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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안내 시스템 모형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

형안을 제시

 ▢ 필요성 
   - 2000년 후반부터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정책 및 운동의 확산 
   - 국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존재
   -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를 위한 전제조건인 학술지 저작권 정책 불명확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의 명문화와 대외적 공시를 위한 안내시스템 부재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 조사 분석
    -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의 유형과 추진전략 
    -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체계 
    - 시사점

 ▢ 국외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선진사례 조사 분석 
    - 조사대상 : 영국의 SHERPA/RoMEO와 일본의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
    - 조사내용 



       

    - SHERPA/RoMEO와 SCPJ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국내 적용 시 시사점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 개발 
   - 안내시스템의 목적과 방향성
   - 안내시스템의 4단계 운영방식
    

4. 연구결과 

 ▢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 분석결과
   - 정경희(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현황은 무료 

학술지이상의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58%(670종), 유료 학술지가 35%(402종), 그
리고 기타 학술지(로그인 등)이 7%(85종)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오픈액세스 학
술지가 유료 학술지보다 높은 비율로 유통되고 있음.

   - 반면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내 학술지의 출판·유통의 전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 현황은 학술지 출판
사가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우는 학회 261종과 연구소 12종에 학회와 저자가 공
유하는 11종을 포함하여 전체 분석대상 학술지 906종중에서 31%(284종)인 것
으로 나타났음.

   - 종합해 보면,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라는 전제하에 무료/유료DB기관들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
우는 전체 학술지 중에서 3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포함한 학술지 논문의 출판·유통



환경을 저작권적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음.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학술
지를 출판하는 국내 학술지 출판사들이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학술지 논문의 저
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런 명문화 작업은 학
술지 출판사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하는 것임. 이를 통해 저자, 도서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학
술지 출판사가 출판·유통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투고 
및 활용이 가능함.

 ▢ 국외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 시스템 선진사례 분석결과 
   - SHERPA/RoMEO와 SCPJ의 비교분석한 결과, 두 선진사례는 공통적으로 학술

지 출판사들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주로 안내하
고 있었음. 다른 점은 일본의 SCPJ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들이 셀프 아카이
빙 정책이 없거나, 고려중이거나 응답 등이 없는 경우를 ‘Gray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음.

   - 국내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도출되었음.
   √ 국외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가 명확한 저작권 귀속 주체라는 전제하에 학술

지 저작권 및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해당 시스템들에 직접 입력하고 있음. 그
러나 국내의 경우는 앞선 홍재현(2008)연구와 같이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귀
속 주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
의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한 정책요소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국외에서 주로 안내하고 있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저작권 귀속 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저자들에게 심사 전 논문, 심사 후 논문, 출판 후 논문 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특정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
임.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출판정
책 중에 하나임.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술지 출판사들의 오픈액세스 출판정책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적은 반면 무료 학술지 이상의 오픈액세스 학술
지 출판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정책 요소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
    - 목적
    √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

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4단계 운영모형 
    √ 1단계 :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에 의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입력 단계
    √ 2단계 : 학술지 저작권 전문가에 위한 입력된 학술지 저작권 정책 분석 및 처

리 단계
    √ 3단계 : 학술지 출판사 대상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점검 및 컨설팅 단계
    √ 4단계 : 이용자 유형별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 검색 및 제공 단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기반을 둔 오픈액세스 확산에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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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오픈액세스(Open Access)는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1) 선언
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오픈액세스는 상업 출판사가 연구자간에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학술지를 독·과점하고 온라인 학술지 출
판을 통해 구독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계와 학계가 학술지 위기의식
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오픈액세스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접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학술지 논문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적 온라인 학술지 출판 모
델이다.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두 가지 추진 전략은 
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특정 버전을 공개된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하거나 오픈액
세스 학술지에 저자가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활동들이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의생명학 분야 
학술지들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해 왔고 2015년 12월 현재 136종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를 Korea Med Synapse(http://synapse.koreamed.org)를 통해 통합검색 서비스하
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도하에 오픈액세스코리
아(Open Access Korea, 이하 OAK)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AK 사업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관 리포지터리를 보급하고 이들 기관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된 
학술자료들을 OAK Portal(http://www.oak.go.kr)을 통해 통합검색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출판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들을 OAK Central 
(http://central.oak.go.kr)을 통해 통합검색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연구재
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학술지 평가기관에서도 학술지 오픈액세스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학술지 논문의 오
픈액세스 추진 현황을 보면, 민간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
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액세스 추진 전략에서도 기관 리포지터리
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보다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통한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정책들은 최종 이용자의 
활용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가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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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지와 학술지 논문에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가 부착되어 
있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
술지 논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투
고하는 과정에서 투고자인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인 학회 사이에 저작권 귀속 주체 및 
권리관계가 설정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학회가 자신들이 출판하는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는 시점에 학회의 학술지 저
작권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 
  한편, 홍재현(2008)은 국내의 경우 실제로 저자와 학회 간에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처리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원문서비스업
체인 한국학술정보(주) 및 누리미디어와 저작권 신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
작권협회간에 법적 갈등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및 민형사상의 소송 사건을 발생
하였고 이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셀프 아카이빙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역시 실제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실제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관계가 저자와 학회 사이에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묵시적인 관행이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학술지 논
문의 권리 귀속 규정 유무, 학술지 논문의 권리 주체와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규정하는 권리명,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의 귀속 관계, 학술지 논문
의 저작권양도 동의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단서 등에 대
한 총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 실정에 적합한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
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술지 출판의 주체인 학회가 규정하
고 있는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관
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 시스템 모형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2000년 후반부터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정책 및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학술지 
오픈액세스와 관련하여 선제되어야 할 것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 문제이다. 즉 명확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토대로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외
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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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국의 노팅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SHERPA/RoMEO와 일본의 NII의 지원하
에 운영되고 있는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가 있다. 그러나 홍재
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를 위한 전제조
건인 학술지 저작권 정책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해당 학술지 저작권 정
책을 대외적 공시를 위해서 SHERPA/RoMEO와 같은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안내시
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에 부합
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연구의 내용과 방법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
게 3가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의 유형과 추진전략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체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외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영국의 SHERPA/ 
RoMEO와 일본의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이며 조사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SHERPA/RoMEO와 SCPJ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안내시스템 모형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안하였다. 모형안에는 안내시스템의 목적과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4단계 운영방식
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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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 

2.1 BOAI선언, 오픈액세스의 개념과 추진전략 

2.1.1 오픈액세스의 개념

  BOAI 선언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비용 지불 없이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상
태’를 오픈액세스라고 정의하였다. 동료심사제 학술지 논문을 오픈액세스의 대상으로 
하며 오픈액세스의 요건으로 접근비용장벽(price barriers)의 제거와 허가장벽
(permission barriers)의 제거가 제시되었다(Suber, 2003). 여기서 접근비용장벽의 
제거는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출판처리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장벽의 제거는 이용자가 공정사
용(fair use)을 넘어서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작재산
권자가 재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나 선언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 참조). 

(그림 1) BOAI 선언, 오픈액세스 개념 

  이용자 입장에서 학술지 논문이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제공될 때 가능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학술지 논문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입수
가능하고 동시에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하고, 배포하고, 프린트하고, 검색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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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문으로 링크를 달고, 색인을 위해서 크롤링하고, 데이터로 소프트웨어에 보내고, 
합법적인 목적에서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는 인터넷에 연결
되는 비용 부담 외에 어떤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도 없으며 저작권이 유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저자의 연구내용이 원본의 상태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다른 사
람들에게 온당하게 인정받고 인용되어질 권리를 지키고자 할 때뿐이다. 한편 이용자
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접근비용장벽과 허
가장벽을 모두 제거해야 하며 특히 BOAI 선언에서는 허가장벽을 최대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2 오픈액세스의 추진전략 

  BOAI 선언은 이용자에게 학술지 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보완적 오픈액세스 추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 가
지는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이며 다른 하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open-access 
journals)이다.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가 학술지 논문을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기탁하면 이용자가 
접근비용 장벽 없이 해당 학술지 논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OAI 선언에서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을 제안한 이유는 학술지의 
대부분을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출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
독기반 학술지 유통플랫폼에서는 도서관이나 이용자가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학술지 
논문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접근비용장벽이 존재하는 유통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에게 오픈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구독기반 학술지 유통플랫폼을 벗어나 다른 공개 유통플랫폼에 자신
의 학술지 논문을 저장하고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 논문에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개 유통플랫폼으로 공개 전자 아카이브라는 저장소가 필요
하게 된다. 공개 전자 아카이브는 OAI(Open Archives Initiative)가 제공하는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표준을 
준수한다. 이를 통해 검색엔진 등이 여러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저장된 저자의 학술
지 논문에 대한 서지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가 각각의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일일이 접근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학술지 논문의 서지메타데이터와 원
문 위치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전자 아카이브로는 기관 리포지터리
와 주제 리포지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저자가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에 
투고한 학술지 논문을 공개 유통플랫폼에 셀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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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이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 현재 많은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하고 특별
한 허가절차 없이도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학술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 
출판사는 이용자를 위해서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많은 학술지 
출판사가 BOAI 선언의 정의에 충실한 다수의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였고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기도 하였다(정경희, 2011, p. 376). 
BioMed Central(이하 BMC)와 Public Library of Science(이하 PLOS)가 대표적인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이다. 

2.2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수용모형

2.2.1 오픈액세스의 유형과 명칭
 
  BOAI 선언 이후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기 위한 학술지 출판사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BOAI 선언의 오픈액세스 정의가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되지
는 않았다. 오픈액세스를 수용한 학술지 출판사가 실제 오픈액세스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접근비용장벽만 제거한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유형과 접근
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유형이 혼재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오픈액세스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마땅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
서는 오픈액세스라는 용어가 두 가지 오픈액세스 유형을 모두 지칭하는데 사용되었
다. Suber와 Harnad(2008)는 두 가지 오픈액세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하위 용어
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접근비용장벽만 제거된 상태의 오픈액세스를 ‘weak 오
픈액세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가 제거된 상태의 오
픈액세스를 ‘strong 오픈액세스’라는 용어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weak 
오픈액세스’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서 보다 중립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고
민하였다. 그 결과 Suber(2008)는 ‘weak 오픈액세스’라는 용어 대신에 ‘gratis 오픈
액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strong 오픈액세스’라는 용어 대신에 ‘libre 오픈액세
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1).
  요컨대, BOAI 선언에 제시된 오픈액세스와 달리 현실 속에서 사용되는 ‘오픈액세
스’라는 단일 용어는 ‘gratis 오픈액세스’와 ‘libre 오픈액세스’의 두 가지 유형을 모

1) ‘gratis’와 ‘libre’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Gratis_versus_libre. Retrieved 2015 12. 9 from http://en.wikipedia.org/wiki/Gratis_versus_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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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괄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접근비용장벽만 제거된 상태의 오픈액세스는 
‘gratis 오픈액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 제거된 상
태의 오픈액세스는 ‘libre 오픈액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픈액세스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2.2 오픈액세스의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 

  오픈액세스 추진전략 중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특히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셀프 아카이빙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구독기반 학술지 논문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공개된 유통플랫폼에서 접근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
지 출판사의 73%가 저자에게 학술지 논문의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다. 주로 
학술지 논문의 심사전 논문(preprint)이나 심사후 논문(postprint), 또는 심사전 논문
과 심사후 논문 모두에 대해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과 libre 오픈액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먼저 gratis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접근비용 장벽만 제거된 학술지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gratis 오
픈액세스 학술지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의 추진전략인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 다른 
점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을 주로 제공한다면 gratis 오
픈액세스 학술지는 출판후 논문(publisher version)을 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이용자가 학술지 논문에 무료접근시점, 즉 엠바고 기간에 
따라서 세분된다.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등재 
데이터베이스인 PMC의 경우 학술지 출판사를 포함한 저작재산권자에게 학술지 출판
한 시점에서 일정한 엠바고 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학술
지에 대한 엠바고를 공식화하고 있다. PMC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의 무료접
근시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출판즉시,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4개월 이내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 제거된 상태
의 학술지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libre 오픈액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 채
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최근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허가장벽의 제거를 위해
서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 라이선스)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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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가 CC 라이선스를 채택할 경우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표 1>
에 제시된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특히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CC 라이선스 유형 중에서 CC-BY 라이선스(저작자 표시)유형을 채택할 경우 BOAI 
선언에서 정의된 오픈액세스의 개념을 가장 가깝게 실현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CC-BY 라이선스(저작자 표시) 유형을 채택하면 이용자는 저작자가 누구
인지를 표시한다는 이용조건을 지키는 한, 저작재산권자의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학술지 논문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포맷 변경도 포함) 등의 공유
가 가능하고,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변경이 가능하고, 영리목적으
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용자는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이용조건하에 학
술지 논문을 가장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한편, BOAI 선언 이후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환경을 보면 하이브리드 및 선택
적 오픈액세스 학술지, 지연형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같이 변형된 오픈액세스 학술지
도 상당수 출현하였다(차미경 외, 2007, p. 66). 그러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변형된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 어떤 것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
는 엠바고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CC 라이
선스를 채택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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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유형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의이름, 저작물의제목, 출처등저작자에관한표시를해주어야

함

CC-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
없음

CC-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 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

야 함

CC-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고저작물의변경도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에적용된것과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해야

함

CC-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밝히면이용이가능하며저작물의변경도가능하지만, 영리목적

으로이용할수없고 2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과동일한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CC-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함

CC-BY-NC-ND

<표 1>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과 이용조건, 문자표기 방식

  
학술지 출판사가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2)과 같다. 

