구가 연명하여 SCOAP3에 EOI

를 제출하 고, 2012년 11월 NII가 3개 기 을 표하여 CERN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식 참가국이 되었으며, 3개 기 의 합의에 따라 NII가 일본의 NCP가 되었다. 재 

NII는 학도서  단체와 력하여 일본의 SCOAP3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에서 일본

의 SCOAP3 학술지 논문은 세계 체의 7.1% 고, 이에 따른 분담 은 781,000 유로

(약 8,591만엔) 다. 1단계 분담 은 SCOAP3 학술지 구독기 이 분담하 다. 기 별 

분담 은 각 도서 의 구독료에 기반하여 조정하 고, 비용부담은 학이 아니라 도서

이 하 다48). 이 분담  모 에 참여한 기 은 모두 34개 기 이었는데, 모 액은 

체 분담 의 70%에 그쳐 이 액만을 SCOAP3에 출연하 다. 1단계 참여기 의 액

은 아래와 같다. 

평균 기부 : 7,625.97유로(약 20유로 ~ 20,000유로 이상)

1,000 유로: 4개 기

1,000 ~ 4,999 유로: 9개 기

5,000 ~ 9,999 유로: 9개 기

10,000 유로 이상: 12개 기

47) APARC Japan의 SCOAP3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함
<https://www.nii.ac.jp/sparc/SCOAP3/survey02.html, 2016. 10. 7.>

48) Email 인터뷰. Yukinae YOSHIDA(yoshida@nii.ac.jp). NII SCOAP3 담당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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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재 국립 학도서 회, 공립 학 회도서 의회, 사립 학도서

회와 NII가 공동으로 2단계 사업 참여에 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49). 학도서

과 NII와의 제휴․ 력추진회의 원장(NII 소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여 2단계에

는 1단계 참여기 과 더불어 SCOAP3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의 소속기 도 

꼭 참여해  것을 요청하 다. 2단계 기부 액은 1단계 참여기 의 경우 1단계 분담

의 102% 이상을, 1단계 미참가 기 은 20유로 이상을 기부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 결정된 기부 액을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3년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요청

하고 있다. 한 SCOAP3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있는 소속기 은 반드시 

계속 참여 는 신규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기부 에 하여 력추진본부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2단계의 분담

을 기 간에 어떠한 기 으로 분담할지에 해서는 재 의 이라고 한다50). 이와 

같은 차를 거쳐 참여 기   각 기 의 분담 이 확정된 단계에서 CERN에 그 정

보를 달 한 후, NII를 표로 양해각서를 체결(2016년 12월 정)할 정이다. 한 

양해각서에는 참여 기  이름과 기부 을 모두 밝힐 정이라고 한다. 

(4) 영국

국의 공식 인 SCOAP3 트  기 은 STFC(Science &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51)와 JISC Collections52)이다. 이  JISC Collections이 NCP이다. SCOAP3 1단

계에 참여하기 하여 2013년 컨설턴트 Albert Prior와 Tony Kidd가 JISC Collections, 

출 사, SCOAP3, 국 내 도서 들과 의하여 국의 분담  리 방법을 도출하

다. 즉, SCOAP3 학술지 구독기 이 해당 학술지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액을 분담하

고 그 나머지 액은 STFC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JISC Collections는 SCOAP3 

학술지 출 사로부터 해당 학술지를 구독하는 도서  리스트를 확보한 뒤 해당 도서

에 연락하여 해당 학술지가 오 액세스됨으로써 출 사로부터 할인받았던 액만

49) 2016년 9월 21일 (수) ~ 10월 21일 ( ) <https://www.nii.ac.jp/sparc/SCOAP3/survey02.html>

50) Email 인터뷰. Yukinae YOSHIDA(yoshida@nii.ac.jp). NII Lyrasis SCOAP3 담당자. 2016.10.13.

51) 국의 고등교육기  연구지원  연구설비 지원기  <http://www.stfc.ac.uk>

52) 국의 고등교육  연구기 을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조달을 지원하는 상  라이센스 체결 서비스임
(https://www.jisc-collections.ac.uk/journals/:) JISC collections는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기 을 표하

여 온라인 학술지 라이센싱에 하여 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90년  반 온라인 학술지를 하

여 출 했던 기 콘소시엄형 이니셔티 를 승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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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을 JISC Collections에 보내달라고 요청하 다. 이 액은 SCOAP3 1단계에 3년간 

동일하게 용되었다. SCOAP3 2단계는 다른 방법으로 근하고 있다. 1단계의 근

방법은 구독 콘텐츠를 오 액세스로 환하는 단계에 용한 것으로 이제 SCOAP3 

학술지가 오 액세스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1단계에서 사용된 방법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2단계를 한 APC 분담 은 STFC의 지원 과 SCOAP3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 소속기 이 분담하기로 하 다. 분담 이 국에서의 SCOAP3 학술지 구독료보

다 더 많으므로, 자 소속기 들은 구독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부족 은 

STFC가 지불한다. 2014-2015년간 국 자의 논문은 연간 체 SCOAP3 학술지의 

7.1%를 차지한다. 이에 한 국가분담 을 모으기 하여 JISC Collections가 2016년 

4월 1일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SCOAP3 학술지에 논문을 출 한 자가 있는 기

을 선별하고 각 기 이 분담해야하는 비용을 산출하 다. 한 2016년 3월 31일에 

SCOAP3에 각 기 의 출 결과와 기 별 SCOAP3 분담  상 액에 한 정보를 제공

하 다. 이에 따라 분담 을 지불해야 하는 학은 모두 42개 기 이었고, 가장 분담 이 

많은 학은 University of Oxford로 체 액의 12%를 차지하는 18,046.79유로 다. 분

담 이 가장 은 학은 University of Aberdeen으로 체 액의 0.01%인 15.48유로

다53). 결과 으로 연구 심 학이 실질 인 기 제공자가 된 것이다. SCOAP3 2단

계의 기 별 최종 할당 액은 2014-2015년 기 별 SCOAP3 학술지에 출 한 비율에 

따라 정해졌다. 

(5) 기타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는 SCOAP3에 참여하지는 않고 호주국립 학을 비롯하여 

5개 기 이 개별 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국립 학의 경우 이 학의 연구자들의 

SCOAP3 학술지 논문수에 기반하여 정 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5개 

학이 국가분담  체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54). 

53) <https://www.jisc-collections.ac.uk/SCOAP3/UK-Payment-Management/>. 이메일 인터뷰. Jisc Collections 

Deputy director, Carolyn Alderson. 2016. 10. 11.

54) Email 인터뷰. Roxanne Missingham(Roxanne.Missingham@anu.edu.a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COAP3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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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OA 2020 이니셔티브

1) 베를린 12차 콘퍼런스와 OA 2020 이니셔티브

OA 2020 이니셔티 는 독일의 Max Planck Society가 주도하고 있는 구독기반 학

술지를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로 빠르고 순조롭게 환하여 2020년까지 구독 학술

지의 오 액세스 비 을 최소 90%까지 이루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개최된 베를린 12차 콘퍼런스(the 12th Berlin Conference)에서 OA 2020의 원

칙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과 체 인 방향은 ‘학술지에 한 규모 오 액세스 추진 

심표명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Large-sca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to Scholarly Journals; EOI)에 제시되어 있고 향후의 실천 차는 ‘로드맵’에 

제시되어 있다.

베를린 12차 콘퍼런스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19개국에서 학, 연구소, 연구후

원기 , 도서 , 출 사 등 학술출 과 련된 96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 는데 

주로 국가 라이선스 콘소시엄에서 참가하 다. 주요 의제는 구독 학술지를 오 액세

스 모델로 바꾸기 한 방법에 한 논의 다. 즉, 이 콘퍼런스는 도서 의 구독 산

을 APC로 환하기 한 합의를 도출하기 한 것이었으며, 회의 참여자들은 오 액

세스로의 환을 하여 력하고 국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에 원칙 으로 찬성하

다. 본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John Willinsky(Stanford University and the Public 

Knowledge Project)는 오 액세스 학술출 을 한 동모델 가능성을 발표하 고, 

Ivy Anderson(California Digital Library)은 북미지역 일부 기 의 APC 환에 한 재

정효과 측정 결과, 네덜란드의 Gerard Meijer(Radboud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은 VSNU(the Association of Dutch Universities)와 출 사간 상사례를 발표하

다. Ralf Schimmer(Max Planck Digital Library)는 OA 2020 로드맵 안을 발표하

다. 로드맵 안에서는 각 나라가 어떻게 구독 산을 오 액세스 출  펀딩으로 

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 고, 이러한 환이 국제 인 커뮤니티에 의해서만이 아니

라 각 조직  지역과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러나 OA 2020 이니

셔티 의 원칙은 동의하나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비용을 감해주는 것인지에 한 

근거 부족과 지속가능성, 투명성의 문제에 한 논의도 이루어졌다55).

55) Report on Berlin 12 Open Access Conference(December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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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A 2020 이니셔티브의 배경 및 목적

OA 2020 이니셔티  홈페이지(http://OA2020.org/about/)에서는 OA 2020 이니

셔티 를 왜 시작하 고, 무엇을 목 으로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배경 

지난 10~15년간 원칙으로서의 오 액세스에 한 비 은 비교  잘 정착된 것으

로 보이나 실천으로서의 오 액세스는 그 지 못하다. 여 히 근과 이용이 제한

인 통 인 구독기반 출 시스템이 번창하고 있다. OA 2020 이니셔티 는 출 시스

템과 자 흐름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OA 2020 이니셔티 는 구독기반 출 이 인

쇄본 학술지를 물리 으로 배포하던 시 에 맞추어진 것(인쇄본 시 의 편집, 인쇄, 

배송에 맞추어진 비용지불)이며 디지털과 인터넷 환경에서의 생산, 배포, 소비의 방

식에 더 이상 합하지 않으므로 궁극 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해로

부터 출발하 다. 인터넷 환경은 배포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제공하므

로 불필요한 근제한에서 벗어나 시 에 걸맞은 출 산업 즉, 용이한 배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A 2020 이니셔티 는 재정 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 기존의 학술지 출 에 소요되는 

비용만으로도 오 액세스 출 으로의 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측하 다(Schimmer, 

Karin and Vogler 2015). 즉 오 액세스로 환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기가 없을 수 있

고 심지어 체 비용을 조  더 낮출 수 있다고도 보았다.

(2) 목적

OA 2020 이니셔티 는 SCOAP3가 고에 지 물리학 분야의 일부 학술지에서 성공

으로 이루었던 방법을 규모 학술지를 상으로 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존

의 구독료를 오 액세스 펀드로 환함으로써 구독 학술지를 오 액세스 학술지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독기반 출 에서 지불하던 구독료를 이제는 피어리뷰 

리, 편집, 오 액세스 논문의 배포 등 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환하자는 것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publications/2015.12.18.-Berlin12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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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가능성

OA 2020 이니셔티 는 출 차나 학술지나 출 사의 역할 그 자체를 변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 의 흐름만을 바꾸는 것이므로 재의 출 시스템을 평화롭게 

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계의 학과 연구기 이 도서 과 함께 기

의 자 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공의 열쇠를 쥐

고 있다. 이들 기 들이 함께 참여하다는 로벌하고 범 한 합의 즉, 학술지 구독

에 지출하 던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재할당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 OA 2020 이니셔티 는 성공할 수 있다.

일부 출 사는 이러한 환을 매우 환 하지만  일부는 다소 주 하면서 학술기

으로부터의 신호 즉, 문 인 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한 비용이 계속 지원

될 것이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요한 시작단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학

과 연구기 , 그리고 도서 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3) 현황

베를린 12차 콘퍼런스 이후 2016년 3월 21일까지 31개 기 , 8월 26일 재는 64개 

기 이 심표명의향서(EOI)에 서명했거나 는 그들의 지지를 공식 으로 선언하

다. 한국에서는 국립 앙도서 , KISTI, 서울 학교 도서 , C.O.D.E의 4개 기 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독일은 Max Planck Society를 비롯하여 19개 기 , 네덜란드는 

6개 기 , 노르웨이는 7개 기 , 스페인은 4개 기 ,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 등 국제기 에서는 3개 기 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외 오스트리아, 칠 , 

덴마크, 핀란드,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스 스, 터기, 바티칸국 등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참여의사를 밝힌 기 은 학 혹은 도서 , 연구단체, 기 지원 기  등 다양

하다(<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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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 명 참여일자 국가별

Austria
Austrian Science Fund (FWF) 2016-03-21

2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ustria (IST Austria) 2016-04-06

Chile Universidad de Santiago de Chile (USACH) 2016-04-01 1

Czech 

Republic

MAGNANIMITAS Assn. 2016-08-12
2

The Czech Academy of Sciences 2016-08-22

Denmark Denmark’s Electronic Research Library (DEFF) 2016-03-21 1

Finland FinELib consortium 2016-04-20 1

Germany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2016-03-21

19

Beilstein-Institut 2016-03-23

Bielefeld University 2016-03-31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2016-03-21

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IBB) 2016-08-15

Fraunhofer-Gesellschaft (FhG) 2016-03-21

German Council of Science and Humanities (Wissenschaftsrat) 2016-03-21

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 2016-03-21

German Quaternary Association (DEUQUA) 2016-08-23

German Rectors’ Conference (HRK) 2016-03-21

German Society for Pre - and Protohistory (DGUF) 2016-03-23

Helmholtz Association 2016-03-21

Hugo Grotius gGmbH - gemeinnützige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Rechtswissenschaften
2016-07-20

Johannes Gutenberg - Universität Mainz 2016-06-02

Leibniz Association 2016-03-21

Mainzer Wissenschaftsallianz 2016-07-26

Max Planck Society (MPG) 2016-03-21

Technische Universität Braunschweig 2016-04-26

University of Kassel 2016-04-27

India Open Access India 2016-05-20 1

International
European Geosciences Union (EGU) 2016-03-22

3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 2016-03-21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016-05-12

Italy Foundation Telethon 2016-03-21 1

Japan
JUSTICE: Japan Alliance of University Library Consortia for 

E-Resources
2016-08-09 1

Netherlands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VSNU) 2016-03-21

6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NWO) 2016-03-21

Radboud University, Nijmegen 2016-05-10

UKB (Dutch consortium of the thirteen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2016-03-21

University of Twente 2016-06-14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16-04-19

Nigeria Covenant University, Ota 2016-07-20 1

<표 4-4> OA 2020 관심표명의향서(EOI) 제출기관 현황(2016년 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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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A 2020 관심표명의향서(EOI) 

OA 2020 이니셔티 에 참여하는 기 들을 하여 개발된 심표명의향서(EOI)는 

구독 학술지를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하여 그 동안의 

구독료를 오 액세스 출  펀드로 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학술지에 한 규모 오 액세스 추진 심표명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Large-sca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to Scholarly Journals; EOI)56)를 완

역한 것이다. 

56) <https://openaccess.mpg.de/2172617/Expression-of-Interest>

국가 기 명 참여일자 국가별

Norway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 In Norway (CRIStin) 2016-03-21

7

Oslo and Akershus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s 2016-03-21

The Norwegian Institute of Palaeography and Historical Philology 2016-07-20

UiT The Arctic University of Tromsø 2016-03-21

University of Bergen 2016-03-21

University of Oslo 2016-03-21

Wikimedia Norge 2016-04-13

Portugal Found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FCT 2016-03-21 1

South

Korea

CODE 2016-03-21

4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16-03-2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6-03-24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NU Library) 2016-03-21

Spain

Geological Survey of Spain (IGME) 2016-03-21

4
Institute of Health Carlos III 2016-03-21

National Institute for Agronomic Research (INIA) 2016-03-21

Spanish National Research Council (CSIC) 2016-03-21

Sweden
National Library of Sweden 2016-03-21

3Stiftelsen Riksbankens Jubileumsfond 2016-04-22

Stockholm University 2016-06-02

Switzerland
Swiss Academ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6-08-02

2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NSF 2016-03-23

Turkey ANKOS (Anatolian University Libraries Consortium) 2016-03-28 1

UK Jisc 2016-04-22 1

US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2016-07-20 1

Vatican City Pontifical Academies of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2016-03-21 1

참여기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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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한 규모 오 액세스 추진 심표명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Large-sca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to Scholarly Journals’)

과학  인문학 지식의 오 액세스에 한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과 그 이후 지 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학술연구논문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고 제한없이 이를 이용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구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오 액세스 출  랫폼들, 아카이 즈, 리포지터리 개발 등 오 액세스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학술지 출 에 있어서 오 액세스는 수 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학술지들은 여 히 근, 비용효율, 투명성, 이용제한 등의 측면에서 내재 인 

한계를 지닌 구독기반 사업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오 액세스의 장 을 완 히 확보하면서도 순조롭고 빠르게 그리고 학문지향 인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학술지가 구독에서 오 액세스로 환되어야 한다. 최근의 개발과 연구는 이러한 

환과정이 재 이용 가능한 자원 임웍 내에서 실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언문을 통하여, 우리는 구독 학술지의 오 액세스 환을 한 국제 인 이니셔티 를 수립하

는데 한 심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요 사항에 동의한다.

∙우리는 재의 다수의 학술지를 커뮤니티별 선호도에 따라 구독에서 오 액세스 출 으로 환

하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개선된 오 액세스 출 형태를 계속 지지한다.

∙우리는 학술지 구독에 소요되고 있는 재의 자 을 지속가능한 오 액세스 사업모델을 지지하는 

펀드로 환함으로써 이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 인 자 의 흐름을 재조직하

고, 소요되는 비용과 약된 액과 련하여 투명성을 수립하고, 과도한 출  장벽을 피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을 채택할 것이다. 