(그림 2) 학술지 출판사의 선택 가능한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  

  첫째,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학술지 출판방식에 따라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
략을 선택할 수 있다.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을 선택할 경
우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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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
할 수 있고 libre 오픈액세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
판할 수 있다. 둘째, 학술지 출판사는 선택한 오픈액세스 추진전략별로 가장 적합한 
세부 추진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수 있듯이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선
택할 경우 저자에게 허락하는 아카이빙 대상 논문 유형을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다.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할 경우에는 엠바고 유형을 4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다.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할 경우에는 CC 라이선스 유형을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3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수용 및 추진 현황

2.3.1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과 정책내용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다른 공개 유통플랫폼에 셀프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학
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이를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셀프 아
카이빙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
율과 정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는 2,166개의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과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SHERPA/ 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때 4가지 정책으로 분류되고 각각
에 대해 ‘그린(green), 블루(blue), 옐로우(yellow), 화이트(white)’ 색상이 부여된다
((그림 3) 참조). 그린 색상은 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을 둘 
다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블루 색상은 저자가 심사후 논문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옐로우 색상은 저자가 심사전 논문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화이트 색상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아카이빙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책이다. 

(그림 3)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과 정책내용(SHERPA/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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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그림 3)를 통해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
술지 출판사 중에서 78%가 어떤 형태로든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공식적으로 가지
고 있다.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그린 색상이 38%(828개)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블루 색상이 34%(730개), 옐로우 색상이 6%(137개) 
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이트 색상으로 표현되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진 학술지 출판사의 비율이 22%(471개)라는 것이다. 이들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저작권 정책상에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
책내용을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알리고 있
다. 이를 통해 저자로 하여금 해당 학술지 출판사에 논문을 투고할 때 셀프 아카이빙
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투고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을 SHERPA/RoMEO 데이
터베이스에 등록할 때 셀프 아카이빙 가능한 자료의 버전뿐만 아니라 아카이빙이 가
능한 장소, 그리고 아카이빙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카이
빙 가능한 자료의 버전은 크게 ‘심사전 논문 가능’, ‘심사후 논문 가능’, ‘심사전 논문
과 심사후 논문 모두 가능’으로 구분된다. 아카이빙이 가능한 장소는 ‘공공 서버 가
능’, ‘비영리 서버 가능’, ‘저자나 소속기관의 웹사이트 가능’, ‘저자나 기관 리포지터
리 가능’,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가능’으로 구분된다. 아카이빙 조건은 ‘출판사의 저
작권 정책과 출판사출처정보를 밝힐 것’, ‘출판버전을 알리고 링크를 연결할 것’, ‘출
판버전은 사용할 수 없음’, ‘엠바고가 있음’으로 구분된다. 이런 명확한 셀프 아카이빙 
정책으로 인해 저자는 학술지 논문의 어떤 버전을, 어떤 장소에, 어떤 조건하에서 셀
프 아카이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
고 신속하게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지정된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기탁할 수 있다.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에 대
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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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사례(SHERPA/RoMEO)

  (그림 4)에 예시된 학술지 출판사의 경우는 그린 색상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
지고 있다.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할 수 있는 논문의 버전은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
문이다. 아카이빙이 가능한 장소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자의 웹사이트나 
리포지터리이다. 아카이빙 조건은 출판사의 저작권정책과 출판사에 대한 정보가 반드
시 기술되어야 하며 OpenDepot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할 자격을 갖춘 영국의 저자
는 OpenDepot 리포지터리에 기탁할 수 있다.

2.3.2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추진 현황

1)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비율

  DOAJ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
지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작업은 DOAJ 데이터베이스의 고급검색 메뉴에서 제공
하고 있는 학술지 라이선스(Journal License) 분류메뉴를 활용하였다.2) 학술지 라이
선스 메뉴에서 CC 라이선스 유형과 None 유형(CC 라이선스가 없는 유형)에 대한 통
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구
분은 CC 라이선스 유형의(유사한 라이선스 문구) 부착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다. CC 
라이선스 유형을 미부착된 학술지는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분류하였고 CC 라
이선스 유형이 부착된 학술지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구분하였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DOAJ 데이터베이스에는 10,636종의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2) DOAJ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들의 라이선스 유형과 통계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음.

Retrieved 2015. 10. 20 from

http://doaj.org/search?source={%22query%22:{%22match_all%22:{}}}#.VB1TmPl_t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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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있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47%(5,032
종)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53%(5,604종)의 비율을 차지하
였다. 전체적으로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과반수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5)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비율(DOAJ)

2)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CC 라이선스 유형과 비율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10,636종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CC 라이선스 
유형이 부착되어 있는 5,032종(전체의 47%의 비율)의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학술지에 부착된 CC 라이선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CC-BY 라이선스 유형이 50%(2,539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CC- BY-NC-ND 라이선스 유형이 22%(1,122종), CC- BY-NC 라이선스 
유형이 18%(910종), CC-BY-NC-SA 라이선스 유형이 7%(319종), CC-BY-SA 라이
선스 유형이 2%(97종), CC-BY-ND 라이선스 유형이 1%(45종)순의 비율을 차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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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CC 라이선스 유형과 비율(DOAJ)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과반수가 50%의 학술지
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CC-BY 라이
선스 유형을 채택한다는 것은 BOAI 선언에서 정의된 오픈액세스의 개념을 온전히 수
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고자 하는 학
술지 출판사의 경우 이용자에게 학술지 논문을 가장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CC-BY 라이선스 유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
재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CC 라이선스 유형
을 채택한 학술지의 비율이 전체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53%(2,681종)로 높
게 나타났다.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유형은 CC-BY 라이선스(2,539
종), CC-BY-SA 라이선스(97종), CC-BY-ND 라이선스(45종)의 세 가지 유형이며 이
용자는 각각의 CC 라이선스 유형이 제시한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한 영리목적에 해당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제 3
의 학술지 서비스기관이 학술지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통해서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하
여 CC 라이선스 유형의 이용조건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과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학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자의 입장에
서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투고한 자신의 논문이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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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통해서도 폭넓게 확산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libre 오픈액세스 학
술지의 출판을 고민하고 있는 출판사의 경우 CC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할 때 이런 측
면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인 
PLoS와 BMC가 학술지 출판시점부터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존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인 ｢정보관리연구｣
를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JISTaP(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2.4 시사점

1)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높은 비율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제시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술지 출판사 중에서 78%의 학술지 출판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나머지 22%의 학술지 출판사가 자신
의 저작권 정책상에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내용을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학술지 출판사
는 자신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셀프 아카이빙 정
책내용에는 셀프 아카이빙 가능 자료버전, 아카이빙 장소, 아카이빙 조건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술지 출판사는 저자에게 학술지 논문의 어떤 
버전을, 어떤 장소에, 어떤 조건하에서 셀프 아카이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저자가 학술지 논문을 지정된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신속하게 기탁하여 다
른 연구자에게 무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에서 CC-BY 라이선스 유형의 채택과 영리목
적에 이용허락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채택하고 있는 CC 라이선
스 유형의 비율을 보면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50%의 
학술지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한다는 것은 BOAI 선언의 오픈액세스의 개념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영리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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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허락하는 CC 라이선스 유형(CC-BY, CC-BY-SA, CC-BY-ND)을 채택하고 있
는 학술지의 비율이 전체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서 53%(2,681종)로 과반수이
상이 넘었다. 이것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판사가 영리목적에 이용
을 허락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무료접근권과 재사용
권을 보장하고 학술지 시장에는 다양한 제 3의 학술지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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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환경 조사 분석

  국내의 경우,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자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정착되었고 새로운 온라인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적절히 대응하며 발전
하여 왔다. 본 장에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국내 학회들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주체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 gratis/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1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체계

  국내의 학술지 출판 및 유통구조는 (그림 7)와 같다. 국내의 경우는 학회들의 영세
성으로 인해 학술지 논문 자체를 디지털화하여 유통시킬 수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학회들이 자신들이 아닌 유통기관들의 지원을 받아서 학술지를 유통하고 있
다. 

(그림 7)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체계 

 도서관(이용자)입장에서 국내 학술지의 출판 및 유통구조를 정의해 보면 크게 3가지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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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ll Access 모형 : 도서관(이용자)가 구독료를 지불한 후 학술지에 접근하여 열
람할 수 있지만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아야 하는 학술지 유통 모형 
 2) Free Access 모형 : 도서관(이용자)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술지에 무료로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지만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학술지 유통 모형. 오픈액세스 유형으로 구분하면 gratis 오픈
액세스라고 할 수 있음
 3) Open Access 모형 : 도서관(이용자)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술지에 무료로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고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학술지 유통 모형. 오픈액세스 유형으로 구분하면 libre 오
픈액세스라고 할 수 있음

   특히 Toll Access기반의 학술지들은 유료유통기관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인
문사회분야 학술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ree Access 기반의 학술지들은 
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들의 대부
분이 여기에 속한다. Open Access 기반의 학술지들은 전통적으로 의생명학 분야의 
학술지들이 대부분이며 의편협의 KoreaMed Synapse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근래에
는 OAK 사업을 통해 KISTI에서 유통되고 있는 Free Access 기반의 학술지들 중 40
여종이 Open Access 학술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3.2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
가 명확해야 하고 그 권리 귀속 규정에서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해야 한다. 국
내의 경우는 SHERPA/RoMEO와 같은 출판사(국내는 학회)의 저작권과 아카이빙 정
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홍재현(2008)의 ‘국
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를 토대로 국내 
학회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
월 기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귀속주체와 저작권 귀속의 내용과 단서조항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906종의 등재 학술지 중에서 306종의 학술지만
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306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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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귀속 주체’의 유형을 보면 학회가 권리주체인 경우는 261종, 연구소인 경우는 12
종, 저자인 경우는 6종, 학회와 저자가 공유하는 경우는 11종, 기타가의 경우는 16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출판사로 국한할 경우, 284종(학회 261종, 연구소 12종, 
학회와저자 공유 11종), 31%에 대해서만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귀속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권리귀속 주체와 더불어 저작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를 구분해 보
면 306종이 학술지 가운데에서 140종의 학술지만이 저작권 귀속관계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과 단서조항을 구비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와 
함께 권리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조항의 구체적인 규정을 구비한 140종의 학
술지를 대상으로 저자 셀프 아카이빙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술지가 46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8)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 및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한 학술지 종수
          (2007년 7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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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906종의 학
술지 중에서 46종의 학술지만이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먼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저자이고, 통상 학회가 투고한 논문의 
인쇄물 형태의 출판권과 배포권만 가지는 경우(6종)에는 논문의 저자에 의한 셀프 아
카이빙이 가능하며 이용자들 또한 저자의 홈페이지나 저자의 소속 학과나 대학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한 학술논문을 무료로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학회와 저자가 공유할 경우(5종)는 
학술적 목적인 경우 학회와 저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영하고 있어 학술목
적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유통에 의해 누구나 학술
지 논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3)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의 기관 리포지터리에의 수록은 고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학회가 저작권의 귀속주체일 경우(35종)의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을 일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저널 출판 후 편집저작물, 다른 출판물 및 개인적인 
웹사이트나 고용기관의 웹 사이트와 같은 저자들의 2차적 저작물에 본 논문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수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교육적 목적 및 저자 고용기관 내부에서의 사용을 위
한 목적으로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짐

   국내 학술지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학
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학회와 학술지에 대
한 저작권과 아카이빙 정책이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출판
사들이 자신들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등재하는 SHERPA/RoMEO에서 출판사들에게 
요구하는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세부규정내용을 국내 학회들도 셀프 아카이빙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학회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세부 규정에서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 가능한 자료의 버전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해 주어
야 한다. 예를 들어, 1)심사전 논문, 2)심사후 논문, 3)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 모
두, 4)출판후 논문과 같이 4가지 버전유형이 가능할 것이다. 

3) 이 내용은 [동남아시아연구]지에 기재된 저작권 귀속 내용과 단서조항의 내용임



- 21 -

   둘째,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홍재
현(2008)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하는 단체의 웹사이트, 비영리 기관 리포지터러리, 전자도서관 등의 장
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SHERP/RoMEO에서 출판사들의 아카이빙 장소와 비교하
여 정리하면 1)공공 서버, 2)비영리 서버, 3)저자나 소속기관의 웹사이트, 4)저자의 기
관 리포지터리만, 5)저자의 개인 웹사이트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학회의 저작권자와 출처를 반드시 알려야 함 2) 출판버전이 있음을 알리고 아카이
빙시 원문으로 링크를 연결해야 함 3) 출판버전은 사용할 수 없음 4) 엠바고 기간과 
같이 4가지 유형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홍재현의 논문이 2008년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현재와 시간
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과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에 오픈액세스 운동과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학회들이 저작권과 오픈액세스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시도했
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보다 많은 학회들의 저작권과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정비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조사되어서 밝
혀져야 할 부분이다. 

3.3 gratis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현황

  국내 gratis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현황에 대한 조사는 정경희(2011)의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정경희 
연구에서는 2011년 5월 9일 기준 KCI 등재지 1,438종을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
지를 식별해내고 이들 학술지의 원문공개채널, 분야별 차이, 발행기관별 차이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보듯이 정경희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술지 유
형 분류명칭을 본 연구에 적합한 학술지 분류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논
문에서 사용되었던 통계수치들은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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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명칭 

정경희(2011) 연구의 분류기준
(학술지의 원문서비스 방식)

정경희(2011) 연구의 
학술지 분류명

본 연구의 
학술지 분류명

상용DB에서만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 Toll Access 학술지 Toll Access 학술지

상용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발
행기관 홈페이지나 무료DB에 원문을 
공개하는 경우

Open Access 학술지 gratis 또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도 공개
되는 혼합형의 경우

Hybrid Access 학술지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

<표 2> 국내 학술지 출판 유형 구분

  
  첫째, 국내 학술지 중에서 상용DB에서만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Toll Access 학
술지’로 분류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상용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발행기관 홈페이지나 무료DB에 원문을 공
개한 경우는 ‘Open Access 학술지’ 대신 ‘gratis 또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보다 구체적인 분류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속하는 국내 학술지의 대부분이 원
문에 무료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CC 라이선스(유사한 라이선스 문구)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때문에 libre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포함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Open Access 학술지라는 단
일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사람에 따라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도 공개
되는 혼합형의 경우는 ‘Hybrid Access 학술지’ 대신에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라
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학술지 논문이 무료와 유료로 동시에 서비스되는 
Hybrid Access 학술지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관점에서 보면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
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ybrid Access 학술지라는 명칭은 Hybrid 오픈액
세스 학술지와의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Hybrid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하나의 학술지
에 수록된 논문 중 일부만을 libre 오픈액세스로 출판하고 나머지는 Toll Access로 
출판된다. 따라서 Hybrid Access 학술지로 표현되는 동일한 논문이 무료와 유료로 
동시에 서비스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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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gratis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현황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크게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
지로 구성된다. 국내의 경우 1,438종 학술지 중에서 56%인 800종의 학술지가 오픈액
세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800종의 학술지의 대부분이 무료접근만을 제공하는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
에서도 CC 라이선스(유사한 라이선스 문구)를 부착하고 있는 학술지들이 있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4.3장에서 보다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림 9)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현황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홈페이지가 없거나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원문서비스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144종(10%)의 학술지들이다. 이들 학술지들이 Toll Access 학술
지인지 오픈액세스 학술지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이들 학술지들은 Toll 
Access 학술지보다는 적어도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상용DB에서 해당 학술지를 서비스하고자 했다면 이미 사용DB로
부터 학회에 해당 학술지 서비스를 위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상용DB에서 서비스하지 않고 로그인을 요청하는 학술지의 경우는 회
원제로 운영한다고 판단된다. 이들 학술지들에 대해서는 오픈액세스의 대한 취지와 
추진전략을 충분히 이해시킨다면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성
이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학술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와 원문서비스 미실시하는 경우는 학술지 논문
에 대한 이용자들의 온라인 접근을 지원해 줄 온라인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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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온라인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만 이루어
진다면 충분히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3.4 시사점 

  정경희(201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현황은 무료 학술
지이상의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56%(800종), 유료 학술지가 34%(494종), 그리고 기타 
학술지(로그인 등)이 10%(144종)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유료 
학술지보다 높은 비율로 유통되고 있다. 반면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내 학술지의 출판·유통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
속주체 현황은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우는 학회 261종과 연구소 12
종에 학회 와 저자가 공유하는 11종을 포함하여 전체 분석대상 학술지 906종중에서 
31%(284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라는 전제하에 무료/유료DB기관들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우는 전체 학술지 중에서 3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포함한 학술지 논문의 출판·유통환경
을 저작권적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학술지를 출판
하는 국내 학술지 출판사들이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명문화 작업은 학술지 출판사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
자, 도서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학술지 출판사가 출판·유통하는 학술지
의 저작권 정책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투고 및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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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선진사례의 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국외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구축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1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은 영국 JISC가 지원하는 SHERPA/RoMEO 프로젝트와 일본의 NII가 지원
하는 SCPJ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4). 

(그림 10) 국외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조사대상 

  상기 SHERPA/RoMEO와 SCPJ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내용은 6가지로 구분하였고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4) 두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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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HERPA/RoMEO와 SCPJ에 대한 조사내용

4.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앞서 제시한 분석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운
영 및 제출기관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출판사(학회)가 제출해야 하는 메타
데이터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제출자확인/자료수집/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 
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검색 및 부가정보서비스를 비교분석하였다. 

1) 운영 및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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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사(학회)의 제출자료

3) 제출자확인/자료수집/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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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 및 부가정보서비스 

4.3 시사점 

  SHERPA/RoMEO와 SCJP에 등재된 학술지들의 저작권의 귀속주체는 대부분이 출
판사(학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SHERPA/RoMEO와 SCJP에서 관리되는 저작권 및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
존의 구독기반 학술지가 부분적 오픈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자의 셀프아
카이빙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SHERPA/RoMEO와 
SCJP에 수록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어디까지나 기관 리포지터리에 저자가 
Preprint/Postprint(publisher's Verion)를 아카이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다른 이용
자들이 해당 포맷의 논문에 무료접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SHERPA/RoMEO와 SCPJ 사례는 공통적으로 학술지 출판사들의 학술지 저작권 정
책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주로 안내하고 있었다. 다른 점은 일본의 SCPJ의 경
우에는 학술지 출판사들이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없거나, 고려 중이거나, 응답 등이 
없는 경우를 ‘Gray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 국내에 적용할 경우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외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가 명확한 저작권 귀속 주체라는 전제하에 
학술지 저작권 및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해당 시스템들에 직접 입력하고 있다. 그러
나 국내의 경우는 앞선 홍재현(2008)연구와 같이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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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한 정책요소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외에서 주로 안내하고 있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저작권 귀속 주체인 학
술지 출판사가 저자들에게 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 출판후 논문 등에 대해서 선택
적으로 특정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이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출판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술지 출판사들의 오픈액세스 출판정책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적은 반면 무료 학술지 이상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정책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정책 요소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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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체계와 국외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을 통해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될 필
요성과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한 정책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이 도출되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셀프 아카이빙보다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정책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에 적합한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안하였다. 

5.1 목적과 방향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의 명확한 목적을 가진다. 첫째, 국내 학술지 출판사가 자신들의 저작권 정책을 명문
화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학회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
작권 정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
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고논문이 어떤 수준에서 오픈액세스 되고 있는지 등에 대
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문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국내 학회가 성문화한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은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국내 저자와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
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SHERPA/RoMEO 데이터베
이스에 학회 차원에서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을 등록함으로써 해외 저자와 이용
자에게도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PMC 데이터베이스와 DOAJ 데이터베
이스에 해당 학술지를 등재함으로써 확고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서 대외적 인정을 받
을 필요도 있다. 둘째, 국내 학술지 정책 정보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저자, 유통기관, 
도서관, 이용자 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상의 2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이 갖추어
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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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 시스템 모형의 구조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은 다음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첫째,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들의 저작권 정책정보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내용만을 안
내시스템에 입력한다. 

둘째, 학술지 출판사가 입력한 간략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에 대해 저작권 전문
가가 분석하여 처리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해당 학술지에 적합한 저작권 정책을 점검해 주고 정책 수립을 위
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때 학술지 저작권 정책점검과 컨설팅이 완료된 학술
지 출판사의 정책은 학술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외 SHERPA/RoMEO와 DOAJ로 연계 등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으로 지원한다.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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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가지 단계별 개발 원칙 및 운영방식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은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먼
저 간략히 단계별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에 의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입력 단계
    2단계 : 학술지 저작권 전문관리자에 위한 입력된 학술지 저작권 정책 분석 및 

처리단계
    3단계 : 학술지 출판사에 대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점검/컨설팅 단계
    4단계 :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 검색 및 제공 단계

5.2.1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에 의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입력 단계

1) 원칙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에 의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입력시에는 다음의 4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① 현재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저자와 학회간의 저작권 권리 처리부분의 모호성
  - 학회와 유통기관(유료/무료)간에 계약/협약에 의한 유통 
  - 유통기관을 통해 도서관(이용자)가 학술지를 활용하는 체계 

②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 입력자가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항목과 용어를 사용한다. 

③ 학술지 출판사 입력자의 입력항목은 가능한 최소화하되, SHERPA/RoMEO/DOAJ 
등재를 고려하여 필수 항목들은 포함시킨다.

④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정책 정보는 학술지 출판 편집위원 입력자가 아닌 안내시스
템 저작권 전문관리자가 최종적으로 분석/처리한다.

2) 입력화면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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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이 입력할 구성요소는 크게 일반사항과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 사항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사항

(그림 13)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할 일반사항 

  일반사항에는 크게 출판사명(국문/영문), 출판사 홈페이지 URL, 입력자이름(국문/
영문), 입력자 직책, 입력자 이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안내
시스템에 등록된 학술지들을 추후 SHERPA/RoMEO 시스템 등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출판사의 영문명과 URL, 그리고 입력자 영문명
과 입력자의 이메일이기 때문이다. 학술지 편집위원이 해당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정
책을 입력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와 같은 일반사항이 입력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②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사항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의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들 입장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
다.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
이나 편집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묵시적인 
관행이 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저작권 귀속 규정에 대한 존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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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저작권 귀속의 개념이나 그것이 자신의 논문의 권리에 향후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핫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
문에 학술지 발행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조차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이
해를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다. 때문에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이나 편집규정에 관여
하고 있는 상당수의 편집진들은 그 내용을 막연하게 규정하거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 없이 학술지 논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회들은 학회 자체의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한다
는 명분을 내세워 논문을 쓴 개별 저작권자와의 정확한 권리 양도나 적법한 계약 없
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맺고 학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통시키고 있
다(홍재현 2008, p. 432).
  이에 본 모형에서는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입력사항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
하여 제안하였다. 3가지 입력사항은 크게 1)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제시된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 2) 학술지 논문의 유통채널은 어디인가 3) 학술지 논문에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이 부착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안내시스템에서 학술지 편
집위원에게 제시될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입력화면 구성안을 제시하면 (그림 14)과 
같다. 
 첫째, 학술지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 규정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
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에 근거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술지 투고 규정에는 예시된 바와 같이 ‘제 19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저작권은 
“ooooo학회”에 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술
지 저작권 정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증빙파일을 탑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저작권 정책이 기술되어 있는 학술지 홈페이지의 URL 정보나 저작권 양도 동의
서가 있을 경우 해당 샘플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증빙파일은 추후 저작권 전문관리
자에 의해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근거 정보가 된다. 
 둘째, 국내의 학술지 출판 및 유통체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학술지 출판사가 암묵적
으로 저작권 귀속주체라는 전제하에 학술지 논문이 유통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 학술
지 출판 및 유통체계 하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함께 학술지 논문
의 유료와 무료 유통방식도 중요한 정보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무료 유통방식의 
학술지들은 gratis 오픈액세스로 판단할 수 있고 유료 유통방식의 학술지는 구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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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앞서 구독기반 학술지와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 학술지와 함께 libre 오픈
액세스 학술지들이 국내에서도 출판•유통되고 있다. 민간단체인 의편협을 중심으로 
CC-BY-NC를 부착한 의생명학 분야의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들이 KoreaMed 
Synapse(http://synapse.koreamed.org)통합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OAK(Open Access Korea)사업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의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들이 OAK Central(http://central.oak.go.rk) 통합검색사이
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체계 하에서는 무료/유료방식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도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주체 현황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14)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할 학술지 저작권 정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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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학술지 저작권 전문관리자에 위한 입력된 학술지 저작권 정책 분석 및 처리단계

1) 원칙 

학술지 저작권 전문관리자에 의한 입력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처
리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의 입력정보만을 토대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분석
/처리한다.

②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대한 분석/처리는 저작권 전문관리자가 담당한다. 

③ 저작권 전문관리자는 학술지 출판·유통 체계와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충분
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분석/처리 사항 

 학술지 편집위원에 의해서 입력된 3가지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를 토대로 저작권 
전문관리자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한 분석처리를 수행한다. 먼저 학술지 논문의 저
작권 귀속주체와 이에 대한 증빙파일을 토대로 ‘저작권 정책정보(저작권 귀속주체, 자
자의 권한내용)’을 처리한다. 둘째, 증빙파일을 토대로, 특히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토
대로 저자의 권한내용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처리한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
은 공개가능유형이 무엇인지와 공개장소, 그리고 공개조건등을 분석하여 처리한다. 셋
째, 학술지 논문의 원문서비스 방식을 토대로 무료/유료접근 정책정보를 처리한다. 
유료DB를 통해서만 유통될 경우에는 구독 학술지로 판단한다. 그리고 무료DB만을 통
해서 유통되거나 유료DB에서도 같이 유통되는 두 가지 경우에는 gratis 학술지로 판
단한다. 그 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타 학술지로 판단한다. 넷
째, 학술지 논문 단위에 CCL이 부착되어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다. CCL의 6가지 이용조건에 따라서 재사용가능정도를 분석처리하고 만약 CCL이 미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내에서 사용가능함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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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저작권 전문관리자에 의한 분석 처리될 사항 

5.2.3 학술지 저작권 정책점검 및 컨설팅 단계

  이상의 단계를 통해서 저작권 전문관리자에 의해서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대한 분석
과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에게 분석처리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정보를 통보해 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술지 출판사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때 학술지 출판사에 제공하
는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는 4가지 저작권 정책정보 요소를 토대로 오픈액세스의 정
도를 표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OAS 가이드는 학술지 또는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OAS Grid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핵심 구성요소와 오픈액세스 수준으
로 구성된 OAS Grid를 통해 학술지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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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에게 오픈액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OAS Grid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구성요소 6가지와 오픈액세스 수준별 데이터값을 정리하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OAS Grid의 6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오픈액세스 수준별 데이터 값  