∙우리는 학술출 과 련된 모든 당사자, 특히 학문과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빠르고 효율

인 환에 함께 하고자 하는 학, 연구기 , 기 제공자, 도서 , 출 사를 청할 것이다. 

환 과정을 한 구체 인 단계와 요한 시 은 이 이니셔티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개발될 로드맵

을 통하여 밝힐 것이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 가 학술커뮤니 이션과 연구평가를 향상시키는 학술출

시스템을 보다 깊이 있게 발 하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 OA 2020 로드맵57)

OA 2020 로드맵은 활성화단계 즉, 베를린 12차에서 13차 회의(2016년 12월) 기간

에 각국에서 추진해야 할 단계별 활동에 하여 제시하고 있다(Schimmer & MPDL 

Team 2015). 이에 따르면 1단계는 임웍을 구성하는 단계로 국가 내에 환 네트

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기 의 연구출 물과 비용흐름에 한 분석 단계

이다. 3단계는 기 의 자 흐름을 재조직하고 구독료와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57) <http://OA 2020.org/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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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통합 리하는 것이다. 4단계는 통합 리된 출 비용을 토 로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5단계는 다른 기 과 연결하여 력하고 경험을 교환할 

것이다. 다음은 OA 2020 로드맵을 완역한 것이다. 

OA 2020 로드맵

A. 서문

이 로드맵은 ‘ 심표명의향서’를 보완하는 것이다. 즉, 구상하고 있는 오 액세스로의 환을 비하

기 하여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 인 단계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한 것이다. 아래에

서 설명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문서는 주로 연구기  내에 있는 도서 에 맞추어져 있다. 이 

로드맵은 실시간 문서로서 계획된 것이다. 재로서는, OA 2020 환을 향한 기 단계인 ‘활성화 

단계(activation phase)’에 을 두고 있다. 재, 이 로드맵은 주로 Berlin 12차 회의와 2017년 Q1

으로 정된 다음 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 다음의 와 같이 필수 인 단계별 

사항이 밝 져 있는 다른 오 액세스 권고사항과 정책문을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출 물에 한 오 액세스에 한 유럽 학연합 로드맵(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R오

액세스dmap on Open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2016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오 액세스로의 환을 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 for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in Austria) (2016년 5월)

∙2016년 네덜란드 EU 의장을 한 LERU 선언문: 크리스마스는 끝났다. 연구기 은 출 사가 아니

라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LERU Statement for the 2016 Dutch EU Presidency: Christmas is Over. 

Research funding should go to research, not to publishers!) (2015년 10월)

∙연구출 물의 오 액세스에 한 과학 유럽 원칙(Science Europe Principles on Open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2015년 5월)

∙출 물에 한 오 액세스를 향한 로벌 리서치 카운슬 살업계획(Global Research Council Action 

Plan towards Open Access to Publications) (2013년 5월)

∙오 액세스에 한 RCUK 정책(RCUK Policy on Open Access) (2012 진행 )

B. 환은 도서 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구독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목표를 두고 개념을 분

명히 하고 극 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 히 세계 부분의 연구도서 들은 구독시스템

에 깊이 기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 액세스 출 시스템으로의 환이라는 목표를 인지하고 채택

해야 한다. 오 액세스를 지원하는 스킴이 마련되어 있는 기 조차도 단지 재 수서 산과 라이선

싱 행이 오 액세스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필

요가 있다. 오 액세스는 해마다 학술지 구독료에 들이는 규모 자 을 재할당 하지 않고서는 규

모로 실화될 수 없다. 도서 은 구독시스템에서 유동성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수서

산을 오 액세스출  서비스에 재투자하는데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도서

은 한 오 액세스 출 시스템에서 유동성의 조정자가 될 운명을 지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

면 필수 으로 리해야 하는 출 사와 직원채용과 련한 경험과 기술을 도서 이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들의 역할, 책임, 로 일, 업무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의미있는 도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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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로드맵에 있어서 핵심 요소들

다섯 가지 핵심 활동 역이 있다.

(1) 임웍: 이 이니셔티 에 념하여 여러분의 나라에서 환 네트워크를 수립할 것

∙여러분의 기 이 ‘ 심표명의향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

∙다른 조직도 사인하도록 요청할 것, 자발  활동과 로비활동을 시작할 것

∙여러분의 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오 액세스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확장할 것

∙여러분의 나라에서 기  간의 환 네트워크들을 수립할 것(국가연구회의나 그와 같은 곳으로부터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이상 이지만, 아마도 담워킹그룹일 것임); 이것이 국가수 에서 ‘허 ’와 

‘엔진’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국가연락책(National Contact Point, NCP)을 설정할 것; 이 역할은 한 곳 혹은 

여러 곳에서 수행될 수 있다. NCP 개념은 SCOAP3에서 차용한 것으로 여러분의 작업을 다른 나라

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것이다. 이들 NCP들과 함께 로벌 OA 2020 NCP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

고, 이 네트워크는 용 리스트서 (ncp@OA 2020.org)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분석: 출 결과물과 비용흐름에 해 좀 더 잘 이해할 것

∙데이터 분석 능력 개선: 일반 으로 도서 은 그들의 연구자들이 출 하고 있는 곳에 하여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오 액세스 유율과 출 사 배포 측면에서 출 결과물 감독

∙ 행 출 시스템의 비용에 하여 포 으로 개 할 것( 를 들면, JISC Collections와 다른 당사

자들이 국에서 분석한 것처럼 ‘총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3) 재조직: 여러분의 자 흐름을 재조직할 비를 할 것

∙오 액세스 기 을 도입(아직 확립되지 않는 곳일 경우)

∙출 기 과 병합될 구독 산에 한 장벽 제거; 구독과 오 액세스 지불 은 하나의 리 하에 통

합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할 것

∙학술출 비용을 리(투명성)하고 분석하는 실행메커니즘( 를 들면, ‘독일 APC 이니셔티 ’나 

‘호주 과학기 (Austrian Science Fund)’이나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처럼 오 액세스 지

불 을 문서화하고 사례로 구축)

∙‘공정한 APC 시장을 한 조건을 분명하게 할 것(APC, article processing charge, 는 출 비용; 구

독료가 없는 경우에 논문을 오 액세스 시키기 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지칭하는 일반 인 용어임)

∙APC 한도를 정하거나 공동펀딩스킴을 한 개념을 개발할 것(올바른 인센티 를 정하기 하여)

∙여러분의 개선된 출 데이터(‘분석’ 단계에서 도출된)에 기반하여, 비용 모델링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작할 것; 즉, 비용 감이 상되는 역과 그 감  일부로 공백을 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찾아낼 것

∙비 APC 기반(non-APC-based) 오 액세스 출 모델을 지지하고 지역과 지방의 오 액세스 출 사

와 학술지를 지원하기 하여 지역의 공공펀드를 조성할 것 

(4) 상: 상에 있어서 출 사와의 계를 재고하여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것

∙출 사 정서에 구독과 오 액세스를 결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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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A 2020 시나리오

베를린 12차 콘퍼런스에서 Web of Science(WoS) 학술지를 오 액세스로 환하

는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다(Schimmer & MPDL 2015).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재 

구독기반 학술지 환경에서 소요되는 비용보다 오 액세스 출  환경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다. 재 구독기반 학술지 환경에서 WoS 학술지 논문에 드는 체 

산은 76억 유로이며, WoS 학술지 논문 수는 150만개( 체 논문 수: 200만개)이므로 

WoS 학술지 논문 한편 당 5,000 유로( 체 논문 한편 당 3,800 유로)가 소요된다. 

그런데 이 논문을 오 액세스로 환할 경우 기본 산 40억 유로와 유보  45% 정

도가 소요된다. 이는 200만개의 논문 1편당 APC를 2,000유로로 산정한 결과이다. 따

라서 90%의 논문을 오 액세스로 환할 경우 28억 유로의 유보 과 40억 유로를 

합하여 총 68억 유로가 소요되므로 재 구독 산인 76억 유로보다 은 비용이 소

요된다((그림 4-5)~(그림 4-7) 참조). 

∙여러분의 혼합형 출 비용이 구독료 비 ‘오 셋’이 되도록 요구할 것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같은 련된 개념들을 고려할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악하려면 우선 다른 기 이 근한 방법과 그들의 성공을 면 히 모니터할 

것(ESAC는 따라할 가치가 있는 이니셔티 임, JISC Collections의 ‘Principles for Offset Agreements’  

한 매우 도움이 될 것임)

(5) 공유: 다른 기 과 연결하여 력하고 경험을 교환할 것

OA 2020은 여러 국가간 그리고 많은 이해당사자간의 지구  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 간, 국가간에 연결하여 일하는 것이 필수 이다. OA 2020은 진정한 로벌 네트워크, 즉 

국가수 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네트워킹이 국제 으로도 이루어지게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업은 National Contact Points (NCPs)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OA 2020 네트워크의 출 을 지

지해주시고 국가  수 에서이든지 는 여러분의 국가의 NCP의 하나로서든지 어느 곳에서나 연결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건 , 참여해주십시오!

2016. 3. 21. 마지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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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WoS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전환 비용에 대한 시나리오

(그림 4-6) 전 세계 구독기반 시장에서 WoS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비중

(그림 4-7) WoS 학술지 논문의 90%를 오픈액세스로 전환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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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은 2017년 에 Berlin 13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년 동안 

심표명의향서(EOI)에 각국 주요 기 의 참여 서명을 받아 출 사와 상을 하며 추

진 체계를 정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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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지 까지 구독 학술지를 골드 오 액세스 출 으로 환하기 한 다양한 노력들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력체제와 로벌 차원의 력체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력체제는 하이 리드 학술지의 더블 디핑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학술지 출 사와 구독 콘소시엄간에 오 셋 계약을 체결하기 한 것이다. 성공

인 사례로 자주 언 되고 있는 네덜란드 VSNU의 방식은 도서 이 아니라 학연합체

가 주축이 되어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과 국가  차원에서 자국

에서 생산한 연구논문을 모두 골드 오 액세스로 출 하겠다는 분명한 비 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연구후원기 에서 공공기 이 지원된 학술지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한

다는 강제규정도 도입하고 있었다. 한 네덜란드 VSNU에 참여하고 있는 학이 모두 

국립 학이었다는 에서 네덜란드는 공공 근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골드 오 액세스

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 JISC는 2016년에 Springer와 골드 오 액세스 출  

약을 체결하 다. 이를 통해 JISC 의체에 포함된 기 의 모든 자들이 Springer 

학술지에 오 액세스로 논문을 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은 

지 까지의 콘소시엄 구독료와 각 기 의 APC를 통합하여 자 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근하고 있다. 즉, 그 동안 APC를 지원하던 

연구후원기 과 구독 콘소시엄이 공동으로 학술지 출 사와 약을 맺었는데 연구후

원기 의 지원을 받은 학술지 논문과 구독 콘소시엄의 소속 기 의 연구자들의 학술지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논문출 비용을 기 지원기 의 APC 

기 과 도서 의 구독료로 지불하고 있다. 

한편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 셋 계약들은 학술지 출 사에 따라 그 세부 인 

내용과 방법이 상이하 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 찰할 수 있는 공통된 사항은 도서

의 학술지 구독료와 연구후원기 ( 학 혹은 연구지원기 )의 APC를 공동으로 

리하면서 동일한 학술지 논문에 하여 APC 지불과 구독료 지불이 이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연구후원기

과 학에서 오 액세스 확산을 하여 조성한 APC 기 이 오 액세스 논문을 확

하는 것에는 일정한 정도로 기여하 으나, APC 기 에 상응하는 정도로 도서 의 

학술지 구독료가 낮추어지지 않았다는 , 따라서 오히려 체 으로 총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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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졌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국가 차원의 력체제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먼  네덜란드 VSNU는 네덜란드 연구자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출 으로 참여 학교가 모두 국립 학이고 공공기 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

개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 JISC Collections는 JISC 력체에 가입한 기  소속 연구

자의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출 을 한 학도서 의 구독 콘소시엄의 오 셋 계약

이다. 오스트리아 FWF는 해당 력체제에 가입한 기 의 자  연구후원기 으로

부터 기 을 받은 자의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출 을 한 것으로 APC 등 오 액

세스 정책을 명확히 가지고 있던 연구후원기 과 학도서  연합체가 력한 오 셋 

계약이다. 

구분 주요 특징

네덜란드 

VSNU

- 네덜란드 연구자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출 임

- 네덜란드는 학이 모두 국립 학교임

- VSNU의 오 액세스는 곧 공공기 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개차원에서 추진됨

국 

JISC collections

- JISC 력체에 가입한 기 의 자논문에 한 오 액세스 출 임

- 학도서 의 학술지구독 콘소시엄을 통한 오 셋 계약임

오스트리아 

FWF

- 력체 가입한 기 의 자  연구후원기 으로부터 기 을 받은 자의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출 임

- APC 등 오 액세스 정책을 명확히 가지고 있던 연구후원기 과 학도서 연합체가 

력하여 오 셋 계약을 이루어냄

<표 4-5> 국가 차원의 협력체제 특징

지 까지 제시한 국가 차원의 력체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 리드 오 액세스 출  모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이미 

APC를 지불하고 있는 기 에 용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당 력체제에 포함된 기

의 자에 해서만 용될 수 있다.

한편,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력들은 하이 리드 학술지가 지속

되는 상황을 래하고 이들 학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는데 기여

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하이 리드 학술지 방식의 오 액세스를 완 한 오 액세

스 학술지로 환하기 하여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로벌 차원의 력을 통하

여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마련하고 학술지 출 사와 상할 필요가 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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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력체제는 특정 학술지군

을 상으로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는 것으로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목 으로 추진된 노력이 SCOAP3과 OA 2020 이니셔티 이다. SCOAP3은 고

에 지물리학이라는 매우 제한된 분야의 10종의 학술지에 하여 실험 으로 추진

되었으나 상당한 성공을 거둔 로벌 력체제이다. 반면 OA 2020 이니셔티 는 

WoS 학술지 체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하여 2016년부터 시작

된 이니셔티 로서 SCOAP3에서처럼 WoS 학술지의 국가별 자분포에 따라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의 APC 분담 을 어떻게 조

성할 지에 해서는 SCOAP3에서처럼 으로 해당 국가에 맡기고 있다. SCOAP3 

분담  조성은 각국의 NCP를 심으로 그 나라 환경에 합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

다. 컨  국은 SCOAP3 학술지 구독 도서 이 해당 학술지가 오 액세스되면서 

받은 할인 액 만큼을 모 하는 방식(1단계)과 SCOAP3 학술지 논문의 소속기 과 

STFC라는 연구후원기 이 함께 지불하는 방식(2단계)을 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은 NCP가 SCOAP3 학술지를 구독하는 도서 에게 SCOAP3에 참여해달라고 요청

하고 해당 도서 이 이에 부응하여 기 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지정된 분담  이상

의 액을 SCOAP3 본부에 달하고 있다. 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 으로 

분담 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은 1단계는 학술지 구독기 이 분담하고, 2단계는 학

술지 구독기 과 SCOAP3 학술지 논문 자의 소속기 이 모두 참여하여 비용을 분

담할 정이다.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차원의 력체제들의 주요 특징

을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SCOAP3의 경우에는 고에 지물리학이라는 특정 분야

의 권 가 있는 10종의 학술지를 상으로 하며 CERN이라는 확실한 추진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앙집 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OA 2020 이니셔티 의 경우에는 SCOAP3

와 달리 WoS에 등재된 규모 학술지군을 상으로 하며 독일의 막스 랑크 디지털

도서 이 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로서는 분산형으로 확실한 주체가 없다고 

보이며 이에 참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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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특징

SCOAP3

- 특정 분야 학술지를 상으로 함

  : 고에 지 물리학의 권  있는 학술지

- 앙집 형으로 CERN이라는 확실한 추진주체가 있음

OA 2020

이니셔티

-  분야 학술지를 상으로 함 

  : WoS 등재된 권  있는 학술지

- 분산형으로 재까지는 확실한 추진주체가 없다고 보이며 각국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음

<표 4-6>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제 특징

지 까지 살펴본 로벌 력체제가 가진 공통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 리드 학술지가 아닌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을 목표로 한다. 둘째, 학

술지에 투고한 자수를 기본으로 오 액세스 분담 을 산정한다. 셋째, 투고 자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분담 이 많으나 오 액세스 효과는 클 수 있다. 넷째, 확실한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 국가별로 가 먼  시작할 지에 한 치 보기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력체제와 로벌 차원의 력체제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 은 오 액세스 출 을 하여 기존에 별도로 운 하던 APC 기 을 도서 의 

구독료와 연계하고 있다는 이다. APC를 지원하는 기 의 입장에서 보면 기 지

원의 효과가 도서 의 구독료에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도서 의 입장

에서 보면 그동안 오 액세스 출 의 성과를 수동 으로 리려고 했던 것에서 구독

료를 APC로 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오 액세스 출 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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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5.1 국내 오 액세스 환경

5.2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 응 방안

5.3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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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본 장에서는 지 까지 살펴본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한 국내 응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먼  국내 오 액세스 환경을 살펴본다. 구체 으로 

1)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국내․외 학술지 출   유통 황, 2) 국내 법제도  

공공기  지원기 의 오 액세스 정책 황, 3) 근래에 등장한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인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에 국내 

참여 황을 살펴본다. 이를 토 로 국내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를 한 

법제도  공공기  지원기 의 세부정책안, 오 액세스 진흥을 한 지원 환경 조성

안, 그리고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인 SCOAP3

와 OA 2020 이니셔티 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국내 오픈액세스 환경

5.1.1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국내 ․ 외 학술지 출판 및 유통 현황 

여기서는 국가연구개발성과정보58)를 제공하는 NTIS를 활용하여 2016년 10월 기

,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국내․외 학술지로의 출   유통 황을 조

사하 다.