  (그림 16)에서 제시된 OAS Grid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체계를 반영
하여 국내 학술지 출판사에게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점검 및 컨설팅을 위한 점검표를 제
안하면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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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점검 및 컨설팅 점검표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점검 및 컨설팅 점검표는 크게 4가지 핵심구성요소로 구성된
다. 먼저 무료접근정책은 해당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들을 나타낸다. 국내의 경우에는 특별히 엠바고를 설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출판
즉시 무료DB나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유료DB를 통해 구
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와 특별히 회원가입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재사용정책은 CCL 부착을 통해 자유로운 이용허락의 조건을 나타낸다. CCL 중
에서 가장 개방적인 CC BY에서 가장 덜 개방적인 CC BY0NC-ND까지 수준을 정할 
수 있다. 그 외 CCL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이용과 저작권 제한 규정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된다. 셋째, 저작권 정책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구이며 제한 조건이 수준들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서 홍재현(2008) 연구결
과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저작권 귀속주체와 제한 조건에 대해서 여러 조건 수준들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 관계 하
에서는 우선적으로는 OAS Grid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 정책수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들이 저자에게 
허용하는 학술지 논문 버전, 공개장소, 공개조건의 수준을 나타낸다.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정책에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 출판사가 
드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OAS Grid에서 제시하고 있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 수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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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대부분인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른 오픈액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은 ‘학회가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의 원문서비스 채널’ 에 따라 구분한다. 
  첫째, 이용자가 상용DB에 비용을 지불하고 학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학술지 유통
방식을 가진 학회의 경우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용DB에서만 학술지 원문을 제공하는 학회는 구독기반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회는 상용DB업체와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해당 학술지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상용DB업체로부터 저작권료 지급과 함께 학술지 전산화, 학회 홈
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5). 국외의 경우 구독기반 학술지 출
판사가 오픈액세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BOAI 선언에서도 제시된 오픈
액세스 추진전략이며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추진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상용
DB를 통해 구독기반으로 이용되는 학술지는 오픈액세스 대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향
이 있었다. 국외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모형을 유지
하면서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용
DB를 통해서 학술지를 유통시키고 있는 국내 학회도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충분히 고
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상용DB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수
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의 사례와 같이 학회 차원에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용DB가 아닌 홈페이지나 무료DB에 원문을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을 가진 학회의 경우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학술지는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 측
면에서 보면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엠바고 기간 
없이 출판즉시 무료로 원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현재의 gratis 오픈액세스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libre 오픈액세스 학술
지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학회 차원에서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 중에서 해당 학술
지에 적합한 CC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면 된다. 이 때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경우 가장 개방적인 CC-BY 라이선스 유형과 영리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CC 라이선스(CC-BY 라이선스, CC-BY-SA 라이선스, CC-BY-ND 

5) 우지숙. 2010.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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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용DB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도 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을 가진 학회의 경우 현재의 학술지 유통방식을 유지하고 원문서비스 채널이 
학회 홈페이지인 경우 원문서비스 채널을 무료DB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동일한 학술지 논문이 무료와 유료로 동시에 유통되는 학술지는 오픈액세스 유형
과 추진전략 측면에서 보면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술지는 
현재로서는 상용DB업체와의 저작권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홈페이
지나 무료DB에서 원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학술지를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학회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료DB로 원문제공 채널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 학회의 학술지 출판여건이 충분히 상용DB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학술지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 시기에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앞서도 설명
했듯이 가장 개방적인 CC-BY 라이선스 유형과 영리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CC 라이
선스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술지 유통방식은 국내 학회의 대내외적 출판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한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판여건에 따
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에서 제시된 
저작권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별 오픈액세스 정도는 학회의 학술지 출판여건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다.

5.2.4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 검색 및 제공 단계

 본 단계는 지금까지 분석/처리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를 저자, 도서관, 최종이용
자와 같은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이다. 

1) 원칙 

 ① 가능한 학술지 논문과 관련된 다양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저작권 정책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검색결과 제공화면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식’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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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자는 (저자)입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정책은 해당 발행기관의 (투고 규정 URL)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유형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보 

 여기서는 이용자 유형을 저자, 최종이용자, 도서관, 유통기관의 4가지 유형을 구분하
여 각각의 이용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저작권 정책정보를 정리하였다. 

 ① 저자 
  - 저작권 귀속 주체 정보 
    : 저자에게 저작권이 유지되는가? 학술지 출판사에 저작권이 양도되는가? 
  - 저자 셀프아카이빙 정책 정보 
    : 자신의 학술지 논문 버전 중 공개가능 논문버전, 공개가능 장소,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가?
  - 학술지 논문의 무료접근 및 재사용가능 정보 
    : 자신의 학술지 논문에 최종 이용자들은 무료 접근이 가능한가?
    : 자신의 학술지 논문에는 어떤 CCL 라이선스 유형이 부여되는가?

 ② 최종 이용자 
   - 학술지 논문의 무료접근 정보
     :　해당 학술지 논문을 무료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가?
   - 학술지 논문의 재사용가능 정보 
     :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해당 학술지 논문을 포스팅할 수 있는가?
     : 해당 학술지 논문을 다른 논문에 자유롭게 수정/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가? 

 ③ 도서관(사서) 
  - 저작권 귀속주체 정보 
    : 기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저자

인가? 학술지 출판사인가?
  - 저자 셀프아카이빙 정책 정보 
    : 기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한 학술지 논문을 기관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고자 

한다. 공개가능한 논문 버전, 공개가능장소, 공개시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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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지 논문의 무료접근 및 재사용가능 정보 
    : 도서관 이용자에게 학술지 논문들을 무료로 접근시킬 수 있는가?
　　: 도서관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수정/편집/변경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④ 유통기관(유료/무료)
   - 저작권 귀속주체 정보
    : 저자, 학술지 출판사 등 누구와 계약/협약을 맺어야 하는가?
   - 저자 셀프아카이빙 정책 정보
    : 유통시키고 싶은 학술지 논문들이 어떤 버전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조건으로 

공개되어 있는가?
   - 학술지 논문의 무료/유료 접근 정보
    : 유통시키고 싶은 학술지는 유료와 무료DB등 중 어디에서 유통되고 있는가?
   - 학술지 논문의 재사용가능 정보 
    : 유통시키고 싶은 학술지 논문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가?
    :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3) 검색결과 제공 화면 구성안

  앞 서 제시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식’으로 구성한다는 원칙과 이
용자 유형별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검색결과 제공화면 구성요소들을 제시하면 (그림 
1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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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검색결과 제공 화면 구성요소 

   먼저, 해당 학술지명을 표시하여 준다. 다음으로 저작권 정책정보를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자와 해당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정보(URL)정보를 제공한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SHERPA/RoMEO와 SCPJ와 마찬가지로 
Green/Blue/Yelloo/White/Gray 색상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구분한다. 그리고 
공개가능한 논문의 버전의 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 출판용 논문으로 구분한다. 공개
장소는 해당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서 추출된 기관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를 기재한다.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할 때 준수해야 할 공개조건도 함께 제공한다. 학술지 논문에 대
한 무료와 유료 접근 정책정보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학술지 논문에 대한 유료/무료/
로그인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는 검색사이트로의 접근경로
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재사용성 정책정보는 CCL의 6가지 이용
조건 유형 중에서 해당 학술지가 채택하고 있는 CCL 이용조건 유형을 제시한다. 그리
고 해당 CCL의 이용조건하에서 가능한 이용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때 
Creative Commons Korea 사이트로 연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만약 해당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CCL 정책이 없을 경우는 명확하게 없다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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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2000년 후반부터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정책 및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학술지 
오픈액세스와 관련하여 선제되어야 할 것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 문제이다. 즉 명확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토대로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외
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영국의 노팅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SHERPA/RoMEO와 일본의 NII의 지원하
에 운영되고 있는 SCPJ가 있다. 그러나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
면,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를 위한 전제조건인 학술지 저작권 정책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할 필요
가 있으며 이후에는 해당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대외적 공시를 위해서 SHERPA/ 
RoMEO와 같은 학술지 저작권 정책정보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
스템 모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 분석결과
  정경희(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현황은 무료 학술
지이상의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58%(670종), 유료 학술지가 35%(402종), 그리고 기타 
학술지(로그인 등)이 7%(85종)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유료 학술
지보다 높은 비율로 유통되고 있다. 반면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
내 학술지의 출판·유통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 
현황은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우는 학회 261종과 연구소 12종에 학회 
와 저자가 공유하는 11종을 포함하여 전체 분석대상 학술지 906종 중에서 31%(284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라는 전제하에 무료/유료DB기관들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는 전체 학술지 중에서 3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학
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포함한 학술지 논문의 출판·유통환경을 저작권적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학술지를 출판하는 국내 학술지 출판
사들이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명문화 작업은 학술지 출판사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을 명문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 도서관, 이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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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학술지 출판사가 출판·유통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명확
하게 인지하여 투고 및 활용이 가능하다. 

 2)  국외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 시스템 선진사례 분석결과 
  SHERPA/RoMEO와 SCPJ의 비교분석한 결과, 두 선진사례는 공통적으로 학술지 출
판사들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주로 안내하고 있었다. 다
른 점은 일본의 SCPJ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들이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없거나, 
고려 중이거나, 응답 등이 없는 경우를 ‘Gray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
다. 그러나 국내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학술지 출판사가 명확한 저작권 귀속 주체라는 전제하에 학술지 저작권 및 셀프 아카
이빙 정책을 해당 시스템들에 직접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앞선 홍재현
(2008)연구와 같이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귀속 주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
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한 정책요소가 우선
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외에서 주로 안내하고 있는 셀프 아카이빙 정
책은 저작권 귀속 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저자들에게 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 출
판후 논문 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특정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허락하
는 정책이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출판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술지 출판사들의 오픈액세스 출판정
책 중에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적은 반면 무료 학술지 이상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
판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정
책 요소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의 명확한 목적을 가진다. 첫째, 국내 학술지 출판사가 자신들의 저작권 정책을 명문
화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학회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
작권 정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
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고논문이 어떤 수준에서 오픈액세스 되고 있는지 등에 대
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문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국내 학회가 성문화한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은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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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시함으로써 국내 저자와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
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SHERPA/RoMEO 데이터베
이스에 학회 차원에서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을 등록함으로써 해외 저자와 이용
자에게도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PMC 데이터베이스와 DOAJ 데이터베
이스에 해당 학술지를 등재함으로써 확고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서 대외적 인정을 받
을 필요도 있다. 둘째, 국내 학술지 정책 정보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저자, 유통기관, 
도서관, 이용자 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높인다.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은 다음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첫째,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들의 저작권 정책정보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내
용만을 안내시스템에 입력한다. 둘째, 학술지 출판사가 입력한 간략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 정보에 대해 저작권 전문가가 분석하여 처리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해당 학술
지에 적합한 저작권 정책을 점검해 주고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때 
학술지 저작권 정책점검과 컨설팅이 완료된 학술지 출판사의 정책은 학술지 지원기관
과 연계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외 SHERPA/RoMEO와 DOAJ로 
연계 등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시스템 모형안은 기존 국내 선행연구
들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도 현재의 국내 학술지 저작권 귀속 주체 및 권
리관계에 대한 현황을 토대로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의 국내 학술지들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주체와 권리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안을 토대로 2016년
도에 프로토타입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내 학술지들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 현황을 사전적 정보로 미리 파악하고 있을 경우, 개별 학술지 출판사들의 요구사
항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학술
지 출판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정보를 본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학술지 
평가기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기관에 본 시스템의 목적과 
운영방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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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HERPA/RoMEO 시스템의 운영방식

1. 프로젝트 배경과 목표

 JISC가 기관 리포지터리를 통한 학술 연구자들의 셀프 아카이빙에 관련된 지적재산
권 이슈를 조사하기로 하고 2003.8.1~2004.7.31(1년)동안 수행한 프로젝트임. 

2. 목표
 1) OAI(Open Archives Initiative)프로토콜 하에서 공개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사

용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
 2) ODRL(Open 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기존 표준을 사용하여 학술 

‘Open access research papers’에 대한 권리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공동이용
이 가능한 ‘simple rights metadata’ 요소 집합 개발

 3) OAI-PMH로 수집된 문헌의 메타데이터 집합 내에 권리요소를 통합시킬 방법 개발
 4) 권리요소를 저자에 의해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최종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나타내는 데모시스템과 지침 생성
 5)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고 충고해줄 ‘Rights Working Group’설립

3. 운영주체(지원기관, 참여기관)
 1) 지원기관 : JISC
  - 과거 지원기관 : Wellcome Trust, RLUK
 2) 운영주체 : University of Nottingham 
 3) 학술지 정보 제공자 
  - MIMAS에 의해서 운영되는 British Library의 Zetoc 서비스 
  - Lund University Libraries에서 운영되는 DOAJ 서비스
  - NCBI에 의해서 운영되는 Entrez 저널 서비스
 4) 출판사 정보 제공자 
  - SHERPA Partners 
  - DINI
  - Ne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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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사의 아카이빙 정책표현(RoMEO Color)

5. 출판사의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 수집 방식 

6. 검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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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라우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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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색결과 화면(출판사)

8. 검색결과 화면(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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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현황
                                                        [기준일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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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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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CPJ 시스템의 운영방식

1. 프로젝트 배경과 목적
 1) 일본의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NII의 
지원을 받아 3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시작하였음. 특히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
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학회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음. 
 2) 2006년 학회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접수된 학회들의 저작권 및 아카이
빙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SCPJ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2. 목적
 1) 오픈액세스와 관련한 국내 학회들의 정책을 조사함.
 2) 조사결과를 토대로 SCPJ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출판함. 
 3) 학회들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한 컨설팅
 4) 궁극적으로 학술지 투고논문을 리포지터리 아카이빙 지원

3. 운영주체(지원기관, 참여기관)
 1) 지원기관 :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2) 운영주체 : 츠쿠바 대학 부속 도서관
 3) 참여기관 : 치바 대학 부속 도서관, 고베 대학 부속 도서관, 도쿄 공업대학 부속 
도서관
 4) 학술지 정보 제공자 : NII(CiNii)

4. 학회의 아카이빙 정책 표현(Color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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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사의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 수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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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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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라우징 방식 

8. 검색결과화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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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색결과화면(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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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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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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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6년부터 개발·보급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안내 시스템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현황을 최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정책 현황 연구
는 2008년에 수행된 홍재현 연구6)가 가장 최신의 자료였다. 따라서 학술지 편집인과 
이용자들에게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정책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컨설팅하기 위해
서는 저작권 정책안내 시스템 구축시점에 등재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홍재현(2008)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현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실제로 저자와 학회 간에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처리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원문서비스업체인 
한국학술정보(주) 및 누리미디어와 저작권 신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
회 간에 법적 갈등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및 민형사상의 소송 사건을 발생하였
고 이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셀프 아카이빙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역시 
실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제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관계
가 저자와 학회 사이에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권리를 일
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묵시적인 관행이 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홍재현
(2008)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규정 유무, 학술지 논문의 권리 주체와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을 규정하
는 권리명, 학술지 논문의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의 귀속 관계, 학술지 논문의 저
작권양도 동의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단서 등에 대한 총
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의 실
정에 적합한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 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재현(2008)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에 기초하여 2015년 7월 
31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 정책 정보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 논문의 CCL 적용과 실제 학술지 
원문서비스 채널 등을 포함함으로써 저자로부터 시작되는 저작권 정책의 흐름을 학술

6)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정
보학회지, 39(1), 4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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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문의 생산에서부터 출판·유통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015년 7월 31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는 1,904종이다. 본 연구는 이 중
에서 학술지 발행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없었던 14종을 제외한 1,890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는 등재지의 9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2015년 7월 
기준 등재지 학술지 전체 현황이라고 볼 수 있다. 등재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각각의 영역은 주제분야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의 8개 주제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
합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를 기본으로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1) 등재 학술지(등재지) 현황
    - 학문 분야
    - 발행기관 유형
 2) 등재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
    - 저작권 귀속주체 명시여부
    - 저작권 귀속주체 유형
    - 저작권 귀속주체를 밝히고 있는 문서 유형 
    - ‘권리귀속규정’ 문서 명칭 유형
    -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문서 명칭 유형
    - ‘권리귀속’에 사용된 용어 유형
 3)  권리귀속 단서 현황
    - 권리귀속 단서의 유무
    - 권리귀속 단서의 내용
    -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규정 
 4)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 현황
    - ‘권리귀속규정’ 문서의 이용허락 내용
    -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의 이용허락 내용
 5) CCL 적용 및 원문서비스 현황
   - CCL 적용 학술지
   - CCL 적용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유무
   - 학술지 원문서비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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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주제분야 종수(종) 비율(%)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인문학 486 25.7 
사회과학 646 34.2 
예술체육 101 5.3 
복합학 63 3.3 
소계 1,296 68.5

과학기술

자연과학 105 5.6 
공학 212 11.2 

의약학 208 11.0 
농수해양 69 3.7 

소계 594 31.5
계 1,890 100.0

<표 3> 등재지의 학문분야

2. 등재 학술지 현황

 2.1 학문분야

등재 학술지의 학문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가 646종
(3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문학 분야(486종, 25.7%), 공학(212종, 
11.2%) 의약학 분야(208종, 11.0%), 자연과학(105종, 5.6%)과 예술체육(101종, 5.3%) 
분야 순으로 많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하여 소위 STM(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분야는 전
체 학술지의 약 28%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수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였다(<표 1>).

 
 2.2 발행기관 유형

등재지를 발행하고 있는 기관은 학회, 대학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및 정부부
처, 비영리 연구소나 재단 혹은 협회 등의 비영리 기구, 영리기업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중에서 학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가 1,519종(8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264종, 14.0%)가 많았다. 이외
에 정부출연연구소나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는 66종
(3.5%), 비영리연구소나 비영리 재단 또는 협회 등 비영리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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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제분야

학회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 기업 계
(종)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
문
사
회
예/ 
체

인문학 357 73.5 103 21.2 11 2.3 15 3.1 0 0.0 486

사회과학 451 69.8 130 20.1 46 7.1 17 2.6 2 0.3 646

예술체육 91 90.1 7 6.9 2 2.0 1 1.0 0 0.0 101

복합학 45 71.4 15 23.8 1 1.6 2 3.2 0 0.0 63

과
학
기
술

자연과학 99 94.3 3 2.9 2 1.9 1 1.0 0 0.0 105

공학 208 98.1 1 0.5 1 0.5 2 0.9 0 0.0 212

의약학 202 97.1 3 1.4 2 1.0 1 0.5 0 0.0 208

농수해양 66 95.7 2 2.9 1 1.4 0 0.0 0 0.0 69

계(종) 1,519 80.4 264 14.0 66 3.5 39 2.1 2 0.1 1,890

<표 4> 등재지의 발행기관 유형 

술지는 39종(2.1%)이었다(<표 2>). 즉, 등재지의 대다수는 학회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발행되는 있는 학술지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학문분야별로는 발행기관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와 예
술체육  분야는 학회 발행 학술지가 해당 분야 등재지의 90% 이상이었으나 인문사회
과학 및 복합학 분야는 이보다 훨씬 낮은 73.5%, 69.8%, 71.4%였다. 대신 이 분야는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가 과학기술 분야보다 더 많았다.

3. 등재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

3.1 저작권 귀속 주체 명시 여부

학술논문은 고도의 지적 창작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1
차적으로는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자이다. 따라서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은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인 저자로부터 복제와 배포 등의 출판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혹은 저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특히, 발행기관
이 디지털 방식의 유통 즉, 학술논문 DB를 통하여 논문을 제공하려면 이와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등재지의 경우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지를 밝히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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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유무
주제분야

있음 없음
계

종수(종) 비율(%) 종수(종) 비율(%)

인문사회
예/체

인문학 242 49.8 244 50.2 486
사회과학 406 62.8 240 37.2 646
예술체육 62 61.4 39 38.6 101
복합학 37 58.7 26 41.3 63

과학기술

자연과학 90 85.7 15 14.3 105
공학 184 86.8 28 13.2 212

의약학 197 94.7 11 5.3 208
농수해양 55 79.7 14 20.3 69

계(종) 1,273 67.4 617 32.6 1,890

<표 5>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 명시 현황

조사하였다(<표 3>). 그 결과 1,273종(67.4%)은 논문투고요령 등 학술지와 관련한 다
양한 문서와 저작권 양도동의서 또는 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등에 출판되는 논문의 저
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617종(32.6%)은 이들 문서 어디에
도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권리귀속에 대한 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논문작성자인 논문의 저자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등재지를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의약학 분야의 
경우 이 분야 학술지의 94.7%(197종)가 저작권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어 분야별로 
귀속 주체 명시율이 가장 높았다. 공학 분야의 경우 이 분야 등재지의 86.8%(184종)
과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85.7%(90종)가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 분야 내에서 농학 및 해양학 분야 학술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귀속을 밝
히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적었다(79.7%, 55종).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에 비해 저작권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낮았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이 분야 학술지의 62.8%(406종)가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었으며, 예술체
육 분야도 이와 유사한 정도였다. 인문학 분야는 이 분야 학술지의 49.8%(242종)만이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어 전체 학문 분야 중에서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요약하자면, 등재지 중에서 STM 분야는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
야, 특히 인문학 분야는 STM 분야 보다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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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권 귀속 주체 

학술논문에 대한 1차적인 저작권자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이지만 이 권리는 양도절
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조사한 결과 발행자측이 권리를 소
유하고 있는 경우, 저자가 소유한 경우,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이중에서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유형이 다양
하였다. 크게는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구분하지 않고 발행기관과 저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있었고, 이와는 달리 지분권에 따라 권리귀속 주
체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전송권은 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전송권만을 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편집저작권만 학회가 소유한다고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편집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 저자
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사용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경우, 저작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대
학과 DB 업체에 전송권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귀속주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4>),  발행자 측이 소유하는 경우는 1,153종
(61%)이었으며, 저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54종(2.9%)7), 저자와 발행자측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59종(3.1%)이었다. 즉, 권리 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 대다
수는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밝히고 있었고 저자가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발행자측이란 학회, 대학부설 연구소, 공공기관 등 등재지 발행기관을 
말하며, 앞서 <표 2>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학술지들이 학회에서 발간되므로 결과적
으로 저작권 귀속주체도 학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외적으로 출판사 혹은 출판사
와 학회가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저자가 권리 귀속주
체인 경우는 전 분야에서 매우 낮았지만 그중 의약학 분야는 특히 낮았으며(1종, 
0.5%) 이에 비해 사회과학 분야는 비교적 높았다(37종, 5.7%). 저자와 발행자측이 권
리를 공동 소유한 경우는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에 유일하게 1종 있
었고, 이에 비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인문학 분야(28
종, 5.8%)에 많았다

7) 저자가 소유하는 경우, <표 4>에서‘규정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617종의 저작권 귀속주체를 저자인 경
우로 포함하면 총 671종(617종+54종)이 됨.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1,890종 중에서 저자가 귀속주체
인 경우는 35.5%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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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주체

주제
분야

발행자측 저자 저자/발행자측 공동소유 

기타
규정
하지 
않음

총계
학회 대학 출판

사 정부 비영
리 기업

학회
+

출판
사

소계 소계

공동소유 구분소유

소계저자
+

학회

저자
+

출판
사

저자
+

대학

저자
+

기타

저자/
학회

(저작권), 
학회

(전송권)

저자
(저작권), 
학회

(편집권
/판권)

저자
(저작권), 

학회
(전송권)

인문학 150 48 0 7 5 0 0 210 4 19 0 4 0 0　 0　 5 28 0　 244 486

사회과학 254 56 1 21 9 2 1 344 37 8 0　 4 2 7 0　 0　 21 4 240 646

예술체육 45 3 0　 1 1 0　 0　 50 4 0　 0　 0　 1 0　 6 1 8 0　 39 101

복합학 23 8 0　 1 2 0　 0　 34 0　 0　 0　 1 0　 0　 0　 0　 1 2 26 63

자연과학 78 1 3 2 1 0　 1 86 2 1 0　 0 0 0 0 0 1 1 15 105

공학 170 0 1 1 0 1 7 180 4 0 0 0 0 0 0 0 0 0 28 212

의약학 188 3 1 2 1 0 1 196 1 0 0 0 0 0 0 0 0 0 11 208

농수해양 48 2 1 0 0 0 2 53 2 0 0 0 0 0 0 0 0 0 14 69

총계(종) 956 121 7 35 19 3 12 1,153 54 28 0 9 3 7 6 6 59 7 617 1,890

비율(%) 50.6 6.4 0.4 1.9 1.0 0.2 0.6 61.0 2.9 1.5 0.0 0.5 0.2 0.4 0.3 0.3 3.1 0.4 32.6 100.0　

<표 6>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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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작권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는 문서 유형

앞서 언급한대로 등재지의 약 61%는 발행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저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발행기관과 저자가 공동소유한 경우는 각각 약 3%였는데, 이
러한 권리귀속의 근거는 어떠한 문서를 통하여 밝혀져 있을까? 등재지에는 논문투고 
및 발행과 관련하여 투고규정, 발간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 
instruction for author 등 다양한 규정과 안내들이 있다. 이러한 학술지 규정에 저
작권 귀속의 주체를 명시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
러한 문서들을 ‘권리귀속규정’으로 통칭하였다. 또한 논문투고자가 권리를 발행자측에 
양도하는 저작권양도동의서와 저작권을 저자가 보유하는 경우 발행자측에 논문의 출
판 및 유통을 허락하는 이용허락 문서도 있었다. 이들 문서를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이하 ‘동의서’)로 칭하였다.

조사결과 ‘권리귀속규정’에만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608종
(32.2%)이었으며, ‘동의서’에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132종(7.0%)이었다. 이 두 규정
에 동시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533종(28.2%)이었다. 즉, ‘동의서’보다는 다양한 ‘권
리귀속규정’을 통하여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들이 2배 정도 
많았다(<표 5>).

학문분야별로는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권리귀속규정’에 저작권 귀
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권리귀속규정’과 ‘동의
서’ 모두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의약학 분야의 경우 ‘권리귀속규
정’과 ‘동의서’ 모두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이 분야 학술지의 
72.2%로 매우 높았다.

권리귀속 문서
주제분야

권리귀속규
정만 있음

권리귀속규
정+동의서

동의서만 
있음 없음 계

(종)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사회
인문학 191 39.3 37 7.6 14 2.9 244 50.2 486

사회과학 253 39.2 98 15.2 55 8.5 240 37.2 646
예술체육 39 38.6 19 18.8 4 4.0 39 38.6 101
복합학 21 33.3 9 14.3 7 11.1 26 41.3 63

과학기술
자연과학 18 17.1 68 64.8 4 3.8 15 14.3 105

공학 39 18.4 120 56.6 25 11.8 28 13.2 212
의약학 33 15.9 151 72.6 13 6.3 11 5.3 208

농수해양 14 20.3 31 44.9 10 14.5 14 20.3 69
계 608 32.2 533 28.2 132 7.0 617 32.6 1,890

<표 7> 권리귀속이 밝혀져 있는 문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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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권리귀속규정’ 문서 명칭 유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재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이 밝혀진 ‘권리귀속규정’ 문서의 
명칭은 투고규정, 발간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 instruction for 
author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또한 투고규정 및 발간규정, 편집규정 및 심사규정 
등 두 개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권리귀속규정 유형 구분에
서는 앞에 명시된 용어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투고규정 및 발간규정인 경우 투고규
정으로 유형구분을 하였다.