58) <http://roots.ntis.go.kr/index.do> 2016.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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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학술지로의 출판 및 유통 현황

국가연구개발성과정보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출 된 학술지 논문

은 지난 10년간 702,651건이며 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206,147건(29%), 

국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496,504건(71%)으로 국내보다 국외 학술지에 발표되

는 논문이 약 2.4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학술지 논문 에서 SCI 학술지

에 발표된 논문은 460,646건으로 체의 66%에 이르 고, 이 논문은 거의 모두가 국

외의 SCI 학술지에 발표되었다(61%). 즉, 과거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출

된 학술지 논문의 71%가 국외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  SCI 학술지 논문이 61%

를 차지하고 있다(<표 5-1> 참조). 

년도
R&D학술

논문 체

국내

학술지논문
비율

국외

학술지논문
비율 SCI논문 비율

국내

SCI논문
비율

국외 

SCI논문
비율

2016 19,737 5,051 26% 14,686 74% 14,950 76% 1,236 6% 13,714 69%

2015 101,486 26,075 26% 75,411 74% 73,808 73% 4,860 5% 68,948 68%

2014 97,713 27,353 28% 70,360 72% 68,802 70% 4,418 5% 64,384 66%

2013 65,671 19,092 29% 46,579 71% 42,230 64% 2,700 4% 39,530 60%

2012 74,623 22,290 30% 52,333 70% 50,319 67% 3,399 5% 46,920 63%

2011 71,082 23,722 33% 47,360 67% 46,267 65% 3,328 5% 42,939 60%

2010 64,278 19,820 31% 44,458 69% 42,009 65% 3,180 5% 38,829 60%

2009 69,676 23,333 33% 46,343 67% 44,165 63% 3,015 4% 41,150 59%

2008 65,834 25,923 39% 39,911 61% 42,376 64% 5,371 8% 37,005 56%

2007 72,551 13,488 19% 59,063 81% 35,720 49% 3,519 5% 32,201 44%

계 702,651 206,147 29% 496,504 71% 460,646 66% 35,026 5% 425,620 61%

<표 5-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출 된 논문의 연간 증가 추이를 보면, 2007년에 약 7만

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약 10만건으로 약 1.4배 증가하 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 

추이는 주로 국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증가율이 반 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체 논문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비 은 어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외 학

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국외 SCI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비 이 크게 늘고 있다((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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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 증가 추이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정보를 제공하는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

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  원문의 황도 제공하고 있다. <표 5-2>에서와 같이 체 

학술지 논문 702,651건 에서 원문이 제공되는 학술지 논문이 426,567건(61%)이며, 

국내 학술지보다 국외 학술지의 원문 제공률이 높고 특히 국외 SCI 학술지의 원문 

제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 학술지 논문의 원문이 NTIS에

서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원문이 공개되고 

있으나 다수는 그 지 않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 에

서 일부는 오 액세스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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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R&D학술논문 

체
 원문 수 비율

체 학술지의 원문 수 SCI 논문의 원문 수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2016 19,737 3,665 19% 564 3% 3,665 19% 167 1% 3,627 18%

2015 101,486 49,610 49% 9,512 9% 49,610 49% 3,575 4% 47,964 47%

2014 97,713 65,712 67% 18,926 19% 65,712 67% 4,196 4% 62,626 64%

2013 65,671 43,853 67% 15,464 24% 43,853 67% 2,676 4% 38,943 59%

2012 74,623 49,595 66% 18,565 25% 49,595 66% 3,282 4% 45,772 61%

2011 71,082 45,670 64% 19,680 28% 45,670 64% 3,235 5% 42,249 59%

2010 64,278 42,643 66% 16,125 25% 42,643 66% 3,054 5% 38,159 59%

2009 69,676 44,536 64% 19,153 27% 44,536 64% 2,862 4% 40,231 58%

2008 65,834 36,062 55% 22,312 34% 36,062 55% 5,255 8% 34,057 52%

2007 72,551 45,221 62% 13,434 19% 45,221 62% 3,508 5% 29,227 40%

계 702,651 426,567 61% 153,735 22% 426,567 61% 31,810 5% 382,855 54%

<표 5-2>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원문 수 

이와 같은 상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만 한다는 법

률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학술지 

논문은 그것이 공개되어 리 이용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이 연구자의 뜻에 부합하

고 연구의 발 에 기여하며  국가 으로는 국내 연구성과물이 리 인용되어 이를 

통해 국가의 상을 높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국내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성과물이 국외의 구독 학술지에 출 되는 경우 학술지 논문을 보기 해서 학과 연

구기 이 구독료를 지출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어도 공공기 을 지원받은 학술지 게재 논문이 의무 으로 오 액세

스될 수 있도록 오 액세스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공공기  지원기  차원에서 의무

이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학술지로의 출판 및 유통 현황

공공기 을 지원받은 학술지 게재 논문이 국내에서 상업 으로 유통되는 문제는 

정경희의 연구결과(2010)에서 다루어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상용DB를 통하

여 배포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의 18%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이었다. 물

론 이러한 학술지 논문  일부는 NTIS를 통하여 무료로 공개되고 있기도 하지만, 



 제 5장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181

이것이 국가의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오 액세

스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KISTI와 학술지 출 사간의 원문 공개를 

한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술지 출 사의 요구에 따라 언

제든지 해당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도 국민의 세 으로 연구를 수

행하고 그 결과로 출 한 학술지 논문은 모든 사람이 무료로 근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오 액세스 정책이 수립되어 세 의 주체인 국민들이 생산에 한 비용과 이용에 

한 비용을 이 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손천익(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의 상당수는 그 학의 재정으로 출 되거나(46%) 부분 으로 학의 

재정지원을 받아 출 되고 있다(38%). 그런데 이러한 학부설연구소에서 출 하는 

학술지의 76%가 상용DB를 통하여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상용DB를 학

도서 이 구독하게 되는데 결국 그 학의 재원으로 출 된 학술지를 해당 학의 도

서 이 다시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5.1.2 국내 법제도 및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여기서는 2010년도에 수행된 우지숙의 연구결과를 토 로 국내 법령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에 제시된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 정책 황을 살

펴본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도출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새로

운 법률안을 토 로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의 수정사항에 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 다. 2016년에는 강선 과 원유형에 의해서 우지숙이 제안한 법률안에 

한 수정․보완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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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법률과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의 문제점

(1) 기존 법령 

기존 법령에서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근과 이용에 한 내용

을 담고 있는 규정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 ｢정책연구용역 리규정｣등이 있다. 먼  각 법령

마다 규율 상이 다르다는 문제 이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련된 연구성과물에 한 것이다.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

률｣은 한국연구재단 등 인문사회분야 주요 지원기 의 사업에 한 것이다. ｢정책연

구용역 리규정｣은 정부 부처가 자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규율 상이 다른 이들 법령의 공통된 문제 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 범 를 매우 제한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법령들은 공공기 을 지

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범 를 ‘최종보고서  요약서’로 제한 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 에 의한 2차  결과물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공개의무에서 벗

어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2)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의 경우 부분의 국립 학이 연구비 규정을 통해 연구비

를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학에 제출하도록 하지만, 공개에 한 별도의 규정은 없

다. 특히 학술지 게재 논문은 제출 의무도, 공개 의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학  KAIST, 서울 , 포항공 의 경우 자체 으로 구축한 기  리포지터리를 통해 

연구성과물을 공개하고 있지만, 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연구성과물은 근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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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

(1)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안) 제안의 이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법령마다 규율 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  선택일 수 

있다(우지숙 2010). 그 이유는 기존 법률을 개정할 경우 련된 법률이 다수이고, 이

들 간 상충요인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상호 계가 어 나면 입법목

을 유실할 험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정 법률안은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자

유로운 근과 이용을 제도 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학문의 발 , 민주

주의 발 에 기여할 것이다.  자신의 논문이 리 이용돼 명성과 학문  향력을 

키우려는 연구자, 학술지 상업화로 인해 산제약에 시달리는 도서 , 출 비용 상승

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 출 사, 공공기  투자성과의 측정과 리를 시하는 학

과 기  등이 모두 새로운 제정 법률안을 통한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자유로운 근

과 이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법률(안)의 내용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에 한 새로운 법률안인 ｢학술․과

학기술․정책연구 등에 한 일반 공 의 근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이하 ｢공

공이용 활성화법｣)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3>과 같다. 

｢학술․과학기술․정책연구 등에 한 일반 공 의 근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

제1조 법률의 목

이 법은 국가기 이나 공공기 의 출연 는 지원 등에 의해 산출된 학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정책분

야의 연구결과물(이하 ‘공공성과물’이라 한다)에 한 일반 공 의 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

화하여 학문과 문화의 발 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표 5-3>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의 내용(우지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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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성과물에 한 공공  근  이용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공 의 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의 용 상이 아닌 연구결과물에 한 근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계

공공성과물의 제출, 기탁, 일반 공 의 근과 이용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용한다.

제4조 공공성과물의 범

① 다음 각호에 의한 연구결과물을 공공성과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가기  는 공공기

에서 출연 는 지원되는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기 (그 소속기 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의 구성원이 그 

업무와 련하여 작성한 과학기술분야, 학술분야, 정책분야의 연구결과물

2.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그 체 는 개별 사업의 사업비 50% 이상 는 그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 원] 이상이 국가기  는 공공기 에 의해 출연 는 지원되고, 그 연구결과 생산

된 과학기술분야, 학술분야, 정책분야의 연구결과물

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나.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에 의한 학술진흥사업

다. 정책연구용역 리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사업

라. 기타 국가기 이나 공공기 이 출연 는 지원되는 학술, 과학기술 는 정책분야의 진흥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제8조에 의한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제1항 

제2호 라목에 포함되는 사업의 구체 인 범 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성과물의 제출

① 제4조의 연구를 주 하는 자는 해당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앙행정기

의 장(그 업무를 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에게 아래 각호의 연구성과물을 

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거나 근거법률에 연구성과물 제출

에 한 규정이 없거나 연구성과물 제출기 이 불분명한 사업에 따른 연구의 경우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치거나 연구의뢰기 에게 보고를 한 날 는 학술지 등에 게재 는 출 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의뢰기 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1.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보고와 실질 으로 동일하고, 학술지에 공표된 논문 는 최종 연구결과보고가 없는 

경우 공표된 학술논문. 다만, 학술지의 구체 인 범 는 공공성과물 이용활성화 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최종 연구결과보고와 실질 으로 동일한 내용의 학술 서로 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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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에 간보고, 유형  산출물 등 제1항에 의한 제출물 외의 사항

에 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연구를 주 하는 자는 본 조와 별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③ 앙행정기 의 장 등 연구의뢰기 (이하 ‘ 앙행정기 의 장 등’이라 한다)은 연구비 등의 출연 

는 지원에 하여 주 연구기  는 연구자 등과 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에 이 법률에 

의한 성과물 제출의무 등에 한 사항이 반 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제8조에 의한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연구

성과물의 제출방법과 범 , 제출 상인 공공성과물인지 여부에 한 단기 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성과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라 공공성과물을 제출받은 앙행정기 의 장 등은 공공성과물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 이 쉽게 근하여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결과의 내용이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비공개 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기술사상, 산업  아이디어 등의 

결과물  유형  결과물을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공공성과물에 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홈페이지,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에 의한 공공성과물에 한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운 하는 각 앙행정기 의 장 등은 소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에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앙행정기 의 장 

등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속,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앙행정기 의 장 등은 공공성과물에 한 구체 인 이용방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안: ‘이용’의 구체 인 범 를 정하지 않음.)

(2안: 이용자의 자유로운 복제, 배포, 공 송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경우 앙행정기

의 장 등은 상업  이용의 지, 내용변경  2차  이용을 지하는 조건을 붙여 이용자가 공

공성과물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공 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3안: 이용자의 자유로운 복제, 배포, 공 송신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 앙행정기 의 

장 등은 이용자가 공공성과물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공 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만, 

그 상업  이용, 내용변경  2차  이용을 지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7조 공공성과물에 한 권리

이 법률은 작성자의 공공성과물에 한 지 재산권 등의 권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아니한

다.237)

제8조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 원회

①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공 의 근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자문하고, 공공성과물 사업의 

범 에 한 규정을 심의하며, 이 법률의 용 상인 공공성과물 여부를 정하기 하여 교육과

학기술부 산하에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공 의 근과 이용활성화 정책에 한 자문사항

2. 공공성과물 사업 범 에 한 규칙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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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강선 과 원유형이 2010년에 우지숙이 제안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

에 한 수정 법률안을 제안하 다. <표 5-4>는 우지숙이 제안한 법률안과 강선 과 

원유형이 수정․보안하여 제안한 법률안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2010년 법률안(우지숙) 2016년 수정 법률안(강선 과 원유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 이나 공공기 의 출연 는 지원 등에 

의해 산출된 학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정책분야의 연구

성과물 (이하‘공공성과물’이라 한다)에 한일반 공 의 

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학문과 문화의 

발 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

개발사업으로 산출된 과학기술 ․ 학술 ․ 정책분야의 연구

성과물(이하 ‘공공성과물’이라 한다)에 한 일반 국민

의 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학문과 문화

의 발 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공공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공 의 

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 법의 용 상이 아닌 연구성과물에 한 

근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공공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국민의 

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 법의 용 상이 아닌 연구성과물에 한 

근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표 5-4> 2010년 법률안과 2016년 수정 법률안간의 비교 

3. 공공성과물의 범 와 정기 에 한 규칙에 한 사항

4. 공공성과물의 정에 한 사항

5. 이 법률 반자에 한 연구비 지 제한 등에 한 사항

6.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원회가 인정한 사항

③ 원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④ 원회의 원은 계 앙행정기 의 소속 공무원과 학계․연구계의 문가 에서 교육과학기

술부장 이 하며, 원장은 원들이 호선한다.

⑤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계 앙행정기  소속 원은 장 이 지정한 

직 에 있는 공무원이 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⑥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⑦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비의 지 제한 등

이 법률에 의한 공공성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로 제출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공

공성과물이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 는 주 연구기 에 하여 연구비의 지

을 지하거나 이미 지 한 연구비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 이내에 연구비를 

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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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성과물의 제출, 기탁, 일반 공 의 근과 이용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성과물의 제출, 기탁, 일반 국민의 근과 이용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용한다.

제4조 (공공성과물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의한 연구성과물을 공공성과물로 한

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가기  는 공공기 에서 출

연 는 지원되는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

외한다.

1. 국가기 (그 소속기 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의 구

성원이 그 업무와 련하여 작성한 과학기술분야, 학술

분야, 정책분야의 연구성과물

2.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그 체 는 개별사업의 사

업비 50% 이상 는 [ 원] 이상이 국가기  는 공공

기 에 의해 출연 는 지원되고, 그 연구결과 생산된 

과학기술분야, 학술분야, 정책분야의 연구성과물

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나.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에 

의한 학술진흥사업

다. 정책 연구용역 리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라. 기타 국가기 이나 공공기 이 출연 는 지원되는 

학술, 과학기술 는 정책분야의 진흥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제8조에 의한 공공성과물 이

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제1항 제2호 

라목에 포함되는 사업의 구체 인 범 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성과물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의한 연구성과물을 공공성과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가가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

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

우를 제외한다.

1. 국가기 (그 소속기 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의 구성원이 그 

업무와 련하여 작성한 과학기술 ․ 학술 ․ 정책분야의 연

구성과물

2.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그 체 는 개별사업의 사

업비 50% 이상 는 2억원 이상이 국가가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과학

기술 ․ 학술 ․ 정책분야의 연구성과물로 하되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나.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에 

의한 학술진흥사업

다. 정책 연구용역 리규정에 의한 정책연구 용역 사업

라. 기타 국가가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과

학기술 ․ 학술 ․ 정책분야의 진흥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제8조에 의한 공공성과물이용

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제1항 제2호 라

목에 포함되는 사업의 구체 인 범 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성과물의 제출)

① 제4조의 연구를 주 하는 자는 해당 연구의 지원근거

가 되는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앙행정기 의 장(그 

업무를 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에

게 아래 각호의 연구성과물을 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거나 근거 법률에 연

구성과물 제출에 한 규정이 없거나 연구성과물 제출

기 이 불분명한 사업에 따른 연구의 경우 최종 연구결

과보고서 작성을 마친 날 는 학술지 등에 게재 는 

출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의뢰기 에 연구성

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1.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보고와 실질 으로 동일하고, 학술지에 

공표된 논문 는 최종 연구결과보고가 없는 경우 공표

된 학술논문. 다만, 학술지의 구체 인 범 는 공공성과

물 이용활성화 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최종 연구결과보고와 실질 으로 동일한 내용의 학술

서로 출 된 것

② 해당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에 간보고, 유형  

산출물 등 제1항에 의한 제출물 외의 사항에 한 제출의

무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연구를 주 하는 자는 본 조와 

제5조 (공공성과물의 제출)

① 제4조의 연구를 주 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의 지

원근거가 되는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앙행정기

의 장(그 업무를 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

다) 등에게 아래 각호의 연구성과물을 서류 혹은 전자적

인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성과물 제출

에 하여 관련 법령, 규정, 협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

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학술지 등에 게재 또는 출판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의뢰 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1.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보고와 실질 으로 동일하고, 학술지에 

공표된 논문 는 최종 연구결과보고가 없는 경우 공표

된 학술논문. 다만, 학술지의 구체 인 범 는 공공성과

물 이용활성화 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최종 연구결과보고와 실질 으로 동일한 내용의 학술

서로 출 된 것

② 해당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협약서에 

간보고, 유형  성과물 등 제1항에 의한 제출물 외의 

사항에 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연구를 주

하는 연구기관은 본 조와 별도로 법령, 규정,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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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③ 앙행정기 의 장 등 연구의뢰기 (이하 ‘ 앙행정

기 의 장 등’이라 한다)은 연구비 등의 출연 는 지원

에 하여 주 연구기  는 연구자 등과 약을 체결

하는 경우, 그 약에 이 법률에 의한 성과물 제출의무 

등에 한 사항이 반 되도록 해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제8조에 의한 공공 성과물이

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제출 상인 공

공성과물인지 여부에 한 단기 을 정할 수 있다.