조사결과,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논문투고자의 자격, 원고의 형식, 투고논문
의 심사절차 및 심사료, 원고제출처 등 투고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투
고규정’이라는 문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449종(23.8%)
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 투고규정의 명칭도 투고규정 뿐만이 아니라 논문투고규
정, 논문투고 및 작성규칙, 논문기고요령,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집/논문지투고
규정, 논문투고 및 발간규정, 논문투고규칙, 논문투고방법, 논문투고신청, 논문투고안
내, 논문투고에 대한 안내, 논문투고요령,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작성양식. 투고 및 심
사규정, 투고안내, 투고요령, 학회논문투고규정, 학회지투고규정, 기고요령, 원고제출
요령 등 매우 다양하였다. 이 중에서 ‘투고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술지
가 가장 많았다.

‘투고규정’에 대한 영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instruction for author’라는 문
서에 밝혀져 있는 경우는 280종(14.8%)이었다. 영문명칭도 매우 다양하여, 
instruction for author 이외에 introduction to author, author guideline, guide 
for author, guideline for author, guideline for contributor, information for 
authors, information for contributor, note for contributor 등이 있었고, 이 중
에서 ‘instruction for author’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술지가 가장 많았다. 

편집위원회 규정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149종(7.9%)
이었다. 편집위원회 규정은 기본적으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업무,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문서로 학술지마다 이 외에 논문투고 방법이나 게재료, 
저작권 귀속 등 다양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편집위원회 규정이라는 
명칭 이외에 편집규정, 편집 및 발간규정, 편집방침, 편집내규, 학회지편집 및 간행규
정, 논문편집규정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외에 발간규정에 귀속주체를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89종(4.7%), 심사규정에는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34종(1.8%)이 있었다. 예외적으로 윤리규정에 밝히고 있는 경
우(9종, 0.5%)도 있었다. 발간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도 역시 다양한 명칭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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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발간규정의 경우 발행규정, 발행예규, 간행규정, 심사규정의 경우 심사안내 심사
규정 및 발간규정, 연구윤리규정의 경우 논문윤리규정, 학술윤리서약서 등이었다.

기타 문서로는 editorial policy, about this journal, submission guidelines, 
규정, 운영규정, 원고모집, 원고작성요령, 학회지규정, 회칙 등 너무나 다양한 명칭의 
문서에 저작권 귀속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131종(6.9%)이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 학술지는 ‘투고규정’이라는 문서에 저작권 귀속 사항을 밝
힌 경우가 많았으나 과학기술 분야는 4개 분야 모두 ‘instruction for author’라는 
문서에 밝힌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는 의학 분야(약 63%)에서 특히 높았다. 자연과
학 분야는 기타유형의 문서에 저작권 귀속을 밝힌 경우가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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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주제분야

투고규정 instruction 
for author

편집위원회
규정 발간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기타규정 규정문서 

없음
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
사회
예/
체

인문학 110 22.6 1 0.2 44 9.1 39 8.0 12 2.5 2 0.4 20 4.1 258 53.1 486

사회과학 150 23.2 18 2.8 91 14.1 34 5.3 18 2.8 6 0.9 34 5.3 295 45.7 646

예술체육 39 38.6 1 1.0 3 3.0 7 6.9 2 2.0 1 1.0 5 5.0 43 42.6 101

복합학 11 17.5 5 7.9 6 9.5 5 7.9 0 0.0 0 0.0 3 4.8 33 52.4 63

과학
기술

자연과학 24 22.9 33 31.4 0 0.0 3 2.9 0 0.0 0 0.0 26 24.8 19 18.1 105

공학 60 28.3 67 31.6 5 2.4 1 0.5 2 0.9 0 0.0 24 11.3 53 25.0 212

의약학 41 19.7 130 62.5 0 0.0 0 0.0 0 0.0 0 0.0 13 6.3 24 11.5 208

농수해양 14 20.3 25 36.2 0 0.0 0 0.0 0 0.0 0 0.0 6 8.7 24 34.8 69

계 449 23.8 280 14.8 149 7.9 89 4.7 34 1.8 9 0.5 131 6.9 749 39.6 1,890

<표 8> 권리귀속규정 문서 명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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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명칭 유형

‘권리귀속규정’은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저작권 귀속을 일
방적으로 정하여 공지하는 것인 반면에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는 논문투고자
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술지 발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
의서에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양도동의서는 논문투고자
가 발행기관측에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고, 이용허락동의서는 저작권을 저자가 
보유하고 발행기관이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논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는 
문서이다.

등재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작권양도를 위한 동의서 명칭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
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copyright transfer, copyright transfer form,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transfer 
of copyright agreement, transfer of copyright form, agreement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on copyright assignment, statement of copyright 
assignment, submission application & copyright transfer form)라는 명칭을 사
용하는 학술지가 268종(14.2%)으로 가장 많았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에 대한 한글명칭에 해당하는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작권양도동의서, 저작권양도합의서,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명시에 대한 동의서, 
논문게재요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작권이전동의서, 논문투고원 및 저작권위임동
의서, 연구윤리규정준수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학술지는 189종
(10.0%)이었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저작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서인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또는 지적소유권위임서)를 사용하는 학술지도 20종
(1.1%) 있었다. 또한 저작권 귀속사항을 논문투고신청서(논문투고동의서, 논문게재동
의서, 논문기고신청서, 원고투고신청서)에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는 65종(3.4%), 논문
연구윤리서약서 및 위임동의서(논문연구윤리서약서 및 위임동의서, 연구윤리동의서, 
연구윤리 및 저작권동의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29종(1.5%)이었다. 

저작물이용동의서(논문사용권등 위임동의서, 학술논문저작물이용허락서, 정보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서,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에 귀속 사항을 밝힌 경우는 11종
(0.6%)이었다. 

학문분야별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명칭에 차이가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copyright transfer agreement를 사용하는 경우가 인문과학 분야보다 월등히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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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자연과학과 의약학 분야에서 많았다. 대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는 저
작권이양동의서나 논문투고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영문 혹은 국문명칭의 문서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동의서 명칭들은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Publishing 
Agreement, Copyright Form, Agreement of Authorship, Originality, and 
Copyright Transfer, Author Form, 논문사용권 등 위임장, 원고계약서, 원문제공동
의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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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주제분야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작권이양
동의서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연구윤
리서약서 

및 
위임동의서

저작재산권
양도확인서

저작물이용
동의서 영문명기타 한글명기타 동의서가 

없음
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0　 0.0 24 4.9 16 3.3 2 0.4 3 0.6 1 0.2 1 0.2 4 0.8 435 89.5 486

사회과학 7 1.1 66 10.2 30 4.6 24 3.7 1 0.2 9 1.4 9 1.4 7 1.1 493 76.3 646

예술체육 1 1.0 11 10.9 6 5.9 0 0.0 2 2.0 0　 0.0 0 0.0 3 3.0 78 77.2 101

복합학 2 3.2 6 9.5 4 6.3 1 1.6 1 1.6 0　 0.0 2 3.2 0　 0.0 47 74.6 63

자연과학 50 47.6 14 13.3 0 0.0 0 0.0 0 0.0 0　 0.0 6 5.7 2 1.9 33 31.4 105

공학 83 39.2 28 13.2 5 2.4 2 0.9 9 4.2 1 0.5 14 6.6 3 1.4 67 31.6 212

의약학 101 48.6 32 15.4 4 1.9 0 0.0 1 0.5 0　 0.0 23 11.1 3 1.4 44 21.2 208

농수해양 24 34.8 8 11.6 0 0.0 0　 0.0 3 4.3 0 0.0 6 8.7 0 0.0 28 40.6 69

계 268 14.2 189 10.0 65 3.4 29 1.5 20 1.1 11 0.6 61 3.2 22 1.2 1,22
5 64.8 1,890

<표 9>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 문서 명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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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권리귀속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 유형

등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리귀속규정’과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는 
저작권이라는 용어 이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권
리귀속규정과 동의서 둘 모두 있는 학술지의 경우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이라는 용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술지가 466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영문명인 copyright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술지는 319종
(16.9%)이었다.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권이라는 용어만을 단독으로 사용
하는 학술지는 115종(6.1%)이었다. 

저작권(또는 디지털저작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복제권(또는 디지털복제) 또는 전송
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복제권이나 전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술지
는 146종(7.7%)이었다. 이외에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논문사용권 또는 이용
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73종(3.9%), 편집저작권 또는 출판소유권, 편집
출판권, 출판권 등 편집이나 출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54종(2.9%)이었
다. 지적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20종(1.1%)이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permanent property, publication rights, ownership, 
디지털정보권한 등이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저작권과 판권, 판권과 사용권 등 두 개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학문 분야별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copyright라는 용어가, 인문사회 및 예술체
육 분야에서는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공학 분야의 경우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 16 -

명칭
주제분야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 
전송권 판권 논문사용권 저작권, 

편집저작권 지적소유권 기타 규정하지 
않음

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139 28.6 2 0.4 43 8.8 14 2.9 1 0.2 7 1.4 14 2.9 22 4.5 244 50.2 486

사회과학 153 23.7 32 5.0 76 11.8 74 11.5 23 3.6 19 2.9 4 0.6 25 3.9 240 37.2 646

예술체육 33 32.7 1 1.0 8 7.9 2 2.0 2 2.0 11 10.9 2 2.0 3 3.0 39 38.6 101

복합학 13 20.6 7 11.1 5 7.9 5 7.9 5 7.9 0　 0.0 0　 0.0 2 3.2 26 41.3 63

자연과학 17 16.2 49 46.7 3 2.9 6 5.7 11 10.5 1 1.0 0　 0.0 3 2.9 15 14.3 105

공학 67 31.6 75 35.4 4 1.9 10 4.7 16 7.5 3 1.4 0 0.0 9 4.2 28 13.2 212

의약학 33 15.9 127 61.1 6 2.9 0　 0.0 10 4.8 13 6.3 0 0.0 8 3.8 11 5.3 208

농수해양 11 15.9 26 37.7 1 1.4 4 5.8 5 7.2 0　 0.0 0 0.0 8 11.6 14 20.3 69

계 466 24.7 319 16.9 146 7.7 115 6.1 73 3.9 54 2.9 20 1.1 80 4.2 617 32.6 1,890

<표 10> 권리귀속을 위해 사용된 용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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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유무

주제분야

권리귀속규정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있음 없음 소계 있음 없음 확인안됨 소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인문학 64 28.1 164 71.9 228 11 21.6 24 47.1 16 31.4 51
사회과학 98 27.9 253 72.1 351 79 51.6 48 31.4 26 17.0 153
예술체육 21 36.2 37 63.8 58 6 26.1 14 60.9 3 13.0 23
복합학 12 40.0 18 60.0 30 7 43.8 6 37.5 3 18.8 16

자연과학 14 16.3 72 83.7 86 19 26.4 28 38.9 25 34.7 72
공학 28 17.6 131 82.4 159 38 26.2 84 57.9 23 15.9 145

의약학 19 10.3 165 89.7 184 29 17.7 105 64.0 30 18.3 164
농수해양 5 11.1 40 88.9 45 10 24.4 27 65.9 4 9.8 41

총계 261 22.9 880 77.1 1,141 199 29.9 336 50.5 130 19.5 665

<표 11> 권리귀속 단서 유무

4. 권리귀속 단서 현황

4.1 권리귀속 단서 유무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단서란 단순히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한다라는 문구 이외
에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가 양도되고, 어떠한 권리가 저자에게 남는
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문구를 말한다. 등재지 중에서 저작권 귀속 주체를 ‘권리
귀속규정’에 밝히고 있는 경우는 1,141종이었고,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665종이었다. 각각의 문서에서 저작권 양도와 관련한 문구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권리귀속규정’에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단서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261종(22.9%)에 불과하였다. 그 외의 880종(77.1%)은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한다는 등의 단순한 기술만 있었다.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의 경우에도 
단서가 있는 경우가(199종, 29.9%) 없는 경우(336종, 50.5%)보다 더 적었다. 그 외 
130종(19.5%)의 학술지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단서 유무를 파악하기 어
려웠다. 분야별로는 권리귀속규정문서의 경우 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단서가 있는 경우가 다른 분야보다 많았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보다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규정문서에 단서가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주로 저작권양도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의서에 구체적인 저작
권 귀속주체를 명시하기 때문에 권리귀속규정문서에 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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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권리귀속 단서의 내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
개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7개의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투고
논문에 대하여 저작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곧 저작재산권 전체 혹은 저작재산권 중 
특정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양도 혹은 어떠한 이용에 대하여 허락하는지
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없이 단순히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문구만 밝히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권리양도의 내용 혹은 이용허락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1) 권리귀속규정: 단서가 없는 경우

Ÿ 논문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지며,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항
공우주학회로 양도함을 동의하여야 한다.

Ÿ 본 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속한다. 
Ÿ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동의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은 한국미

술치료학회가 갖는다.
Ÿ 2011년부터 논문 게재 시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Ÿ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

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
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Ÿ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
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 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Ÿ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
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Ÿ 아동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아동학회가 갖는다. 
Ÿ 게재용 논문 최종본이 본 센터에 도착한 시점부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본 센터

로 위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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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에 있다.
Ÿ In case of publication, I agree to transfer all copyright ownership of the 

manuscript to Molecules and Cells.
Ÿ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Health owns all 

copyrights of manuscripts published in EHT.
Ÿ The copyright of manuscripts wi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KSCT at the point of submission,
Ÿ All manuscripts accepted for publication become the sole property of 

the Publisher.