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③ 앙행정기 의 장 등 연구의뢰기 (이하 ‘ 앙행정

기 의 장 등’이라 한다)은 국가가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으로 지원에 따라 주  연구기  는 연구자 등과 약

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에 이 법률에 의한 성과물 제

출의무 등에 한 사항이 반 되도록 해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제8조에 의한 공공 성과물이

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제출 상인 공

공성과물인지 여부에 한 단기 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성과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라 공공성과물을 제출받은 앙행정기

의 장 등은 공공성과물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 이 쉽

게 근하여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결과의 

내용이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비공개 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등의 기술사상, 산업  아이디어 등의 성과

물  유형  성과물을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공공성과물에 한 데이터베

이스  인터넷 홈페이지,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

보증 등에 한 법률에 의한 공공성과물에 한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 하는 각 앙행정

기 의 장 등은 소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다른 데이

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용자

들이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인터넷 홈페이

지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에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앙행정기 의 장 등은 데이

터베이스의 상호 속,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앙행정기 의 장 등은 공공성과물에 한 복제, 배

포, 공 송신방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성과물의 활용)

① 앙행정기 의 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

성과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민 등이 쉽게 

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

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

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

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

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공공성과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좌동)

제7조 (공공성과물에 대한 권리) 

이 법률은 작성자의 공공성과물에 한 지식재산권 등

의 권리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성과물에 대한 권리) 

이 법률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

식재산창출자의 공공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어떠

한 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위원회)

①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공 의 근과 이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자문하고, 공공성과물 사업의 범 에 한 규

정을 심의하며, 이 법률의 용 상인 공공성과물 여부를 

정하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공공성과물이용

활성화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성과물에 한 일반 공 의 근과 이용활성화 정

책에 한 자문사항

2. 공공성과물 사업 범 에 한 규칙에 한 사항

3. 공공성과물의 범 와 정기 에 한 규칙에 한 사항

4. 공공성과물의 정에 한 사항

5. 이 법률 반자에 한 연구비 지 제한 등에 한 사항

제8조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위원회)

① 공공성과물에 한 국민의 근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자문하고, 공공성과물 사업의 범 에 한 규정을 

심의하며, 이 법률의 용 상인 공공성과물 여부를 정

하기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공공성과물이용활성

화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성과물에 한 국민의 근과 이용활성화 정책에 

한 자문사항

2. 공공성과물 사업 범 에 한 규칙에 한 사항

3. 공공성과물의 범 와 정기 에 한 규칙에 한 사항

4. 공공성과물의 정에 한 사항

5. 이 법률 반자에 한 연구비 지 제한 등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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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안하여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명확하게 들어

갈 수 있게 용어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사회의 부분 사람들이라는 의

미의 공  보다는 포 인 개념인 일반 국민을 사용함으로써 용범 를 확 하

다.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범 도 국가가 출연하거나 공공기 으로 지

원하는 재원이 50% 이상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은 법령 는 약에

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범 에 포함시

켜야 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하 다.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제출에 있어서도 련 법령, 규정, 약상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 출

물 구분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리 등에 한 규정 등을 용하여, 연구기간 종

료 후 는 학술지 등에 게재 는 출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의뢰기 에 제

출하도록 하고, 외 인 경우 공개를 제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다. 

6.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원회가 인정한 사항

③ 원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원으

로 구성한다.

④ 원회의 원은 계 앙행정기 의 소속 공무원

과 학계․연구계의 문가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하며, 원장은 원들이 호선한다.

⑤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계 앙행정기  소속 원은 장 이 지정한 직 에 

있는 공무원이 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⑥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⑦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원회가 인정한 사항

③ (좌동)

④ 원회의 원은 계 앙행정기 의 소속 공무원

과 학계․연구계의 문가 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

이 하며, 원장은 원들이 호선한다.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제9조 (연구비의 지급제한 등)

이 법률에 의한 공공성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로 제출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 은 공공성과

물이용활성화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 는 

주 연구기 에 하여 연구비의 지 을 지하거나 이

미 지 한 연구비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 이내에 연구비를 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비의 지급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 공공성과물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비의 지

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협약 상 공공성과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법령, 규정, 협약 상 공공성과물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기타 법령, 규정, 협약 상 공공성과물의 제출을 저해 ․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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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새로운 법률안의 적용 기관

앞서 제시한 새로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지 까지 기존의 개별 법

률에 의해서 규율되던 공공기  지원기 들이 새로운 법률의 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 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앙행정기 별 문기 , ｢학술진흥법｣

에 의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 앙연구원, 한민국학술원 등 주요 기 지원기 , ｢정

책연구용역 리규정｣에 의한 앙행정기  등이 포함된다.  국립 학도 새로운 법

률의 용 상이 된다. 

(2) 내부 규정의 수정사항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공기  지원기 이 수정해야 할 내부 규정은 필수사

항과 자율사항으로 구분된다. 필수사항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기탁

상(공개범 와 련), 기탁장소, 기탁시 , 기탁형식, 자와의 작권 계, 반시 

제재조치 등에 한 것이다. 이들 필수 수정사항은 새로운 제안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수정해 법률과 정합 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율 수정사항은 오 액

세스 비용 지원 연구등과 같은 기탁비용, 무료 이용 외에 CCL과 같은 자유이용 조건

을 추가할 것인가와 같은 기타조건에 한 것이다. 

5.1.3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세계 학순  100 권 학 가운데 43개 학에 오 액세스 정책이 있다고 알려지

고 있으나 한국은 오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 학은 극소수이다(권

태훈 2016). <표 5-5>는 2016년 8월 기 으로 OpenDOAR에 등록된 한국의 리포지터

리 구축 황이다. 이 가운데 학의 기  리포지터리는 모두 10개로 확인되고 있다. 

KAIST의 KOASAS, 서울 의 Open Repository and Archive, 고려  열역학물성 데

이터센터 등이 주요 기  리포지터리이다. 2014년에 국립 앙도서 의 OAK 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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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기  리포지터리 구축을 시작한 포항공 까지 포함한다

면 이들 4개 학은 재 학술지 논문에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번 리포지터리 건수 Pubs Confs Theses Unpub other 소 트웨어

1 KAIST KOASAS 167,614  +    DSpace

2 KCI  100       

3 KDI     +   

4 KIEP 73,073 +    +  

5 KIHASA  7,376    +  DSpace

6 KIPE  1,594    +  DSpace

7 KIST 38,049  +   + DSpace

8 KoreaMed Synapse  134       

9 KOTRA  3,436  +  +  DSpace

10 KRIBB  13,618    + + DSpace

11 KRIVET  486      DSpace

12 Science Attic  555     +  

13 Seoul Metropolitan Library  10,839 +   +  DSpace

14 UNIST  9,780  + +   DSpace

15 고려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 939,767  +     

16 서울  Health Repository  524    +  DSpace

17 서울  S-Space  79,233  + + + + DSpace

18 서울연구원  1,070    +  DSpace

19 아주  10,563   +  + DSpace

20 연세  의학도서  113   +   DSpace

21 울산  1,308   + +  DSpace

22 인하  30,363   +   DSpace

23 포항공  8,553   +   DSpace

24 한국농 경제연구원  6,260    + + DSpace

25 한국소비자원  4,124    +  DSpace

26 한국해양 3,385   +   DSpace

<표 5-5> 한국의 리포지터리 구축 현황(2016년 8월) 

2007년에 시작하여 2016년 재 구축 10년을 맞이한 KAIST의 KOASAS는 학술지 

논문 69,627건, 로시딩 73,671건, 학 논문 34,950건 등 합계 178,248건의 자료를 오

액세스로 제공하고 있다. 2015년 포항공 는 DSpace를 기반으로 OASIS라는 리포지터

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 다. 아직 기 단계인 OASIS의 콘텐츠 구성은 학술

지 논문이 30%, 로시딩이 1%, 학 논문이 68%, Working Paper가 1%, 기타가 1%이

다.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학 논문은 이미 dCollection에 원문이 축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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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기  리포지터리에는 메타데이터만 일  업로드하고 원문은 dCollection에 링

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온라인에 노출되는 정보로 학을 평가하는 Webometrics 

세계 학랭킹에서 포항공 는 OASIS 서비스 인 2015년 1월에 463 에서 서비스 

시작 후인 2015년 7월에 379 , 2016년 1월에는 375 로 순 가 상승되었다. 이는 기

 리포지터리가 정보의 가시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이진

솔 2015; 권태훈 2016). 한편, 주요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구성원에게 오

액세스 출 을 한 별도의 APC 지원을 하여 골드 오 액세스를 추진하는 학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내 학의 오 액세스 정책은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이 일부 학에서 실천되고 있을 뿐이어서 보다 많은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각 학은 구성원의 연구실 을 매년 제출받아 축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 형

태로 제출받아 이를 기  리포지터리와 자동 연계한다면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은 어

렵지 않게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학술지에 출 한 논문으로 엠바고 기간 제약

이 있다면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 게 수

집한 논문을 기  리포지터리를 통해 공개한다면 논문마다 피인용횟수가 증가하는 

등 자와 자의 소속 학의 인지도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수반될 것이다. 국과 

같이 연구후원기 에서 연구자에게 연구비 외에 별도로 APC를 주어 골드 오 액세

스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독 기 이 부담하는 

학술지 구독료 외에 추가로 APC를 지불하여 해당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는 것

이므로 더블 디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 APC 지원은 국가 차원

에서 도서  구독 콘소시엄을 통해 APC를 구독료에서 상쇄하는 오 셋 계약의 경험

을 쌓는 것이 장기 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학교가 오 액세스 정책 수립에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

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서울 학교에서는 2016년에 ‘서울 학교 오 액세스 정

책 수립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이는 학차원에서 오 액세스 정책의 수립과 

실천의지를 보여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서울 학교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

췌하여 제시하면 <표 5-6>과 같다(서정욱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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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앙도서 이 학술학술지 구독을 해 지불하는 비용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10배로 상승하 고 2015년의 구독료는 89억6천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오 액세스 학술

지에 출 하는 논문 수도 증가하면서 연구처에서 지원하는 투고료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7억원을 지불하 다. 학술논문의 구독료와 투고료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학술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무 심각하여 이에 한 극 인 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 학교는 우리나라 오 액세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학교에서 발표하는 SCI 논문  오 액세스 학술지에 출 하는 논문 비율이 15.9%로 세

계 평균(12.4%)보다 높다. ② 학술지 구독 비용과 출  비용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15년도 

학술지 구독료 69.6억원, 논문 투고료는 1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 출 비용  투고료 비율이 

13.3%로 국 학 평균 10%보다 높다. ③ 기  리포지터리 S-Space에 탑재된 논문 수는 79,221건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학교의 오 액세스 활동은 선진 외국의 주요 학에 비할 때 매우 부족하다. 오 액세

스 선언이나 정책 개발, 외 활동  홍보 측면에서 서울 학교의 활동은 미미하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구독료와 투고료 증가에 한 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략

서울 학교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오 액세스 확산  활성화를 한 노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오 액세스 이해 증진을 한 오 액세스 선언 추진: Harvard 학교의 사례와 같이 

서울 학교가 심이 되어 오 액세스 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OECD, GRC의 정책 방향에 

따른 서울 학교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2) 기존 유료 학술지의 오 액세스 환을 구하는 국제 력 사업 참여: 서울 학교가 Harvard 

학교의 Journal Flipping Project와 COPE 약, 그리고 독일의 Open Access Transition 사업 분야

의 국제 력에 극 참여하고 국내 다른 학교의 참여를 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콘소시엄 빅딜을 통한 출 사와의 력: 도서 은 학술지 구매를 해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출 사 입장에서는 핵심 고객이다. 따라서, 도서 은 출 사와 상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이런 

상력을 활용해서 오 액세스로 환을 앞당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과정에서, 

상 주체를 연구처장 혹은 앙도서 장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4) 오 액세스 출  비용 지원: 서울 학교 연구자들의 출 비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원 

확보와 지원 방식  시기에 한 추가 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서 의 구독료 빅딜과 연계

하여 출 사와의 상을 통하여 우리 학 연구자의 논문게재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5) 오  사이언스/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사업: 오 액세스 리포지터리와 함께 연구데이터를 탑

재하는 오  사이언스 사업도 필요하다. 한 서울 학교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오  데이터 사업

을 통해서 공개하고, 연구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사업  로벌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와의 력

을 통해서 서울 학교 발표 논문의 피인용 추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

6) 국내 학술지의 오 액세스: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만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도 자유롭게 유통되

<표 5-6> 서울대학교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 연구보고서(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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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연구보고서 내용을 정리하면, 오 액세스를 한 리포지터리 구축은 물

론이려니와 연구데이터도 함께 공개하는 오 사이언스를 지향하고 있다. 한 로

벌 오 액세스 동향에 발맞추어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인 APC를 지원하여 골드 

오 액세스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OPE 약에 참여함으로써 APC를 다른 

학과 공동으로 마련해 지원하는 것에 한 구체 인 내용도 담고 있다. 근래 독일

이 주축이 되어 추진 인 OA 2020 이니셔티 에 참여함으로써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에 동참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5.1.4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제 참여 현황

1) SCOAP3 

SCOAP3는 고에 지물리학 분야의 10종의 학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한 로벌 력체제로 10종의 학술지에 해서 구독 기 이 기존 구독료

를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환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기존에는 오 액세스 

학술지가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개별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SCOAP3

는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도서 과 연구후원기 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모든 

자들이 APC에 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SCOAP3은 국가별 분담  체계로 운 되는데 해당 

국가내에서 분담 을 어떻게 모 할지는 으로 해당 국가에 맡기고 있다. SCOAP3 

분담  조성은 각국의 NCP를 심으로 그 나라 환경에 합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는 비용으로 유통되는 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용 구조를 고비용 매 모델로 바꾸는 것은 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 발 을 해 

근거 심의 평가 모델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지도 오 액세스의 원칙을 지키되 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 의 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서울 학교의 오 액세스 활동을 해서는 연구처와 도서 이 력하는 (가칭) 오 액세스 정책 기

획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오 액세스 추진 장기 계획을 수립  국제 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학술발 을 해 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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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COAP3 운영 방식과 국내 분담금 

(출처: 2016 KESLI 자정보 포럼 자료집)

한국의 경우에는 SCOAP3 1단계(2014~2016)에 KISTI가 국가 NCP 역할을 하고 

국내 일부 학도서 들이 참여한 바 있다. (그림 5-2)는 2016년에 KESLI 자정보 

포럼에서 SCOAP3 운 자인 Alexander Kohls가 SCOAP3에 국내 참여 방식과 국내 

분담 을 제시한 것이다. 고에 지물리학 분야 출 물의 자 분포에 의거한 SCOAP3 

1단계에 한국 자의 기여 지분은 1.8% 다. 근거 문서는 HEP Authorship Working 

Paper에 있다. SCOAP3 총 산의 1.8% 지분은 99,000 Euro = 130mn KRW(1억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며 이 지분이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액이다. 국가별 분담   내역은 

https://scoap3.org/what-is-scoap3/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OAP3 2단계(2017~2019)

에 한국 자의 기여 지분은 2.3%로 상승하 다. 따라서 SCOAP3 2단계 동안 매년 분담

해야 하는 액은 124,000 Euro = 163 mn KRW(1억 6천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SCOAP3 1단계 참여를 한 국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활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 학도서 마다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유로는 책정된 분담 에 해 도서 에서 지불할 근거가 없고 분담 이 도서 의 

구독료라기보다는 자의 투고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서정욱 등 2016). 그

리고 SCOAP3 2단계에 국내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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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A 2020 이니셔티브 

OA 2020 이니셔티 는 SCOAP3가 고에 지물리학 분야 10종의 학술지에 성공한 

방법을 WoS 등재 학술지를 상으로 확 하고자 하는 것이다. OA 2020 이니셔티

는 WoS 학술지의 90%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하여 이제 막 시

작된 이니셔티 로서 SCOAP3에서처럼 WoS 학술지의 국가별 자분포에 따라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SCOAP3에서처럼 해당 국가 

분담 을 국가 내에서 어떻게 모 할지는 으로 해당 국가에 맡기고 있다. OA 

2020 이니셔티 를 주 하고 있는 막스 랑크 디지털 도서 은 WoS 학술지에 

한 한국의 분담 을 산출하여 제안한 바 있다(Schimmer & MPDL 2015). 한국의 

경우 2014년 WoS 학술지에 한국인이 교신 자인 논문 수는 47,018편이므로 논문 1

편당 APC가 1,300 유로인 경우 총 6,110만 유로(약 800억원)가 소요되며, 논문 1편

당 APC가 2,000 유로인 경우 총 9,400백만 유로(약 1,200억)가 소요된다((그림 5-3) 

참조). 

(그림 5-3) 한국인 교신저자 기준 WoS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전환에 따른 한국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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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2020 이니셔티 는 OA 2020 환 로드맵을 통해 다섯 가지 핵심활동( 환 네

트워크 수립, 출 결과물과 비용흐름 분석, 자 흐름의 재조직, 출 사의 상, 정보

의 공유)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 활동은 OA 2020 이니셔티 에 동참하는 환 네트

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먼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하

는 국내 기 들이 확 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립 앙도서 , KISTI, 서울

학교 도서 , C.O.D.E의 4개 기 이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하 다. 

그러나 그 외 심표명의향서(EOI)를 추가 으로 제출한 기 은 없는 상황이다. 이

런 상황에서 OA 2020 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

된 다섯 가지 핵심활동들이 국내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5.1.5 소결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국내․외 학술지 출   유통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국가연구개발성과정보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출 된 학술지 논문

은 지난 10년간 702,651건이며 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206,147건(29%), 

국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496,504건(71%)으로 국내보다 국외 학술지에 발표되

는 논문이 약 2.4배가 더 많았다. 즉, 과거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출 된 

학술지 논문의 71%가 국외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  SCI 학술지 논문이 61% 다. 

체 학술지  NTIS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는 황을 보면 426,567건으로 체의 

61%이며 국내 학술지 보다 국외 학술지의 원문 제공률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국외 학술지 원문이 NTIS를 통해서 모두 제공되고 있지 않았

다. 그리고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이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출 되는 비율

은 약 18%정도이며 부분이 NTIS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

우는 공공기  지원기 의 오 액세스 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KISTI와 학술지 

출 사간의 원문공개를 한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공공기  연구성과

물의 국내․외 학술지 출   유통 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공공기 을 

지원받은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 오 액세스 정책이 국내 법률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규정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에서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근과 이용에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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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정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 ｢정책연구용역 리규정｣ 등이 있다. 이들 국

내 련 법률들의 공통된 문제 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 범 를 

매우 제한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 이들 법률들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

성과물의 공개범 를 ‘최종보고서  요약서’로 제한 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 에 

의한 2차  결과물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공개의무에서 벗어나는 결과

를 래하고 있다. 한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의 경우에도 연구비를 지원받은 학술

지 게재 논문에 한 제출 의무와 공개 의무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지숙(2010)은 기존 법령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

제 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공

공이용 활성화법안｣을 토 로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의 수정사항에 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2016년에는 강선 과 원유형에 의해서 우지숙이 제안한 ｢공

공이용 활성화법안｣에 한 수정․보완된 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하 다. 

구독 학술지의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에 한 국내 참여 황을 

보면 SCOAP3 1단계에 KISTI(국가 NCP)을 심으로 국내 일부 학도서 이 참여

하 으나 국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SCOAP3 

2단계에 국내 참여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A 2020 이니셔티 는 

OA 2020 환 로드맵을 통해 국가별로 추진할 다섯 가지 핵심활동( 환 네트워크 수

립, 출 결과물과 비용흐름 분석, 자 흐름의 재조직, 출 사의 상, 정보의 공유)을 

제시하 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립 앙도서 , KISTI, 서울 학교 도서 , C.O.D.E의 

4개 기 이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활동들이 구체 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

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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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 대응 방안

OECD는 2004년부터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차

원에서 오 액세스를 추진하 고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까지 

제공하는 ‘오 사이언스’를 강조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해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과 랑스

의 경우에는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EU의 Horizon 2020 오 액세스 정책에 따라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

구성과물을 공개하라는 의무이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학이나 연구기 차

원에서도 오 액세스를 극 수용하고 실천하기 해서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의 

의무이행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은 우선 으로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센티  방안으로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을 문 오 액세스 학술지나 하이 리드 학술지에 출 할 수 있도록 

APC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오 액세스 역량강화를 해서 오 액

세스 수 지침을 연구자와 기 이 모두 성실하게 수하도록 하고 수 여부를 연구

자와 기 의 평가에 반 하고 있다. 한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제 자리를 잡

도록 출 권에 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오  리포지터리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한 방안으로 5.1.2

장에서 제시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기  지원기 들이 오 액세스 정책을 수립할 때 실질 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오 액세스 활동이 활성화되기 해서 필요한 

작권, 기  리포지터리, 연구자와 기  평가 시스템 등의 오 액세스 지원 환경 구축 

등의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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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법제도 및 공공기금 지원기관 세부정책(안)

1) ｢공공이용 활성화법안｣ 제정 

국내의 경우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 범 가 매우 제한 이고 2차 

결과물인 학술지 게재 논문의 공개에 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공공기 은 체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련해서 법 개정을 한다면 기존의 법률을 많이 수정하여야 하고 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련 법령에 속하지 않은 정부

출연연구원의 주요사업, 보조 , 출연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5.1.2장에서 제시한 강선 과 원유형(2016)이 

우지숙(2010)이 제안한 법률안을 토 로 수정하여 제안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을 

국가  차원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 오 액세스를 추진하기 해서 국내 작권법의 외 규정이나 공정 이용

(fair use)에 의해서 사용 범 의 확 나 제한의 완화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 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13년에 작권법이 수정되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자는 12개

월의 엠바고 기간 경과 후에는 출 사에 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해도 자신의 학술

지 논문을 업로딩하는 법  권리를 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의 경우에도 작

권법으로 제29 A항을 추가하고, 교육이나 비 리의 연구 목 으로의 자료의 복사나 

기록의 재사용에 한 자유의 폭을 확 하는 작권법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2)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세부정책

(1) 방향성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의 경우 학술지 논문에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뿐만 아

니라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  지원기 은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우선 으로 채택하

고 별도의 APC 기 을 마련해야 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진 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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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 액세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arnad(2013)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자 셀  아카이빙을 통한 그린 오 액세스 비용은 체로 APC

를 지원하는 골드 오 액세스 비용의 1/5 정도가 소요되고 연구 심 학의 경우 그 

비용은 1/10 정도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지  당장 별도의 APC 기 을 마련해

야 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보다는 소요비용이 게 들면서 오 액세스 효과는 빠

르게 달성할 수 있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  지원기  입장

에서는 합리 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SHERPA/RoMEO 등록된 해외 주요 학술지 출 사의 79%가 재 자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있어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추진을 한 기반 환경이 마련되

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들이 주로 

투고되는 해외 학술지 출 사들은 자 셀  아카이빙 허용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공공기  지원기 이 별도의 APC 기 을 마련해야 하는 부

담 없이 공공기  연구성과물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해 심사 논문 는 최

종심사완료논문을 국내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근하

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실천하는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이 지 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  지원기 들이 동일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일 으

로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 으로는 골드 오 액세스가 차 확 되겠지만 아직까지 자 APC 지

불 옵션조차 마련하지 못한 학술지 출 사도 존재하고 있다는 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골드 오 액세스를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의 Wellcome Trust와 

RCUK도 이런 이유로 인해 자 APC 지불 옵션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그린 오 액

세스를 허용하고 있다. 

넷째, 특정 기 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오 액세스 정책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 사례를 보면 천체물리, 지구과학, 기타 다른 STM 분

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술 분야 등 골드 오 액세스가 더딘 분야가 존재한다. 

이에 RCUK는 완  골드 오 액세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린 오

액세스와 골드 오 액세스의 혼합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즉 연구자와 학문 분야별 특

성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  연구성과물을 어떻게 출 할 것인지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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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그린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가. 공공기  지원기 간 동일한 내부 규정과 지침 마련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이 각자 나름 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경우, 각 행정조직마다 오 액세스에 하여 각기 다른 규정과 지침으로 인해 연

구자간 공동연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를 들어 A라는 공공기  지원기 이 엠바

고 기간, 라이선스 방식, 데이터 수집/제공과 련하여 다른 공공기  지원기 들의 

규정과 다른 것을 제시한다면, 각각 다른 공공기  지원기 의 후원을 받고 있는 연

구자간의 업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공공기  지원기 들 사이에서도 내부 

규정과 지침에 한 공통 임워크를 만들어 각 기 이 공통으로 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공통된 내부 규정  지침 임워크는 5.1.2장에서 제시된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에 한 가이드라인(우지숙, 2010)을 기 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다. 

나. 그린 오 액세스 의무이행 수 확인 메커니즘 개발  용

Gargouri 등(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있는 기 의 오

액세스 달성률은 60% 수 인데 반해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없는 기 의 오

액세스 달성률은 15%에서 20%수 으로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있는 기 이 

약 3배나 더 높은 오 액세스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  차원에서 오 액세

스 의무이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니다. 국의 경우 오 액세스 의

무이행을 가장 먼  실시한 국가임에도 그린 오 액세스 비 이 30%정도로 낮다. 그 

이유는 2016년 8월 기  SHERPA/RoMEO에서 자에게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고 

있는 학술지가 79%라는 을 고려할 때 실질 으로 국에서 그린 오 액세스가 충

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 Harnad(2013)은 국이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음에도 오 액세스 수율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기  지원

기 이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 액세스 의무이행의 수 여부 

확인 메커니즘을 용할 필요가 있다. Harnad가 제안한 그린 오 액세스 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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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메커니즘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은 학술지에 게재 승인을 받으면 출 사가 

아닌 연구자 자신이 게재 승인 즉시 최종심사완료논문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다. 학술지 출 사에서 설정한 엠바고 기간이 있을 경우, 엠바고 기간은 제출 의무 이

행 날짜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최종심사완료논문이 오 액세스되는 시작 날

짜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부 리포지터리가 아닌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기  리포지터리에 최종심사

완료논문을 제출하게 한다. 이 게 하면 공공기  지원기 의 조하에 연구자의 소

속 기 에서 시에 제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 이 그린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분야의 연구후원을 받지 않

은 연구성과물까지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려고 하는 동기부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때 기  리포지터리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메커니즘을 

만들고 연구지원  연구수행 평가에 평가 요소로 포함시킨다.

넷째, 기  리포지터리는 인용횟수를 포함한 이용통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하

도록 한다. 

 

다.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자료에 한 무료 근을 넘어 자유로운 재사용 고려

미국의 FASTR에서는 리포지터리에 소장된 연구성과물은 재사용을 허가하는 조건

과 추후 재사용이 용이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STP 각서에서도 

연구성과물의 가장 일반 인 형태인 학술지 논문과 연구를 통해 산출된 각종 연구데

이터의 재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자료에 

해서 단순한 무료 근차원을 넘어서 자유로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용하고 있다. 한 ROARMAP에 등록된 781개 오 액세스 정책수립 기  에서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학술지 논문에 한 재사용 정책을 가진 기 수는 392개

으로 체의 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2개   재사용 정책을 의무조항

으로 요구하는 기 수는 208개 으로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인 해외 사례를 토 로 볼 때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자료에 해서는 재사

용이 가능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6가지 유형  어떤 것을 용할 것인가는 공공기  지원기 이 해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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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세계  추세는 CC-BY를 채택함으

로써 자유로운 재사용성의 가능범 를 최 화하고 있다.

(3) APC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가. 연구비 외 별도 APC 항목 마련 

2012년에 수행된 SOAP(Study of Open Access Publishing) 로젝트에서 오 액

세스 학술지에 출 한 경험이 있는 23,000명의 자를 상으로 한 APC 조달 실태조

사를 보면, 연구후원기 이 APC를 지원하는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 으

로 보면 별도의 APC 항목이 있는 경우가 28%, 별도로 APC 없이 연구비  일부분

을 사용한 경우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 소속 기 이 APC를 지원하는 

경우가 24%, 자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12%, 기타의 경우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이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할 경우 

APC를 연구비 내에 포함할 것인지 별도 ACP 항목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인지를 결

정해야 한다. 먼  공공기  지원기 이 연구비 지원 계약시 이미 연구자에게 향후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구비 내

에 APC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성과물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시

이 부분 연구가 종료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연구비 

내에 APC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은 실 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  지원기 에서는 연구비 외에 별도의 APC 항목을 마련하여 연구

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도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가 

별도로 APC 항목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심의 미

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캐나다의 보건연구기 (CIHR)에서도 골드 오 액세스 출

을 한 별도의 APC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 APC 액 책정을 한 노력 

해외 사례  국의 Wellcome Trust는 학술지 출 사에 지 하는 정한 APC 

액을 책정하기 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 1) APC 액면가 지 , 2) 학

술지마다 APC 상한선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 , 3) 일정액만 지 하고 차액은 기 이 

부담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학술지 출 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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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액면가로 APC 액을 부 지원하면 행정 처리가 비교  용이하다는 장 이 있

다. 그러나 학술지 출 사가 APC를 본격 인 수익원으로 여기고 인상할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APC를 지원하는 기 이 APC 지원에 얼마만큼의 산

을 쓸 수 있는지가 확인해야 하는 요한 사항이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PC의 

상한선을 학술지에 따라 $1,000, $2,000, $3,000 등과 같이 정해서 지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한선 기 에 맞추기 해 APC가 소폭 오를 수 있고 상한선 기 을 넘는 

APC를 어떻게 부담할 지에 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학술지의 상한

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요한 사항이 되며 학술지의 인용률, 향력 지수, 서비

스 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액만 

지 하고 차액은 기 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학술지 출 사의 APC 인상을 

견제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행정 처리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연구 심 학들을 제외하면 APC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 해 

본 경험을 가진 공공기  지원기 이나 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국내 

실에서 Wellcome Trust에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에 어떤 시나리오가 모든 기

과 학에 용가능할지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기  지원기 과 학 차원

에서 재정  여건과 추구하는 오 액세스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해서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를 하게 수정․보완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연간 APC 산 편성 계획 수립 

정한 APC 액을 책정하 다면 다음은 연간 APC 증가분을 고려한 APC 산

을 편성하는 것이다. RCUK에서는 연간 논문 편수를 기 으로 오 액세스 정액보조

 산을 편성하고 있다. 산 편성 방식은 2013년에 후원 논문의 45%, 2014년에는 

50%, 그리고 2018년에는 75%까지 충당할 산을 마련하여 APC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별도의 APC 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RCUK의 산 편성 

방식을 참고하여 연간 APC 산 편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간 편성된 

APC 산이 공공기 을 지원받아 출 된 체 논문 편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비하여 APC 미지  상 논문에 해서는 그린 오 액세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 을 지원받아 출 된 체 논문이 오 액세스가 되도록 하는 목표는 명

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206 ●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라. 효율 인 APC 지원 방식 수립 

① 공공기  지원기 이 직  지원하는 방식

오스트리아의 표 인 연구후원기 인 FWF에서 APC를 지원하는 방식을 보면, 연

구 로젝트 종료 후 최  3년 이내에 CC-BY 라이선스를 용하여 오 액세스 방식으

로 논문을 출 하면 연구 로젝트 리더와 스텝 모두에게 APC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해서 FWF는 특정 학술지 출 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출

사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투고될 경우 해당 APC가 FWF로 직  이 되도록 하고 

자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비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 FWF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

른 학술지 출 사에 연구논문이 출 될 경우에는 연구 로젝트 리더가 직  해당 학

술지 출 사에 APC를 지불해야 하므로 FWF는 지불된 APC 액을 해당 연구 로젝

트 계좌로 달해 다. 이 경우 지원해주는 최  비용은 3,000 유로로 제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FWF와 같이 국내 공공기  지원기 에서도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

자들에게 오 액세스 논문출 을 한 APC를 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서는 공공기  지원기 이 특정 학술지 출 사와 APC 지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

요가 있다. 단, APC 지불 상 학술지는 동료평가심사제를 운 하고 있는 오 액세스 

학술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오 액세스 학술지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와 

하이 리드 학술지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문 오 액세스 학술지로만 제한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하이 리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에 해서는 해당 자가 소속된 

기 에 투고된 학술지와 지불된 APC 액에 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게 

하면 자 소속 기 이 학술지 출 사와 구독 계약을 할 때 해당 학술지 논문에 해서

는 오 셋 계약을 해서 APC 액만큼 구독료에서 감받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② 학에 탁하는 방식

공공기  지원기 이 연구자 신 일일이 학술지 출 사에게 APC를 지불하는 것

은 실 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국의 RCUK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RCUK는 학이 APC 집행 업무를 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 수행과 련해서 

발생하는 리  부  비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학에 오 액세스 지원 을 

책정하여 지 하고 있다. 만약 APC 지원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  추진 과제로 생각

할 경우에는 RCUK의 운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RCUK의 사례를 국내에 용할 경우에 공공기  지원기 은 APC 지원 액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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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학에 APC 련 업무를 탁할 때 소요되는 리  부  비용들을 포함하여 

오 액세스 지원 을 학에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할당된 오 액세스 지원 에서 

APC는 원칙 으로 APC 용도로만 지출하게 하고 그 외 지원  사용에 한 세부사

항은 각 학의 재량에 맡기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APC 지불 상 

학술지는 동료평가심사제를 운 하고 있는 오 액세스 학술지에 한해 지출하도록 제

한할 필요가 있다.