2) 권리귀속규정: 단서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단순한 권리양도 문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리귀속규정’에 논문
투고자가 투고논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보
유하고, 어떠한 권리를 발행기관에 양도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단서의 
예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Ÿ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재산권법학
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
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Ÿ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

Ÿ 《조사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
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Ÿ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Ÿ ≪미디어 경제와 문화≫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공중송신권(전송권), 복제
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을 ≪미디어 경제와 문화≫에 양도하는 것
으로 본다.

Ÿ 본 학회의 학회지인 史學硏究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
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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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Ÿ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될 경우 학회에 논문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을 위임하

며, 학회는 게재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을 5년간 소유한다.
Ÿ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

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 제공되므로, 투고자는 게재 논문의 저작권
을 본 연구소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Ÿ 논문의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수
입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Ÿ The copyright covers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and distribute the 
article, including reprints, translations, photographic reproductions, 
microform, electronic forms (offline and online), and other reproductions 
of a similar nature. 

3)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단서가 없는 경우

저작권양도동의서나 혹은 이용허락동의서에는 논문투고자가 양도하는 권리의 내용
이 무엇이고, 또 권리양도가 아니고 이용허락인 경우 학회에 허락하는 내용이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권리귀속규정에서처럼 여전히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양도된
다는 표현이 많았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Ÿ (생략)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permanently retains the 
copyright over this manuscript and authors are responsible for the 
contribution or any material contained therein. (생략)

Ÿ (생략) 신청한 논문이 게재된 이후 위 연구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
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씨네포럼에 위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생략)

Ÿ 투고자가 제출한 심사논문은 그 저작권을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 양도하였음을 
동의하며, 산업혁신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Ÿ Copyright to the article above is hereby transferred to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to the extent transferable under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it is effective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in the Atmosphere.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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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생략) Copyright of this manuscrip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if it i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It means that if any persons including authors want 
to use the contents of this manuscript, they should receive the 
permission from the society and the source of contents should be 
clarified.

Ÿ Global copyright to the article listed above in print as well as electronic 
versions is hereby transferred to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effective if and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identified above. After submission of the 
copyright transfer statement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s), 
changes of authorship or in order of the authors listed will not be 
accepted by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생략)

4)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단서가 있는 경우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 단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단서의 내용의 매우 다
양하였다. 복제권과 전송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디지털저작권’이라는 우리나
라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마도 이 경우 복제
권과 공중송신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Ÿ 저자(들)는 본 논문이 중앙법학회지인 「중앙법학」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을 중앙법학회에 위임합니다. 

Ÿ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창의적
인 논문으로서 『경찰법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본 논문이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
송권 포함) 등을 한국경찰법학회에 위임합니다.

Ÿ (생략) 4. 저자(들)는 본 논문이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위임하며, 복사 및 전송권(인터넷 온라인 또는 
PC통신상의 게시, 컴퓨터 파일 형태를 통한 전송 혹은 배포, 전자서적의 발간 등
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기타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전
송’을 포함)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위임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저자(들)
는 향후 다른 논문에 본 논문 자료를 사용할 경우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서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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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후 출처를 명시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생략)
Ÿ (생략) 본 논문이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에 게재될 경우라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들)에게 귀속합니다. 단 학회는 논문(집)의 판매권 및 전송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생략)

Ÿ (생략) 본인은 위 논문이 「국토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를 귀원에 이양합니다. (생략)

Ÿ (생략)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과 전송권을 『한국심
리학회지: 발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합니다. (생략)

Ÿ (생략) 아울러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와 본 학회의 공동에게 전송권은 본 
학회에 귀속됨을 동의합니다. (생략)

Ÿ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헌법학회가 발행하는 「헌법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를 
무상으로 허락하며, 논문의 원문공개, 사용, 복제 및 전송 등 한국헌법학회의 무상
이용을 허락합니다.

Ÿ (생략) The copyright transfer covers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and 
distribute the article, including reprints, translation, photographic 
reproduction, microform, electronic form (offline, online) or any other 
reproductions of similar nature. (생략)

Ÿ (생략) The copyright transfer covers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and 
distribute the article, including reprints, translations, photographic 
reproductions, microform editions and electronic files. (생략)

Ÿ (생략) 5. All authors of this manuscript hereby assign to the KWRA 
exercising powers of rights, interest, copyright and digital copyright 
only,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limited distribution for own 
personal use or for company use for individual clients, provided that 
source and copyright are indicated and copies per se are not offered 
for sale.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is article in future works of 
their own, such as lectures, press releases, reviews or text books. (생략)

Ÿ (생략) This transfer includes the right to adapt the presentation of the 
article for use in conjunction with computer systems and programs, 
including reproduction or publication in machine-readable form and 
incorporation in retrieval systems.(생략) The following rights are retained 
by the author(s): 1. Patent and trademark rights and rights 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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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제분야

복제권 +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29 6.0 6 1.2 0　 0.0 451 92.8 486
사회과학 43 6.7 25 3.9 1 0.2 577 89.3 646
예술체육 4 4.0 1 1.0 0　 0.0 96 95.0 101

<표 12> ‘권리귀속규정’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명시된 현황

process or procedure described in the article. 2. The right to photocopy 
or make single electronic copies of the article for their own personal 
use, including for their own classroom use, or for the personal use of 
colleagues, provided the copies are not offered for sale and are not 
distributed in a systematic way outside of their employing institution 
(e.g. via an e-mail list or public file server). Posting of a preprint 
version of this work on an electronic public server is permitted. Posting 
of the published article on a secure network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within the author’s institution is permitted. However, posting of 
the published article on an electronic public server can only be done 
with KSAE’s written permission. 3. The right, subsequent to publication, 
to use the article or any part thereof free of charge in a printed 
compilation of works of their own, such as collected writings or lecture 
notes, in a thesis, or to expand the article into book-length form for 
publication. (생략)

4.3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규정

‘권리귀속규정’에 제시된 단서 중에서 가장 빈번히 제시되었던 권리는 복제권과 전
송권이다. 논문을 디지털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과 
관련되므로 많은 학술지에서 이를 저작권 귀속 단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재지 중에서 저작재산권 지분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규정의 단서에는 전송권이
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됨)이 명시된 현황은 <표 10>과 같다.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는 83종(4.4%), 공중송신권 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38종(2.0%), 복제권 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8종(0.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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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학 4 6.3 0 0.0 0　 0.0 59 93.7 63
자연과학 0 0.0 2 1.9 1 1.0 102 97.1 105

공학 2 0.9 0 0.0 5 2.4 205 96.7 212
의약학 1 0.5 4 1.9 1 0.5 202 97.1 208

농수해양 0　 0.0 0　 0.0 0 0.0 69 100.0 69

계 83 4.4 38 2.0 8 0.4 1,761 93.2 1,890

5.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 현황

논문 투고시 저자가 발행기관 측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할 경우 저자는 자신의 논
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
라서 국외의 일부 출판사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후 
기관리포지토리에 셀프아카이빙이 가능한 지 여부 등 저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을 저작
권양도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KCI 등재지 중에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발행자 측이 양도받는 경우는 모
두 1,153종이었고,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40종이었다(<표 4> 
참조). 그런데 이러한 권리귀속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문서는 ‘권리귀속규정’과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두 종류가 있다. ‘권리귀속규정(1,141종)’ 상에 저작권 소유
주체가 발행자측으로 명시된 경우는 1,033종이고, 발행자와 저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38종이었다. 또한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665종)’ 
상에 저작권 소유주체가 발행자측으로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507종이
고, 발행자와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7종이었다. 

이들 등재지에서 저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그런데, 저작
권을 발행자측에 양도한 경우라면 저자가 해당 논문을 다른 출판물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소유자인 발행자측의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꽤 많은 
등재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 조사에서는 ‘권리귀속규정’이나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 저자가 자
신의 논문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
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권리귀속규정’에는 저자
에게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CCL을 적용하거나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술지에 CCL을 적
용하는 경우는 설령 저작권이 발행자측에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를 
포함하여 저자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가 규정된 것이므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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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귀속규정에 저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
다. 따라서 이를 저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
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5.1 ‘권리귀속규정’ 문서의 이용허락 내용

1) 저작권을 발행기관 측이 양도받은 경우

발행기관 측이 저작권을 양도받은 1,033종 중에서 ‘권리귀속규정’에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
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897종(86.8%)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출판사 정책에 따르
거나 CCL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경우도 56종(5.4%)으로 일부 있었다. 저자에 
대하여 허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80종(7.7%)이었다(<표 11>). 분야별 현
황을 살펴보면, CCL이나 출판사 정책에 따른다고 명시된 경우는 의약학 분야의 저널
에 많았고, 저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예술체육, 인문학, 복합학, 자
연과학 분야에 많았다. 

저자에 대한 
사항

주제분야

저자에 대한 
사항 있음

CCL 혹은 
출판사정책 따름

저자에 대한 
사항 없음 계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26 13.3 0 0 170 86.7 196
사회과학 16 5.4 2 0.7 281 94 299
예술체육 8 17 0 0 39 83 47
복합학 4 14.8 1 3.7 22 81.5 27

자연과학 8 9.8 4 4.9 70 85.4 82
공학 12 7.7 8 5.2 135 87.1 155

의약학 4 2.2 36 19.7 143 78.1 183
농수해양 2 4.5 5 11.4 37 84.1 44

계 80 7.7 56 5.4 897 86.8 1,033

<표 13> 권리귀속규정 내 저자 허락사항 유무 현황(발행자측 저작권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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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종의 등재지에서 저자에 대하여 명시해 놓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본인 논문 이용시 학회 등에 서면으로 허락
을 받거나, 이용 전에 학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 둘째는 저자에게 
특정한 이용에 대하여 미리 허락한다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중 두 번째에 해당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Ÿ 저자: 논문 작성에 이용된 각종 자료와 데이터는 해당 논문의 저자라 할지라도 한국
임상약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Ÿ 저자: 논문내용 재사용 시 허락받아야 함
Ÿ 저자: 논문을 투고자 등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후 가능
Ÿ 저자: 논문 일부 혹은 요약물을 다른 간행물에 사용가능. 단, 서면허락 필요
Ÿ 저자: 논문 전체 복제 시 학회에 허락받아야 함
Ÿ 저자: 다른 저널에 논문내용 실을 때 해당 저널의 상세사항을 편집장에게 제출
Ÿ 저자: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 하고자 할 때

에는 본 학회의 동의
Ÿ 저자: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에 전재할 수 없다
Ÿ 저자: 서면동의 없이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타 학술지 게재불가
Ÿ 저자: 서면허가 없이 다른 곳에 출판되면 안 됨
Ÿ 저자: 연구자 개인이 해당원고를 저술형태로 출판할  경우는 본 연구소와의 협의
Ÿ 저자: 저자가 출판 등의 목적으로 사후 원고를  2차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디어 

경제와 문화≫ 편집진과 협의하여  재사용 
Ÿ 저자: 편집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게재할 수 없음
Ÿ 저자: 허락되지 않는 사항: 다른 저널에 논문결과 실을 때 서면으로 해당 저널의 

정보, 페이지 제출
Ÿ 제3자로부터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에게 이 사실을 고지
Ÿ 저자, 저자 소속기관: 비상업목적으로 개인용도 또는 소속기관 내부사용을 목적으

로 논문을 재 인쇄가능
Ÿ 저자: 연구원허락 하에 material 사용가능
Ÿ 저자: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권한을 소유합니다.  저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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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Ÿ 저자: 저자(들)를 포함한 모든 이가 향후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경

우에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허가
Ÿ 저자: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

<저자에게 특정한 이용에 대하여 허락하고 있는 경우>

Ÿ 저자: 본인논문 사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
Ÿ 저자: 논문의 내용을 다른 강의나 언론발표, 리뷰 등을 비롯한 저작물에 수록할 

수 있는 권리 보유
Ÿ 저자: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용통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Ÿ 저자: 개인저서 수록 출판 가능
Ÿ 저자: 개정, 개선, 적용, 파생연구, 구두발표 및 배포할 권리를 유지. 고용인: 피고

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인을 위하여 수행된 결과물일 경우에 고용인은 본 논
문에 대한 개정, 개선, 파생연구, 출판, 복사, 재발행 및 배포할 권리를 유지

Ÿ 저자: 논문 전체 또는 일부를 비영리목적의 학술 또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 가능
Ÿ 저자: 다른 미디어, 다른 상황에 이 논문을 출판할 권리 가짐
Ÿ 저자: 다른 책에 저자가 논문사용가능
Ÿ 저자: 다른 출판물에 논문사용 가능
Ÿ 저자: 복제와 배포
Ÿ 저자: 본인 논문을 사용해도 무방
Ÿ 저자: 본인 논문의 개정, 2차저작물, 발표,  배포가능 개인의 비영리 목적일 때
Ÿ 저자: 본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 없음
Ÿ 저자: 본인의 원고 등을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
Ÿ 저자: 비영리목적, 개인용 재인쇄, 소속기관내 재인쇄, 프리프린트 제한된 부수 배포

가능, 기금논문인 경우 기금기관이 학회에 저작권 양도한 것으로  간주
Ÿ 저자: 본인 재사용 가능
Ÿ 저자: 연구교육용으로 논문사용가능
Ÿ 저자: 자신들만이 행할 미래의 작업에 본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가능
Ÿ 저자: 자신의 논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Ÿ 저자: 재사용 시 학회에 알리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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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저자: 저자 혹은 그의 소속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자 개인용도 혹은 
소속기관 내부 용도로 논문을 재 인쇄할 수 있다.