마. 더블 디핑 문제 인식

공공기  지원기 에서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뿐만 아니라 하이 리드 학술지

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도 APC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 리드 학술지에 

APC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했던 국의 사례를 보면 APC가 지불된 학술지 논문에 

해서 구독료가 지불되는 더블 디핑의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에서는 학술지 출 사와 구독 계약시 이미 지불된 APC를 구독료에서 상쇄하기 

한 오 셋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이 연구자들

에게 APC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하이 리드 학술지에서 더블 디

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5.2.2 오픈액세스 진흥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안)

1)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 서비스 강화 

국외 학술지와 국내 일부 학술지의 경우 SHERPA/RoMEO에서 해당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가 국외 출 사에 

출 한 학술지 논문을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술지의 오

액세스 정책 정보를 SHERPA/RoMEO를 통해 손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SHERPA/RoMEO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일부 학술지를 제외하면, 국내 학술

지 출 사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를 통합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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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성문화와 대외적 공시 

국내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를 통합 으로 검색서비스하기 

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술지 논문에 한 자와 학술지 출 사간의 작권 귀

속주체와 권리 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한 작권 귀속주체와 

권리 계를 토 로 학술지 논문의 오 액세스가 법한 범  내에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국내 학술지 출 사가 학술지를 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 수립에서도 핵심 이고 주도 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학회와 학이 국내 학술지 출 에서 차지하는 비 이 94.4%

로 매우 높은 만큼 두 기 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하다59). 즉, 학술지 논문에 한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은 국내 학술지 출 사에 의해서 명확하게 성문화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작권의 귀속주체가 

구이며, 자 셀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  아카이빙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그

리고 투고한 학술논문이 어떤 수 에서 오 액세스되고 있는지 등에 해서 명확하

게 인지할 수 있다. 도서 을 포함한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

문이 무료로 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 출 사가 성문화한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은 다양한 경로

를 통해서 외 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함으로써 국내 자와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 SHERPA/RoMEO60)에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을 등록함으로써 해외 자와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DOAJ61)에 오 액세스 학술지를 등재함으로써 확고한 오 액세

스 학술지로서 외  인정을 받을 필요도 있다. 

59) 2015년 7월 31일 기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904종 에서 학술지 발행기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없는 14종을 제외한 1,890종을 상으로 집계한 통계치임

60) SHERPA/RoMEO: 국의 노 햄 학에서 운 하고 있는 학술지 출 사들의 작권  셀  아카이빙 정

책정보에 한 통합 리  검색서비스

61)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스웨덴의 런드 학에서 운 하고 있는 오 액세스 학술지에 

한 통합 리  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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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활성화

연구자가 기  리포지터리에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아카이빙하여 공개하기 해

서는 해당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 

출 사의 학술지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에 한 통합검색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국립 앙도서 이 주 하고 있는 OAK 사업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인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62)’을 

개발하여 보 할 정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 액세스 출 과 

련된 모든 이해 계자들에게 명확한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를 제

공할 정이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정보 안내시스템 모형

재 개발 인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의 운  방식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학술지 출 사는 학술지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를 안내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간략한 웹 폼에 입력한다. 

62) KJCI 웹사이트 <http://copyright.oak.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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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학술지 출 사가 입력한 학술지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에 해 

작권 문가가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을 분석하여 처리한다. 

3단계: 작권 문가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토 로 해당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을 검해 주고 학술지 출 사가 원할 경우 학술지 작권  오

액세스 정책 수립을 한 컨설 을 지원한다. 한 정책 검과 컨설 이 

완료된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은 학술지 지원기 (한국연구재

단  과총)과 연계하여 학술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외 

SHERPA/RoMEO와 DOAJ로 연계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단계: 다양한 이해 계자들( 자, 이용자, 도서 , 유통DB기 )에게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책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서비

스를 제공한다. 

2016년 재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은 개발단계를 지난 본격

인 운 단계를 비하고 있다.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의 효

율 인 운 을 해서는 SHERPA/RoMEO의 권고사항을 추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  오 액세스 로토콜 하에서 공개된 작재산권 보호와 사용에 한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을 악한다. 이 때 이해 계자들은 작권자, 출 사, 데이터제공

자, 서비스제공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

과 같은 기존 표 에 의거한 오 액세스 학술지 논문 련 권리를 표 할 수 있고 공

동이용이 가능한 ‘Simple Rights Metadata'을 개발한다. 셋째, OAI-PMH로 수집된 

학술지 논문의 메타데이터 내에 작권 권리요소의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작

권 권리요소를 자로부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최종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여  것인가를 나타내는 데모시스템과 지침을 개발하여 보 한다. 다섯째,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을 이끌어나가고 모니터링할 ‘ 작권 워킹그룹

(Rights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학술지 출 사들을 

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학술지 출 사들을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 의 개발  운 에 극 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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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리포지터리 확대 및 질적 개선 

(1) 기관 리포지터리 확대 및 사본 이메일 송부 기능 추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기탁 장소를 외부 리포지터리가 아닌 자 소

속기  리포지터리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자의 소속 기 에서 시에 제

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속 기 이 오 액세스 의무이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연구후원을 받은 연구성과물 뿐만 아니라 연구

후원을 받지 않은 연구성과물까지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게 하는 동기부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기  리포지터리들에 아카이빙되는 모든 연구성과물들

은 OAK Portal(http://www.oak.go.kr)을 통해 국민 통합검색서비스가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고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엠바고 기간이 있는 학술지 논문에 해서

는 Harnad(2013)가 제안한 것과 같이 기  리포지터리에 “사본 이메일 송부(email 

eprint request)”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신속하

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사본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은 

학술지 출 사가 요구하는 엠바고 기간을 그 로 수용하면서 출 과 동시에 학술지 

논문에 근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어 재로서는 매

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이 주로 

출 되는 해외 학술지 출 사의 항에 부딪히지 않고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학술

지 논문에 무료로 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기  리포지터리에 사본 이메일 송부 기능을 필수 으로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그린 오 액세스가 편리성, 신속성, 비용, 안 성을 확보하게 될 것

이고 그린 오 액세스의 확산 효과도 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2) 기관 리포지터리의 품질 관리 체계 수립 

 세계 리포지터리를 상으로 4가지 기 으로 평가하여 순 를 제공하고 있는 

Ranking Web of Research Centers에서 국내 기  리포지터리들은 원문의 양과 가시

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학에 보 된 기존 리포지터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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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개선이 필요한 시 이라고 보인다. 한 향후 보 될 기  리포지터리에 해서

도 기  리포지터리 품질 리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한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되는 연구성과물들을 지  자산으로 인식하고 분

명한 보존 방침을 수립하여 보존하고 축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  리포지터리에 아

카이빙된 학술지 논문과 연구데이터의 리에 한 규칙을 정하고 연구성과물의 소

산, 소멸, 훼손을 방지하기 해서 기  리포지터리 차원에서의 재정비를 강구할 필요

가 있다. 

3) 오픈액세스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자와 기관 평가시스템 개발 및 구축 

(1) 오픈액세스와 연계한 새로운 평가모델 개발 

오 액세스 환경에서 연구 논문의 가치와 수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자

와 기  평가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오 액세스 수 지침을 연구자  기  평

가에 반 할 필요가 있다. 국은 학에서 출 하는 연구성과물의 양과 질을 평가하

는 REF(The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라는 연구평가 시스템에 오 액세스를 

연계하고 있다. 일례로 Post-2014 REF를 수하려면 투고 논문과 로시딩이 게재로 

정된 즉시 기  는 주제 리포지터리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는 리포지터리에 등재

할 것을 외 없이 요구하는 규정이다. 국 내 많은 연구 심 학 연구자는 REF 기

으로 연구계약을 맺고 있는데 REF가 오 액세스를 의무이행조항으로 하고 있으므

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논문과 로시딩은 반드시 오 액세스가 되어야 한

다. 따라서 연구 심 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못 받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 할 것이

므로 REF를 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은 투고 논문과 로시딩은 

반드시 오 액세스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연구자와 학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샌 란시스코 연구평가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이 미국의 Cell Biology 학회에서 발행되었다63). 이는 학술지 시장에서 특정 학술지에 

출 된 연구논문만이 연구업 으로 인정되는 왜곡 상을 없애기 하여 개인 연구

63) 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http://www.ascb.org/files/SFDeclaration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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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평가 척도가 하게 사용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학들이 샌 란

시스코 연구평가선언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연구성과물과 연구자의 식별, 활용표시, 공헌인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오 액세스된 연구성과물의 이용자는 학술지 논문에서의 인용과 같이 인용을 밝힐 

의무가 있다. 오 액세스된 연구성과물을 인용함으로써 학술지 논문 작성자의 기여

를 인정하고 업 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을 학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공통으로 

인식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진한다는 에서 학술지 논

문  연구데이터에 속성 있는 디지털식별자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연구성과물에 디지털식별자를 부여해야 하는 것에 한 연구자 커뮤니티의 공감  

형성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  연구데이터에 속성 있는 디지

털식별자를 부여하고 리하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3월

에 DOI RA(Registry Agency)가 된 JaLC(Japan Link Center)가 학술지 논문에 

해서 DOI의 등록을 실시해 왔고 2014년 12월에는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를 오 하면

서 학술지 논문과 함께 연구보고서, 서 , 연구데이터, 학 코스(e러닝)를 DOI 등록

의 상 범 로 확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DOI RA가 된 KISTI와 연계하

여 오 액세스된 연구성과물인 학술지 논문과 연구데이터에 해 DOI를 부여하여 명

확한 식별과 활용표시, 그리고 인용데이터 정보를 체계 으로 리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자가 학술지 논문을 집필하는 것 이외의 다양한 공헌에 해서도 그 역할

을 인정하고 평가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Mozilla는 Open Badges

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 연구자의 역할을 14개 종류로 정한 Contributorship badges

를 개발하 다64). 웹상에서 간단하게 그 공헌을 악할 수 있는 이 배지를 활용하여 

논문 집필 이외의 연구의 착상, 자  획득이나 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연구 성과에 

해서 각각이 무슨 공헌을 했는지를 기계가독형인 webometrics를 활용해 정량 으

로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5-5) 참조).

64) Contributorship badges <https://science.mozilla.org/blog/contributorship-badges-a-new-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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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ozilla Science Lab, Contributorship Badges

한 ORCID를 활용하여 학술지의 동료심사에 한 공헌을 시각화하여 ORCID의 

각 연구자 로 일에 동료평가심사에 한 공헌을 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65). 앞

으로는 연구 활동에 한 공헌을 효율 으로 보다 넓은 범 에서 정량 으로 악해 

평가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이디어의 착상 단계에 시작해 가설의 검증, 실

험, 데이터 정리나 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가 무슨 공헌을 했는지가 ORCID 등 연

구 공헌자 식별자와 DOI 등의 연구성과물에 한 식별자와 함께 학술지의 편집 등 

연구성과의 ｢출 ｣ 이외의 다양한 연구에 한 공헌을 측정해 단순한 논문수나 피인

용수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연구활동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65) <https://orcid.org/blog/2015/10/13/contributorship-open-badges-orcid>



 제 5장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215

5.3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참여 방안

구독 학술지의 오 액세스 환을 한 한 가지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오 셋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오 셋 계약의 특징은 기  소속 연구자가 교신

자인 논문 체에 해 구독 학술지를 상으로 오 셋 계약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때 별도로 APC 기 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책정된 구독 산을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오 셋 계약의 유형은 출 사에 따라 계약 내용

과 방식이 상이하게 개되고 있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 공통된 사항은 도서 의 학

술지 구독료와 APC를 통합으로 리하면서 동일한 학술지 논문에 해서 APC 지불

과 구독료 지불이 이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오 셋 계약은 각국 혹은 해당 국가내 특정 콘소

시엄에 참여하는 기  소속 자의 학술지 논문에 해서만 용하는 모델로서 하이

리드 학술지가 지속되는 상황을 래하고 이들 학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

지로 환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인식하에서 구독 학술지를 완 히 골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한 로벌 차원의 력체제가 등장하 다. 로벌 차원

의 력체제는 상 학술지를 정해 놓고 국가별 자분포에 따라 APC를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로벌 차원의 력체제의 원형은 SCOAP3이며 SCAOP3가 10종의 

고에 지물리학 분야 학술지에서 성공한 방식을 규모 학술지(WoS 등재지)로 확

하고자 OA 2020 이니셔티 가 시작되었다. OA 2020 이니셔티 는 SCOAP3로부터 

로벌 차원의 운 방식을 도입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결되고 있는 오 셋 계약을 참

여 국가의 세부 추진 략으로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차원의 력

체제에 국내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3.1 SCOAP3 2단계(2017~2019) 재참여(안) 

SCOAP3은 2014년 1월 발족한 이래  세계 47개국 3,000여개 도서 , 연구기 단



216 ●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체, 연구기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분

담 을 계산하여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한국에 배당된 국가 분담 비율은 

1단계(2014-2016) 1.8%, 2단계(2017-2019) 2.3%이며 분담  총액은 각각 1.3억원, 

1.63억원이다. 국내의 경우 2014년과 2015년도에 KISTI에서 분담 의 상당 부분을 분

담하고 일부 학들이 분담 을 나 어 내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SCOAP3 분담  모  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 

 하나는 도서 에서 해당 액을 지불하는 근거가 없고 액이 도서 의 구독료 보다

는 자의 투고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기존 구독 산을 오 액

세스 출  펀드로 환하고자 하는 SCOAP3의 목 과 방법에 해서 국내 학도서 을 

상으로 한 인식제고 노력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SCOAP3 1단계 국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방식에 해 이해 계자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도 국내 

모  활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국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방식에 해 합리 인 논의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국가 분담금에 대한 국내 모금 방식

SCOAP3에 한 국가 분담 을 모 하는 방식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 <표 5-7>을 보면 국처럼 정부기 으로 체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고 호주처럼 개별 기 들이 해당 기 의 학술지 자수 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처럼 분담이 아니라 SCOAP3 학술지 구독료를 기부 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SCOAP3 1단계에서는 구독기 에서 할인된 구독료를 분담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고 2단계에서 논문 투고 자의 소속 기 을 포함하여 분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국의 경우처럼 1단계에서 SCOAP3 학술지 구독 기 이 해당 학술지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액을 분담하고 나머지 액은 연구후원기 인 STFC(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가 지원하고 2단계에서 STFC의 지원 과 SCOAP3 학

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의 소속기 이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은 1단계의 분담방법은 구독 콘텐츠를 오 액세스로 환하는 단계에 용한 것

이고 2단계에서는 SCOAP3 학술지가 오 액세스 학술지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1단계

에서 사용된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단하여 순수하게 논문 투고 자수에 따라서 

분담 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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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CP NCP 성격 분담 기
분담  

지불 기

미국 Lyrasis
디지털콘텐츠 리를 한 

도서 , 기록  콘소시엄

분담이 아니라 SCOAP3 학술지 

구독료를 기부 으로 요청
도서

국 국립과학기술도서 과학기술부 산하 도서 정부기 으로 체 부담 과학기술부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학  연구기  력을 

통한 연구발

1단계: 구독기 의 구독료

2단계: 구독기 / 자소속기

과 분담방법 의

구독기

자소속기

국 Jisc Collections
디지털콘텐츠 구독을 한 

도서 콘소시엄

1단계: STFC 지원 과 구독기

의 구독료

2단계: STFC 지원 과SCOAP3 

자수

도서

STFC

호주
NCP없이 5개 학이 

참여
- 학술지의 자수 도서

<표 5-7> SCOAP3 분담금에 대한 국가별 모금 방식

향후 국내에서 SCOAP3 2단계(2017-2019)에 재참여하기 해서는 에 제시된 국

가별 분담  모  방식 사례를 참고하여 SCOAP3 국내 참여기 들간에 합의된 국내 

모 방식을 논의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참여기관명과 기관별 예상분담금에 대한 대외적 공표 필요 

SCOAP3 국내 참여기 명과 해당 기 별 상분담 이 외 으로 공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체 참여기 명과 수, 그리고 기 별 논문수와 기 별 SCOAP3 상분

담  산출에 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기 명과 기 별 

상부담 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CERN에 그 정보를 달하고 국내 NCP를 표로 

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그 양해 각서에는 참여기 명과 상분

담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3.2 OA 2020 이니셔티브 참여(안)

OA 2020 이니셔티 는 WoS 학술지의 90%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

기 하여 이제 막 시작된 이니셔티 로서 SCOAP3에서처럼 WoS 학술지의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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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포에 따라 오 액세스 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SCOAP3에서처럼 

해당 국가의 APC 분담 을 국가 내에서 어떻게 모 할지는 으로 해당 국가에 

맡기고 있다. 한국의 APC 분담 은 2014년 WoS 학술지에 한국인이 교신 자인 논

문 수는 47,018편이므로 논문 1편당 APC가 1,300 유로인 경우에는 총 6,110만 유로

(약 800억원)가 되고, 논문 1편당 APC가 2,000 유로인 경우에는 총 9,400백만 유로

(약 1,200억)가 된다.

베를린 12차 콘퍼런스에서 2020년까지의 체 로드맵이 제되었다((그림 5-6) 참

조). 그리고 OA 2020 환을 향한 기 단계인 활성화 단계에 을 두고 2017년에 

정된 다음 미 기간까지 각국에서 추진해야 할 단계별 핵심활동을 정리한 OA 

2020 환 로드맵도 제시되었다. 

(그림 5-6) 베를린 12차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2020년까지의 로드맵

OA 2020 환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는 국가 내에 환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다. 2단계는 기 의 출  결과물과 비용흐름에 해 분석하는 것이다. 3단계는 기 의 

자 흐름을 재조직하고 구독료와 오 액세스 비용을 하나로 통합․ 리하는 것이다. 

4단계는 혼합형 출 비용이 구독료에서 상쇄되도록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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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5단계는 다른 기 과 연결하여 력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다. OA 

2020 이니셔티 에 국내 기 들이 참여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OA 2020 환 로

드맵의 다섯 가지 핵심  활동(단계)을 체계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국내 오픈액세스 거버넌스 체제 구축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단계별 핵심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국내 오 액세스 거버 스 체제가 구축되어 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Universities UK Open Access Coordination 

Group)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은 국 정부

가 오 액세스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하여 Adam Tickell 교수를 회장으로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을 소집하자는 요청에 해서 국 학 회가 동의하면서 시

작되었다.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은 2014년 5월에 설립되었고 오 액세스와 

련된 주요 이해 계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66). 여기서는 국 학 회 오 액세

스 력단의 운 사례를 토 로 국내 오 액세스 거버 스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심의 오픈액세스협력단 구축 

국내 구독 콘소시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기 은 학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학을 

표하는 기 인 한국 학교육 의회를 심으로 오 액세스 력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학교육 의회는 학 운 에 해 학 상호간의 동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서 국 4년제 학이 회원이 되어 학운 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

하며 학의 상호 조를 통하여 학교육의 건 한 발 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국

학교육 의회법｣(법률 제 3727호)에 의하여 설립, 운 되는 기 이다. 일반 학․

교육 학․산업 학․신학계 학 등 국공립과 사립의 모든 학이 회원이 되어 있

다67). 한국 학교육 의회 오 액세스 력단의 구성 체계는 학교, 도서 , 구독 콘

66)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Universities UK Open Access Coordination Group)에 상세한 자료는 다음
을 참고할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9455/ind-16-3-open-

access-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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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엄, 학술지 출 사, 공공기  지원기 , OAK, 국립 앙도서 , 주요 인 라 제공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픈액세스협력단의 역할

한국 학교육 의회 오 액세스 력단의 역할은 오 액세스 련 주요 이해 계

자( 학교, 도서 , 구독 콘소시엄, 학술지 출 사, 공공기  지원기 , OAK, 국립

앙도서 , 주요 인 라 제공자)간에 업무흐름  시스템과 련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구체 인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 액세스 시행에 한 데이터  근거 개발과 해석

∙주요 이해 계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련 연구  활동 조정

∙오 액세스 추진의 근거 자료 부족을 보완하기 한 연구 의뢰

∙오 액세스 시행 정책  방향에 한 제언 제공

∙오 액세스 인 라의 조정  발 에 한 제언 제공

(3) OA 2020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추진할 활동

우선 으로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단계별 핵심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기 들이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에 사인하도록 독려하고 

국가 NCP를 선정하고 국내 OA 2020 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국가 원회 

 거버 스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한 이해 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국내의 연구출 물 황과 비용 황을 분석하여 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 액세스 비용과 출 사 지출비용을 조사하고, 재 출 시스템에 필요한 반

인 비용에 하여 포 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 출 사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체제를 재조직할 수 있는 비를 하고 오 액세스 논문출 비

용을 도입한 후 구독 산과 논문출 비용을 합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출 사와의 상단계로 출 사와 계약시 구독과 오 액세스를 결합

67)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학교육 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韓國大學敎育協議 ] (한국

민족문화 백과, 한국학 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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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 셋 계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게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추진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국내 참여기 들

에게 공유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2) 대학들을 중심으로 OA 2020 관심표명의향서(EOI) 제출 기관 확대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1단계( 환 네트워크 구축)를 원활하게 추진하

기 해서는 우선 으로 구독 산을 오 액세스 논문출 비용으로 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의 제출 기 이 확 되어야 한다. 2016년 

3월 기  국립 앙도서 , KISTI, 서울 학교 도서 , C.O.D.E의 4개 기 만이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한 상태이다.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가 구독 산을 오 액세스 출 비용으로 환하

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이라는 에서 구독 콘소시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학의 참여가 실히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Harvard 학과 국  네덜

란드의 학들이 국제 인 오 액세스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오 액세스의 올

바른 개념에 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 인 방법은 학들이 오 액세스에 극 으

로 참여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미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

한 바 있고 2016년도에 학차원에서 오 액세스 정책 수립 연구를 수행한 서울 학

교가 학들이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 제출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다수의 OA 2020 전환 네트워크 구성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1단계( 환 네트워크 구축)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는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 제출 기 의 확 와 함께 OA 2020 환 

네트워크도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 OA 2020 환 네트워크 구성방식은 단일 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다수의 환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에 가능한 2가지 환 네트워크 모

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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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구독 콘소시엄의 오픈액세스 출판 콘소시엄으로 전환 모형

재 해외 학술지의 국가 라이선스를 한 국내 콘소시엄은 2개가 있다. 하나는 

KISTI가 운 주체인 KESLI 자정보 콘소시엄으로 다양한 자정보를 합리 으

로 공동 구매해 국가 산을 감하기 해 2000년에 구성된 콘소시엄이다. 다른 하

나는 한국 학도서 연합회(이하 도연)가 주 기 이며 한국 학교육 의회가 

지원기 으로 있는 ‘ 교 - 도연 학도서  자정보 콘소시엄’으로 학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외 자정보의 안정 인 공   구독료 감, 업무 효율성 제고

를 목 으로 2016년에 구성된 콘소시엄이다. 국내 학도서 과 연구도서 들은 

재 2개 자정보 콘소시엄에 부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구독 콘소시엄을 오 액세스 출  콘소시엄으로 

환하는 모형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OA 2020 이니셔티 가 등장하면서 2016 

KESLI 자정보 포럼에서 이에 한 논의가 있었다. KESLI 자정보 포럼에서 논

의된 사례를 토 로 볼 때 기존 구독 콘소시엄이 오 액세스 출  콘소시엄으로 환

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한 사항은 오 액세스 출  콘소시엄 환에 따른 새로

운 비용 분담 기 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5-7)에서 (그림 5-9)까지는 KESLI 자정보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기 별 구독 비용과 SCI 등재 논문의 수 그리고 기 별 구독 비용과 

SCI 등재 논문 수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68) 

68) 김정환 (2016). KESLI 콘소시엄 구독과 오 액세스 상 비용 분석. 2016년 KESLI 자정보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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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2015년 KESLI 기관별 구독 비용 현황

(그림 5-7)은 2015년 KESLI 기 별 구독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구독 비용

을 기 으로 보면 36개 기 이 체 구독료의 약 51% 정도를 지불하고 있고 나머지 

586개 기 은 약 49%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그림 5-8) SCI 등재 논문의 기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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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은 기 별 SCI 등재 논문 수를 보여 주고 있다. 기 별 SCI 등재 논문 

수를 보면 SCI 등재 논문  약 70%를 36개 기 에서 투고하고 있고 나머지 기 들

이 약 30%정도 투고하고 있다. (그림 5-7)과 (그림 5-8)에서 제시된 기 별 구독 비

용과 SCI 등재 논문 수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기관별 구독 비용과 SCI 등재 논문 수 현황

(그림 5-9)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독 콘소시엄에서 오 액세스 출  콘소시엄

으로 환할 경우 연구 심 학들의 경우는 기존 구독 비용 모형일 때 지출하던 비용

보다 상 으로 더 많은 비용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구독 콘소

시엄이 오 액세스 출  콘소시엄으로 환할 경우에는 투고 논문편수만 아니라 다

운로드 횟수, 이용률 등 다양한 기 들을 활용하여 참여기 의 비용분담 기 을 합리

으로 책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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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학 오픈액세스 출판 협력 네트워크 모형

국립 학 오 액세스 출  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해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는 네덜란드 VSNU 사례이다. 네덜란드 VSNU는 네덜란드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기 을 지원받는 14개의 국립 학들이 심되어 설립한 기구이다. 네덜란드 

VSNU의 오 액세스 략은 기본 으로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이다. 네덜란드 VSNU의 회원들이 모두 정부기 을 받는 국립 학들이므로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무료로 공 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  근거하

에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립 학 오 액세스 출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서 선행할 것은 

참여하는 국립 학들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해 오 액세스 의무규정

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국립 학 오 액세스 출  력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 은 

학술지 출 사에 해서 강력한 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독 도서

 력체가 아니라 학 력체가 주축이 되어 학술지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립 학이기 때문에 공공기 이 지원된 학술지 논문에 해 

분명한 공공 근정책을 달성해야 하는 명분도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국립 학 오 액세스 출  력 네트워크가 학술지 출 사와 상을 진행할 경우

에는 네덜란드 VSNU가 학술지 출 사와 상할 때 사용한 추진 략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네덜란드 VSNU 측은 학술지가 오 액세스로 환하는 것을 제로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상을 추진하 다. 학 총장들이 상  

의장을 맡았으며 이들이 모든 학의 의무규정을 가지고 상에 임하 다. 상에서 

핵심 인 사항은 구독료 빅딜과 학의 모든 교신 자들에 한 골드 오 액세스

으며 지연과 추가비용 없는 골드 오 액세스 다. 무엇보다 인 상 포인트는 

오 액세스가 구독 빅딜에 포함되도록 하 다.

4) 연구출판물 및 비용지출 통계데이터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 체제 마련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2~4단계(출 결과물과 비용흐름의 분석, 자 흐

름의 재조직, 출 사와의 오 셋 상)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해서는 기  소속 연구

자의 연구출 물  비용지출과 련한 통계데이터를 체계 으로 수집․ 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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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학술지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 

학술지를 구독에서 오 액세스 출 으로 환함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기  소

속 자들의 연구출 물과 비용지출 황에 한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

력이다. 그러나 재 국내 공공기  지원기 과 학에서는 이와 련된 통계데이터가 

체계 으로 수집되어 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  소속 

자들의 연구출 물과 비용지출 황에 한 통계데이터를 수집․ 리하는 주체로서 

도서 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해서 도서 은 기  소속 연구자들의 오

액세스 유율과 출 사 배포에 해 많은 정보를 수집․ 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 학술지 출 시스템에서 APC와 구독료 지출에 한 포 인 정보는 구독 콘소시

엄에서 통합 으로 수집하여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도서 과 구독 콘소

시엄간의 구독 학술지에 한 오 액세스 출  비용 모델링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

고 학술지 출 사와 오 셋 계약에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서관: 기관 리포지터리와 연계된 연구성과관리 및 분석 시스템(RIMS) 

구축

재 학술지 출 사와 교내 연구처로부터 도서 이 연구출 물과 비용지출에 한 

충분한 통계데이터를 제공받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학술지 출 사와 교내 연구처 등 

타부서와 력하여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부담, 업무 차와 

데이터 리 주체 등에 한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

기 해서는 우선 으로 교내 연구처를 포함한 핵심 부서들과의 력이 가능한 새로

운 도서  차원의 지원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KAIST가 재 개발

하여 운 하고 있는 기  리포지터리와 연계된 연구성과 리  분석시스템(RIMS)

을 다른 학과 도서 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69).

학과 연구기 에게 강조되는 역할은 기  리포지터리를 통해 오 액세스 콘텐츠

를 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에서 기  연구성과정보의 외  가시성을 높이고 기

의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세계 으로 확산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KAIST의 사례

를 보면 기 의 연구성과 리와 기  리포지터리를 연계함으로써 오 액세스 뿐만 

69) 박희숙 (2016). 기  리포지터리  연구성과 리 황: KOASAS와 RIM를 심으로. 2016 OAK 컨퍼런스 

자료집. pp. 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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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한 연구성과정보를 외 으로 서비스하여 기  인지도 제고  로벌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  내 도서  조직의 상을 제고하는 

부수 인 효과를 얻고 있다. 결론 으로 기  리포지터리는 앞으로 기 의 연구성과

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라고 단된다.

(그림 5-10) KAIST 도서관의 역할, 기능, 업무 확대

(그림 5-11) KAIST RIMS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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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KAIST RIMS 시스템의 연구성과 관리 및 분석 업무 지원 화면

이상에서 제시한 기  리포지터리와 연계된 연구성과 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기 별 오 액세스 학술지 투고 황과 비용지출 황 등을 악할 수 있다면 향후 

OA 2020 이니셔티 와 같은 로벌 차원의 력체제에 국내 기 이 참여하는데 

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도서 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

로 로벌 차원의 구독 학술지의 오 액세스 환을 한 력 체제를 선도하는 근거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5-10)~(그림 5-12) 참조). 

(2) 구독 콘소시엄: 오프셋 계약 지원 서비스 

로벌 차원에서 학술지를 구독에서 오 액세스 출 으로 환함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기  소속 연구자들의 출 결과물과 비용흐름에 한 통계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출 사와 정시 구독에 오 액세스를 결합한 오 셋 계약

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국내 구독 콘소시엄을 운 하고 있는 KISTI와 도연의 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 4장에 제시된 JISC Collections의 주요한 역할을 참고하여 KISTI와 도연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A 2020 환 로드맵에 따라 국내 오 액세스 환 

네트워크들이 새롭게 구성될 경우 학술지 구독료와 APC를 공동으로 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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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동일한 학술지 논문에 하여 APC 지불과 구독료 지불이 이 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고 투명한 APC 가격 등 비용 리를 통해 

골드 오 액세스 출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구독 학술지의 오 액세스로의 환을 주

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 국내 구독 학술지 출 사를 상으로 오 셋 계약을 제안

하고 주요 출 사인 Wiley, Taylor and Francis, IOP, Sage Publishing, Springer를 포함

한 해외 출 사들의 다양한 오 셋 계약 방식을 안내하고 계약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 셋 계약들은 출 사에 따라 세부 인 

계약내용과 방식이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JISC Collections가 자신들

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오 셋 계약의 원칙을 토 로 국내 용가능한 오

셋 계약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해서는 독일 막스 랑크 디지털 도서

이 2016년 3월에 개최한 오 셋 계약 워크 에서 발표된 사례들과 오 셋 계약을 

한 원칙과 방법에 한 공동합의문(Joint Understanding of Offsetting)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공동합의문에서 제시한 오 셋 계약 메커니즘에 따라 출 사와 비용 지불 

 업무 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오 셋 계약 메커니즘을 다시 정리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에는 반드시 오 셋 계약 하에서 출 하는 자들의 자격과 련한 업무

차가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출 사가 자 확인을 하여 이메일, IP 인증, 기

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출 사는 자가 자신의 소속기 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 사가 자격이 

있는 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한 계약 내용에는 

한 포함되는 출 물과 논문형태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출 사는 해당 시스

템으로 계약범  내에 있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을 추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출 사와 기 은 다음과 같은 지불과 보고업무 차를 따라야 한다. 공 자의 경

우 이 할당을 피하기 해 교신 자의 기 에 청구해야 하고 출 사들은 출

물에 지불한 기 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회원제 스킴을 재고하고 선불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한 상과 계약을 하여 출 사와 기 들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출 결과물 데이터를 표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출 에 따른 지불’ 방식을 강화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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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선불 신 출 에 기반한 청구로 차 변경해 가야하며, 업무 차 개선

을 하여 출 사가 논문을 히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하는 ‘페 티’도 

있어야 한다. 

④ 학술출 물에 한 공공비용이 투명해져야 하고 지불과 련한 데이터를 공개

해야 한다. 

5) 다른 국가 또는 기관들과 연결하여 협력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국가 NCP 

선정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5단계(다른 국가 는 기 들과 연결하여 상호 

력하고 경험의 공유)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는 국가 NCP의 선정이 필요하다. 

OA 2020 이니셔티 는 여러 국가간 그리고 많은 이해당사자간의 로벌 력을 이루

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  간, 국가간에 연결하여 일하는 것이 필수 이다. 

다시 말해서 OA 2020 이니셔티 는 진정한 로벌 네트워크 수 에서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역할은 국가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OA 2020 네트워크에서 NCP로 활동할 국가 NCP를 하나 

는 그 이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베를린 12차 콘퍼런스 이후 국내에서도 OA 

2020 이니셔티  참여와 련한 주요 이해 계자간의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논

의에서 국가 NCP 선정이 거론된 바가 있다. 그러나 국가 NCP가 확정되지는 못하

다. 이에 앞서 제시한 한국 학교육 의회 오 액세스 력단에 포함된 학, 도서 , 

구독 콘소시엄(KISTI와 도연), 학술지 출 사, 공공기  지원기 , OAK, 국립 앙

도서 , 주요 인 라 제공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국가 NCP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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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벌 차원에서 오 액세스 활동을 조망해 보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

성과물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확 되고 있으며,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 강화와 그에 따른 학술지 출 시장에서 구독계약 방식의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

스 정책  추진 황을 반 으로 검토해 보고 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로벌 차원의 력체제의 목표와 운 방식, 그리고 국내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를 반 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

로 국내 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먼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해서 5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 다. 첫째,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정책과 추진 

황에 해서 국제  오 액세스 합의 내용,  세계 오 액세스 정책수립기  유형

과 운  황, 그리고 오 액세스 정책 강화에 따른 학술지 출 시장의 움직임을 조사

하 다. 둘째, 2012년 Finch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 사례 조사를 통해 APC 지원 정책 

시행 방식, 정한 APC 책정 메커니즘, 그리고 학의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 지

출 황을 조사하 다. 한 국을 심으로 한 APC 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한계

과 그에 한 안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한 내용도 조사하 다. 셋째,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는 개별 논문( 자)단  APC 지원 정책으로 하이 리드 

학술지의 양  증 를 유발하 고 이로 인해 APC와 구독료의 이  지불이라는 더블 

디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블 디핑 문제에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취하고 있는 오 셋 계약의 체결 황을 조사하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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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노력들은 각국 혹은 해당 국가내의 특정 력

체제에 참여하는 기  소속 자들의 학술지 논문들에 해서만 용가능한 모델로서 

하이 리드 학술지가 지속되는 상황을 래하고 이들 학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

술지로 환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하 다. 이에 네 번째로 구독 학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한 로벌 차원의 력체제에 해서 조사하 다. 마지막

으로 이상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로벌 오 액세스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응방안

을 제안하 다. 이를 해서는 국내 오 액세스 환경을 먼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국내․외 학술지 출   유통 황, 국내 법제도  공공

기  지원기 의 오 액세스 정책 황, 그리고 근래에 등장한 구독 학술지의 완 한 

오 액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인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에 국내 

참여 황을 조사하 다. 최종 인 연구결과는 1) 로벌 오 액세스 환경변화 2) 국

내 오 액세스 환경, 3)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응 방안으로 구분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

(1)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 및 추진 현황

로벌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의무정책이 강화되

고 있다. OECD와 EU 등 국제  오 액세스 합의뿐만 아니라 ROARMAP에 등록된 

기 들의 오 액세스 정책들은 부분 그린 오 액세스를 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

면서 인센티  방안으로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을 문 오 액세스 학술지나 하이 리

드 학술지에 오 액세스로 출 할 수 있도록 APC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오 액세스 수 지침을 연구자와 기  모두 성실하게 수하도록 하고 수 여

부와 완성도를 연구자와 기 의 평가에 반 하고 있다. 최근에는 OECD의 오 사이

언스 로젝트의 향으로 연구데이터까지 공개하는 것이 연구자와 기 의 평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액세스 의무이행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

록 출 권에 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오  리포지터리를 지속 으로 구축하고 있

다. 한 출 사들도 문 오 액세스 학술지와 하이 리드 학술지를 출 함으로써 

오 액세스 시 에 응하고 있다. 



 제 6장  결론 및 제언 ●  235

국가별 오 액세스 정책의 특징을 보면 미국과 일본 등 부분의 국가에서는 학술

지 논문의 최종심사완료논문을 오  리포지터리에 자가 셀  아카이빙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와 같은 연구후원기 에서는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 출 을 지원하기 해 별도의 APC 액을 책정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

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로벌  국가 차원에서 연구성과물에 한 오 액세스 의무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학술지 출  시장도 이에 응하고 있다. 먼  연구후원기 들이 의무화하고 있는 그

린 오 액세스 정책에 해서 학술지 출 사들은 심사 논문이나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한 자 셀  아카이빙을 허용함으로써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극 으로 지원하

고 있다. SHERPA/RoMEO에 등록된 체 학술지 출 사의 79%가 심사 논문 는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서 자 셀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체 학술지 출 사의 73%가 최종심사완료논문에 해서 자에게 셀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다. 한 연구후원기 들이 자의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을 장려하기 

해서 마련한 APC 지원 정책에 따라 학술지 출 시장에는 문 오 액세스 학술지뿐

만 아니라 구독 학술지가 일부 논문에 해서 오 액세스 옵션을 지원하는 하이 리

드 학술지들이 거 등장하고 있다. 해외 거  상업 출 사의 경우 체 출 되는 학술

지 에서 하이 리드 학술지의 비 을 크게 늘리면서 연구후원기 들이 지원하는 

APC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가져가고 있다. 즉, 기존 구독학술지를 하이 리드 학술지

로 환함으로써 연구후원기 으로부터 APC를 지원받고 구독기 에게는 구독료를 

받는 혼합형 비즈니스 모형을 가져가고 있다. 한편 APC가 지불된 학술지 논문에 한 

구독기 이 구독료를 다시 지불하는 더블 디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 등 

APC를 극 으로 지원해 온 연구후원기 들은 더블 디핑의 문제 을 인식하기 시작

하 고 기 지불된 APC를 구독료에서 상쇄(Offset)하는 오 셋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ACP 기반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및 추진 현황 

그린 오 액세스는 재 이미 용 가능한 간단계로서의 옵션이지만 지속가능한 

솔루션은 아니다. 그에 반해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는 재의 학술지 출  모델

을 체할 수 있는 극 인 솔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골드 오 액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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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을 크게 부각하면서 학과 연구기 에 APC를 극 으로 지원해 온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가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

고 있다. RCUK는 연구비의 액 는 일부를 지원받은 모든 학술지 논문은 반드시 

오 액세스 정책을 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논문편수를 기 으로 오

액세스 정액보조  산을 편성하고 있다. RCUK는 자신을 신하여 학과 연구

기 에게 APC의 집행업무를 행시키고 있다. 이를 해서 APC 집행업무에 소요되

는 리  부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의 사용에 

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 연구기 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단, 동료평가심사제를 운

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에 한해 APC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오 액세스 정책 실

천에 한 2015년 RCUK의 리뷰 보고서를 보면 RCUK로부터 오 액세스 정액보조

을 지원받고 있는 곳은 107개 기 이었다. 지 액은 기 마다 달랐으며 체 으로 

일부 기 에 편 된 분포를 보 다. 107개 기 들이 출 사에 APC를 지출한 황을 

보면 학술지 논문의 90%는 24개의 특정 학술지 출 사군에 집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일 출 사에 출 된 골드 오 액세스 논문수는 최소 1편에서 최  1,471편으로 특

정 학술지 출 사에 집 되어 있었다. 특히 학술지 출 사에 지불하는 APC 액은 

최소 72 운드(11만원)에서 3,710 운드(557만원)로 학술지마다 액의 차이가 컸

다. 특히 오 액세스 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문제가 지속 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에 RCUK뿐만 아니라 JISC와 국 내 학들이 나서서 오 액세스를 추진하는데 

드는 부 비용과 효율 인 행정처리 방법에 한 심층 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구독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협력체제 및 추진 현황

가. 국가 차원의 오 셋 계약  

지 까지 연구후원기 을 심으로 추진되어 온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개별 논

문( 자) 단 로 APC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국의 RCUK와 Wellcome 

Trust의 사례가 그 다. 그러다 보니 실제 학술지 구독료에서 개별 논문 단  APC가 

상쇄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한 APC를 지원하는 연구후원기 과 학술지를 주로 

구독하는 학이 분리됨에 따라 더블 디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이 리

드 학술지의 양  증 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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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더블 디핑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구독 콘소시엄과 학술지 출 사간에 다양

한 오 셋 계약 방식이 모색되었다. 표 인 사례는 네덜란드 VSNU가 8개의 형 

출 사와 추진한 오 액세스 구독 계약이다. 네덜란드 VSNU를 통해 진행된 오 셋 

계약은 네덜란드 학들이 네덜란드 모든 교신 자를 신하여 APC를 지불하고, 해

당 논문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네

덜란드 교신 자의 논문을 오 액세스로 출 하기 한 비용은 VSNU 회원기 들이 

분담하 다. 그리고 출 사와는 논문당 개별 APC가 아니라 총출 비용(구독료와 

APC)을 기반으로 상을 추진하 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FWF, 국 JISC 등이 

형 학술지 출 사와 네덜란드와 유사한 방식의 오 셋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상 

에 있다. 그러나 상업 출 사와 오 셋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

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오 셋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한 원칙들과 계약 메커니

즘 등이 수립되어 공유되고 있다. 

 

나. 로벌 차원의 력체제 등장 

학술지의 속성상 다국  연구자들의 논문들이 함께 출 하기 때문에 구독 학술지

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기 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로벌 차

원의 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력들은 각국 혹은 

해당 국가내의 특정 력체제에 참여하는 기  소속 자들의 학술지 논문들에 해

서만 용가능한 모델로서 하이 리드 학술지가 지속되는 상황을 래하고 이들 학

술지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한다. 

이에 하이 리드 학술지 방식의 오 액세스를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

기 하여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가간의 력을 통하여 오 액세스 논문출 비

용을 마련하고 출 사와 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 으로 추진된 노력들이 

SC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이다. 이들의 공통 은 재 구독 학술지에 소요되

고 있는 구독 산을 지속가능한 오 액세스 출  펀드로 환하는 것이다. SCOAP3 

분담  조성은 각국의 NCP를 심으로 그 나라 환경에 합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로벌 차원의 력체제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로벌 차원에서 진

행되고 있는 오 액세스 환을 한 력체제는 특정 학술지군을 선정하여 해당 학

술지군을 상으로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로 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SCOA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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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고에 지물리학이라는 특정분야의 권 가 있는 10종의 학술지를 상으

로 하며 CERN이라는 확실한 추진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앙집 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OA 2020 이니셔티 의 경우에는 SCOAP3와 달리 WoS에 등재된 규모 학술

지군을 상으로 하며 독일의 막스 랑크 디지털도서 이 심  역할을 하고 있지

만 재로서는 분산형으로 확실한 주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참여 국가별로 다

양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로벌 차원의 력체제가 가진 공통 은 하이 리드 학

술지가 아닌 완 한 오 액세스 학술지 출 을 목표로 하고 학술지에 투고한 자수

를 기본으로 오 액세스 분담 을 산정하고 투고 자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분담

이 많으나 오 액세스 효과는 클 수 있고 확실한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 국가별로 

가 먼  시작할 지에 한 치 보기가 있을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력체제와 로벌 차원의 력체제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 은 오

액세스 출 을 하여 기존에 별도로 운 하던 APC 기 을 도서 의 구독료와 연

계하고 있다는 이다. APC를 지원하는 기 의 입장에서 보면 기 지원의 효과가 도

서 의 구독료에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도서 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오 액세스 출 의 성과를 수동 으로 리려고 했던 것에서 구독료를 APC로 환

하는 방식을 통하여 오 액세스 출 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국내 오픈액세스 환경 

(1)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국내 ․ 외 학술지 출판 및 유통 현황

국가연구개발성과정보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출 된 학술지 논문

은 지난 10년간 702,651건이며 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206,147건(29%), 

국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496,504건(71%)으로 국내보다 국외 학술지에 발표되

는 논문이 약 2.4배가 더 많았다. 과거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출 된 학술

지 논문의 71%가 국외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  SCI 학술지 논문이 61%이었다. 

NTIS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는 황을 보면 426,567건으로 체 61%이며 국내 학술

지 보다 국외 학술지의 원문제공률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국외 학술지 원문이 

NTIS를 통해서 모두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이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출 되는 비율은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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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며 이들은 부분이 NTIS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공공기  지원기 의 오 액세스 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KISTI와 학술지 출

사간의 원문공개를 한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  공공기  연구성과물의 국내․외 학술지 출   유통 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 오 액

세스 정책이 국내 법률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2) 국내 법제도 및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법률안

기존 법률에서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한 근과 이용에 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규정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 

 학자  출 신용보증 등에 한 법률｣, ｢정책연구용역 리규정｣ 등이 있다. 이들 

국내 련 법률들의 공통된 문제 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 범

를 매우 제한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법률들은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

구성과물의 공개범 를 ‘최종보고서  요약서’로 제한 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

에 의한 2차  결과물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공개의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한 국내 공공기  지원기 의 경우 부분의 국립 학이 연

구비 규정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학에 제출하도록 하지만, 공개

에 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히 학술지 게재 논문은 제출 의무도, 공개 의무도 거의 

없다. 이와 련하여 우지숙(2010)은 기존 법령과 공공기  지원기 의 내부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지 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을 제

시하 다. 그리고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을 토 로 공공기  지원 의 내부 규정의 

수정사항에 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 다. 이어서 2016년에는 강선 과 원유형에 

의해서 우지숙이 제안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에 한 수정․보완된 법률안이 제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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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차원의 협력체제 참여 현황 

가. SCOAP3

한국의 경우에는 SCOAP3 1단계(2014~2016)에 KISTI(국가 NCP)를 심으로 국

내 일부 학도서 들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이유로는 학도서 에 책정된 분담 에 해 

학도서 에서 지불할 근거가 없고 구독료 보다는 자의 투고료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재 SCOAP3 2단계(2017~2019)에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OA 2020 이니셔티  

OA 2020 이니셔티 는 OA 2020 환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핵심활동( 환 네트워

크 수립, 출 결과물과 비용흐름 분석, 자 흐름의 재조직, 출 사의 상, 정보의 공

유)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OA 2020 이니셔티 에 동참하는 환 네트워크를 수립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립 앙도서 , KISTI, 서울 학교 도서 , C.O.D.E의 

4개 기 이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를 제출하 으나 심표명의향서(EOI)를 

추가 으로 제출한 기 은 재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활동들이 구체 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3)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 

(1)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 대응 방안 

가. 법제도  공공기  지원기  세부정책(안)

우지숙(2010)과 강선 과 원유형(2016)에 의해서 제안된 ｢공공이용 활성법안｣ 제

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국내 작권법의 외 규정이나 공정이용에 의해서 

사용 범 나 제한의 완화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공공기  지원기 의 세부정책(안)

공공기  지원기 의 세부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공공기  연구성과물에 의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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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인 학술지 논문에 한 그린 오 액세스 정책을 우선 으로 수립하고 별도의 

APC 기 을 마련해야 하는 골드 오 액세스 정책은 진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린 오 액세스 정책 수립시에는 공공기  지원기 간 동일한 내부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린 오 액세스 의무이행 수 확인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용하고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자료에 한 무료 근을 넘어 자유로운 재사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APC 기반 골드 오 액세스 정책 수립시에는 연구비 외 별도 

APC 항목 마련, 한 APC 액 책정을 한 노력, 연간 APC 산 평성 계획 수립, 

효율 인 APC 지원 방식 수립, 더블 디핑 문제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오 액세스 진흥을 한 지원 환경 조성(안)

첫째, 국내 학술지 작권  오 액세스 정책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국내 학술지 출 사는 학술지의 작권  오 액세스 정

책을 성문화하고 이를 외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 개발 인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의 효율  운 을 해 SHERPA/RoMEO의 권

고사항을 추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학술지 출 사들을 상으

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이 직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의 

개발과 운 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  리포지터리의 확   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  리포지터리에는 

Harnald(2013)가 제안한 ‘사본 이메일 송부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국내 공공기 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이 주로 투고되는 해외 학술지 출 사의 항

에 부딪치지 않고도 해당 학술지 논문의 오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

로는 기  리포지터리의 품질 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에 보 된 리포지터리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보 될 리포지터리도 세계  수 의 서비스 품질 체계를 갖추도

록 체계 인 리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  리포지터리에 아카

이빙되는 연구성과물에 한 분명한 보존 방침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 액세스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자와 기  평가시스템 개발  구축이 필요

하다. 이를 해서는 연구성과물과 연구자의 식별, 활용표시, 다양한 공헌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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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독 학술지의 골드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참여 방안

가. SCOAP3 2단계(2017~2019) 재참여(안)

SCOAP3 1단계(2014~2016)에서 국가 분담 에 한 국내 모  방식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못한 이유  하나는 국내 모  방식에 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SCOAP3 2단계(2017~2019)에 재참여를 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 분담  모  방식을 참고하여 국내 분담  모  방식에 해 새

로운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 OA 2020 이니셔티  참여(안)

첫째, 국내 오 액세스 거버 스 체제를 우선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서 국 학 회 오 액세스 력단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 해

외 학술지 구독 콘소시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 학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

학 회의 역할을 국내에서는 한국 학교육 의회가 맡아서 오 액세스 력단을 구

축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학교육 의회 오 액세스 력단의 구성 체계에는 학, 

도서 , 구독 콘소시엄, 학술지 출 사, 공공기  지원기 , OAK, 국립 앙도서 , 주

요 인 라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육 의회 오 액세스 력단

은 국내 오 액세스 활성화를 한 근거 개발, 주요 이해 계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련 연구  활동 조정, 오 액세스 추진의 근거마련을 한 연구 의뢰, 오 액

세스 시행 정책  방향에 한 제언 제공, 오 액세스 인 라의 조정  발 에 한 

제언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 논의가 필요한 OA 2020 

환 로드맵 실천과 련해서는 단계별 핵심활동을 오 액세스 력단의 구성원들과의 

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독 산을 오 액세스 출 비용으로 환한다는 측면에서 구독 콘소시엄에

서 다수를 차지하는 학들을 심으로 OA 2020 심표명의향서(EOI)의 제출 확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수의 OA 2020 환 네트워크는 단일 환 네트워크나 다수의 환 네트워

크가 가능할 수 있다. 다수의 환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2가지 환 네

트워크 모형에는 국내 기존 구독 콘소시엄의 오 액세스 출  콘소시엄으로의 환 

모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국립 학 오 액세스 출  력 네트워크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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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넷째, 연구출 물과 비용지출 통계데이터의 체계 인 수집․ 리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OA 2020 환 로드맵의 2단계~4단계(출 결과물과 비용흐름의 분석, 

자 흐름의 재조직, 출 사와의 오 셋 상)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해서는 연구출

물과 비용지출 통계데이터를 체계 으로 수집하고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  

학과 연구기  차원에서 기존 기  리포지터리와 연계된 연구성과 리  분석 시스

템(RIMS)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는 KAIST 운  

사례가 있다. 그리고 국내 구독 콘소시엄 차원에서는 오 셋 계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OA 2020 환 로드맵에서 제시된 5단계(다른 국가 는 기 들과 연결하

여 상호 력하고 경험의 공유)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는 국가 NCP 선정이 필요

하다. 국가 NCP 선정은 한국 학교육 의회 오 액세스 력단의 구성원에 포함된 

주요 이해 계자인 학교, 도서 , 구독 콘소시엄, 학술지 출 사, 공공기  지원기

, OAK, 국립 앙도서 , 주요 인 라 제공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한 조사를 심에 두고 국내 오 액세

스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 오 액세스 환경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국내 응방안

을 로벌 오 액세스 우수사례를 통해 제안하 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래

에 등장한 오 셋 계약 방식의 국가 차원의 력체제와 구독 학술지의 완 한 오 액

세스 환을 한 로벌 력체제인 S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에 한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 으며 무엇보다 국내에서 실제 오 셋 계약을 추진한 경험이나 

로벌 력체제에 참여 경험이 미흡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와 해외 

기  발간 보고서 조사와 실제 오 셋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기  담당자와의 

이메일을 통한 자료수집에 보다 집 되었다. 즉 로벌 오 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응 방안들이 해외 사례에 기반한 포 인 방향성과 목표에 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내 응 방안들의 방향성과 목표를 토 로, 향후 연구

에서는 구체 인 세부과제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SOAP3와 OA 

2020 이니셔티 의 로벌 력체제는 구독 산을 오 액세스 출  펀드로 환하

는 것을 제로 하는 만큼 주요 이해 계자인 한국 학교육 의회과 한국 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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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그리고 구독 콘소시엄과 학술지 출 사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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