Ÿ 저자: 저자, 소속기관 논문재사용 가능
Ÿ 저자: 저자는 다른 출판물에 논문재사용 가능
Ÿ 저자: 저자와 소속기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논문 재인쇄 가능
Ÿ 저자: 타 인쇄물에 사용가능. 보고불필요
Ÿ 저자: 특허 등의 권리소유, 교육용교재에 재사용,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나 보고서

작성,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용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저자가 소
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Ÿ 표시된 단체, 저자들의 웹사이트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
리. 저자가 교과서등 서적과 논문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워크숍 등
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Ÿ 저자: 필자가 본인의 원고 등을 사용할 경우  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
Ÿ 저자: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사회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Ÿ 필자가 본인의 원고 등을 사용할 경우 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
Ÿ 저자: 저자는 해당 논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강의, 발표, 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논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Ÿ 저자: 저자 웹사이트에 저자생산 버전의  셀프아카이빙, 펀더의 요청이나 법적의
무에 따라 (펀더가 지정한) 리포지토리나 기관의 리포지토리에 저자버전을 
기탁할 수 있음. 출판 후 12개월 후

Ÿ 저자: 저자웹사이트에 저자생산 버전의  셀프아카이빙, 펀더의 요청이나 법적의무
에 따라 (펀더가 지정한) 리포지토리나 기관의 리포지토리에 저자버젼을 기
탁할 수 있음. 출판 후 12개월 후

<기타>

Ÿ 제3자로부터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로부터 허락
Ÿ 논문의 저자가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설정을 할 수 없다.
Ÿ 온라인공개 반대가능

2) 저작권을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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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나 연구원 등 학술지 발행기관측과 저자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재지는 38종이었다. 이들 학술지에서 저자나 발행기관 측이 복제 등의 방식으로 이
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16종(42.1%)이었고,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
은 경우는 22종(57.9%)이었다. 발행자측이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서와 달리 CCL을 
적용하거나 출판사 정책을 따른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었다(<표 12>). 발행자측과 저
자가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학술지는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만 있는
데, 인문학 분야의 경우 저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12종(52.2%)으로 사회과학 
분야(3종, 21.4%)보다 훨씬 높았다. 

저자에 대한 
사항

주제분야

저자에 대한 
사항 있음

CCL 혹은 
출판사정책 따름

저자에 대한 
사항 없음 계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12 52.2 0 0 11 47.8 23
사회과학 3 25 0 0 9 75 12
예술체육 1 50 0 0 1 50 2
복합학 0 0 0 0 0 0 0

자연과학 0 0 0 0 1 100 1
공학 0 0 0 0 0 0 0

의약학 0 0 0 0 0 0 0
농수해양 0 0 0 0 0 0 0

계 16 42.1 0 0 22 57.9 38

<표 14> 권리귀속규정 내 저자 허락사항 유무(발행자/저자 저작권공동 소유)

16종의 등재지에서 저자에 대하여 명시해 놓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저자 혹
은 저자나 발행자 측에 논문 사용 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Ÿ 저자/학회: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자와 학회의 동의
Ÿ 저자/학회: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때는 각각 영미문학연구회 

혹은 필자의 동의
Ÿ 저자/학회: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에게 동의필요
Ÿ 저자: 다른 출판물에 재수록하고자 할 때 허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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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내 이용허락 내용

1) 저작권을 발행기관 측이 양도받은 경우

KCI 등재지 중에서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가 있는 경우는 665종이다. 그
런데 이중 130종은 권리규정상에 양도동의서 관련 내용은 있으나 실제 동의서는 투
고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를 제외한 535종의 등재지의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 권리귀속
주체가 발행자측인 경우는 507종이었다. 이 507종의 동의서 내용을 분석하여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101종(19.9%), CCL 또는 출판사 정책에 따른다고 명시한 경우는 1종
(0.2%), 저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405종(79.9%)이었다. 동
의서 상에 저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로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분야에 
많았다(<표 13>). 

저자에 대한 
사항

주제분야

저자에 대한 
사항 있음

CCL 혹은 
출판사정책 따름

저자에 대한 
사항 없음 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1 2.9 0 0 33 97.1 34
사회과학 5 4.7 0 0 102 95.3 107
예술체육 1 5.6 0 0 17 94.4 18
복합학 0 0 0 0 12 100 12

자연과학 15 33.3 1 2.2 29 64.4 45
공학 37 30.6 0 0 84 69.4 121

의약학 31 23.1 0 0 103 76.9 134
농수해양 11 30.6 0 0 25 69.4 36

계 101 19.9 1 0.2 405 79.9 507

<표 15>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문서’내 저자 허락사항 유무(발행자측 저작권소유)

‘권리귀속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서도 저자에 대
하여 명시해 놓은 내용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인 논문 이용시 학회 등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등재지(33종)도 있었으나 더 많은 학술지(68종)에서 셀
프아카이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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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Ÿ 저자: 발표, 수업목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가능, 그 외에는 학회허락
Ÿ 저자: 본인 논문사용시 학회로부터 허락
Ÿ 저자: 본인 논문사용시 학회로부터 허락, cc  nc
Ÿ 저자: 본인 논문사용시 학회에 연락
Ÿ 저자: 서면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
Ÿ 저자: 서면허락 받고 논문 재사용 가능
Ÿ 저자: 서면허락없이 어느 곳에도 재출판 안됨
Ÿ 저자: 셀프아카이빙, 기관리포지토리 기탁시 학회에  요청
Ÿ 저자: 저자는 서면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 사용 가능
Ÿ 저자: 학회에 알리고 논문 일부를 발표, 수정, 재출판 가능 

<저자에게 특정한 이용에 대하여 허락하고 있는 경우>

Ÿ 저자, 소속기관: 개정, 2차저작물, 발표, 배포할 권리 소유함. 단,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Ÿ 저자, 소속기관: 비영리 목적 사용,  저자개인홈페이지 업로드 가능
Ÿ 저자, 소속기관: 연구목적으로 수정, 발표,  배포, 기관내부 업무목적으로 사용가능
Ÿ 저자: 저자버전 자신 웹사이트나 기관리포지토리에 셀프아카이빙 가능. 기금지원기

관이 지정한 리포지토리에 기금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탁가능하되, 12개
월 후에. 출판사 버젼사용불가. 저자버젼 기탁시 출판사 버젼이용가능한  사
이트 url 명시. 향후 학위논문이나 포스트닥터 코스를 위해 최종버젼 사용할 
권리 있음. 

Ÿ 저자: 2차저작물, 발표에 사용가능. 개인적 비영리목적일 경우
Ÿ 저자: 강의, 교재, 향후 책출판에 사용가능
Ÿ 저자: 강의, 교재, 향후 출판에 사용, HIR  정책에 따라 기관리포지토리에 기탁가능
Ÿ 저자: 강의, 신문, 리뷰, 교재, 책 등에  부분, 전체 사용가능
Ÿ 저자: 개인목적, 판매용이 아닌, 고용기관 이외의  곳에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토카피가능하고 한부의 전자사본 만들 수 있음. 프리프린트 버전 
퍼블릭 서버에 포스팅 가능. 출판된 논문은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네트워크에서만 포스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회의 서면허락을 받아야 함. 
향후 자신의 집서나 강의에 논문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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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저자: 개인인트라넷 리포지토리나 아카이브, 인터넷에  셀프아카이브.  
Ÿ 저자: 개인적 목적 복제, 출판, 연구지원기관과  저자웹사이트에 게재 및 배포할 권리
Ÿ 저자: 개정, 2차저작물, 발표, 배포, 비영리목적으로 가능
Ÿ 저자: 논문 전체, 부분 사용가능
Ÿ 저자: 논문 전체, 부분 향후 비영리 목적 교재,  강의, 신문 등에 사용가능
Ÿ 저자: 논문복제 가능
Ÿ 저자: 논문일부 사용가능
Ÿ 저자: 다른 논문 작성시 본 논문 일부, 전부  사용가능
Ÿ 저자: 다른 논문에 사용가능
Ÿ 저자: 무료로 부분, 전체를 향후 발간할 책, 강의에 사용가능, 비매용으로 자신이 

이용하기 위하여 논문복제가능
Ÿ 저자: 부분, 전체 다른 출판물에 복제할 비배타적 권리 소유, 교육, 연구목적으로 

기관에서 사용할 권리, 출판전에 학회에 동의를 얻어 제한된  범위에서 배
포할 권리, 논문 전자버젼을 일정한 기간 후에 포스트할 권리(단 학회저널로 
링크가 되어야 함)

Ÿ 저자: 부분, 전체, 비영리적 목적의 학술활동에  사용
Ÿ 저자: 원고일부, 전체 재사용, 저자개인적 이용, 저자가 고용된 기관내부에 배포가능
Ÿ 저자: 자신의 아카이브에 저자 버젼의 논문을 아카이브할 수 있음, 소속기관 도서관 

리포지토리에 저자의 최종버젼 아카이브 가능. 출판사버전은 안됨. 
Ÿ 저자: 저자의 다른 논문, 교재, 강의에 이  논문의 자료, 기고문을 출판할 수 있음
Ÿ 저자: 제3자가 재출판, 번역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소유, 부분이나 전체 논문을 

향후 출판물에 스스로 사용할 권리, 업무상저작물일 경우 고용주와 저자가 
비매용으로 스스로들을 위해 논문 복제본을 만들 권리 가짐

Ÿ 저자: 프리프린트를 공개된 웹사이트에 포스트했을 경우 업데이트되거나 최종버전
으로 바꾸어서는 안 됨

2) 저작권을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가 있는 665종의 등재지 중에서 발행자측과 저자
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7종이다. 이들 7종의 학술지의 동의서를 
조사한 결과  저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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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에 대한 
사항

주제분야

저자에 대한 
사항 있음

CCL 혹은 
출판사정책 따름

저자에 대한 
사항 없음 계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0 0 0 0 1 100 1
사회과학 0 0 0 0 3 100 3
예술체육 0 0 0 0 1 100 1
복합학 0 0 0 0 1 100 1

자연과학 0 0 0 0 1 100 1
공학 0 0 0 0 0 0 0

의약학 0 0 0 0 0 0 0
농수해양 0 0 0 0 0 0 0

계 0 0 0 0 7 100 7

<표 16>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문서’내 저자 허락사항 유무(발행자/저자 저작권공동 소유)

6. CCL 적용 및 원문서비스 현황

6.1 CCL 적용 학술지

등재지 중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고 있는 학술지 현황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63종(13.9%)의 학술지가 CCL을 적용하고 있었다. CCL 유
형 중 BY(Attribution), BY ND(No Derivative Works), BY SA(Share-alike), BY 
NC(Non-commercial), BY NC ND(Non-commercial, No Derivative Works), BY 
NC SA(Non-commercial, Share-alike) 유형별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CCL을 적용
하고 있는 학술지 거의 모두에서 BY NC 유형을 채택(243종, 12.9%)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Y NC ND를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는 8종(0.4%), BY를 채택하고 있는 학
술지는 7종(0.4%)이었다. BY NC SA를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는 1종 있었으며, BY 
SA를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는 하나도 없었다. CCL 유형 중 중복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지는 2종이었는데 각각 BY와 BY NC, BY NC SA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BY와 BY NC, BY NC ND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경우였다(<표 15>). 

CCL 적용 학술지는 분야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즉, CCL을 적용하고 있는 학술지는 
대부분 STM 분야 학술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의약학 분야 학술지가 150종으로 
CCL 적용 학술지의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이는 의약학 분야 학술지 208종의 72.1%에 
이르는 것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채택율이 높았다. 이에 비하여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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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및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CCL을 적용하는 학술지가 1~5종으로 극히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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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제분야

BY NC BY NC ND BY BY ND BY NC SA BY SA 중복선택 없음
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인문학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85 99.8 486

사회과학 3 0.5 1 0.2 0 0.0 1 0.2 0 0.0 0 0.0 0 0.0 641 99.2 646

예술체육 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 99.0 101

복합학 3 4.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0 95.2 63

자연과학 30 28.6 0 0.0 1 1.0 0 0.0 1 1.0 0 0.0 1 1.0 72 68.6 105

공학 42 19.8 4 1.9 4 1.9 0 0.0 0 0.0 0 0.0 0 0.0 162 76.4 212

의약학 144 69.2 3 1.4 1 0.5 1 0.5 0 0.0 0 0.0 1 0.5 58 27.9 208

농수해양 19 27.5 0 0.0 1 1.4 0 0.0 0 0.0 0 0.0 0 0.0 49 71.0 69

계 243 12.9 8 0.4 7 0.4 2 0.1 1 0.1 0 0.0 2 0.1 1627 86.1 1,890

<표 17> CCL 적용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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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귀속
주체

주제분야

발행자측 저자 기타 귀속주체 규정
없는 경우　 계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비율
(%)

종수
(종)

인문학 1 100.0 0 0.0 0 0.0 0 0.0 1
사회과학 4 80.0 1 20.0 0 0.0 0 0.0 5
예술체육 1 100.0 0 0.0 0 0.0 0 0.0 1
복합학 2 66.7 0 0.0 1 33.3 0 0.0 3

자연과학 30 90.9 2 6.1 0 0.0 1 3.0 33
공학 43 86.0 3 6.0 0 0.0 4 8.0 50

의약학 146 97.3 1 0.7 0 0.0 3 2.0 150
농수해양 19 95.0 1 5.0 0 0.0 0 0.0 20

계 246 93.5 8 3.0 1 0.4 8 3.0 263

<표 18> CCL 적용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유무

6.2 CCL 적용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유무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CCL은 논문의 저작권 소유자인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학회는 일반적인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CCL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논문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투고자가 자신의 논문에 CCL
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논문발행기관이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재지 중 CCL을 적용하고 있는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외에서와 달리 발행기관이 논문투고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학술지가 
246종(93.5)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8종의 CCL 적용 학술지(3.0%)만이 저작권을 
저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면서 
CCL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학술지도 8종(3.0%) 있었다(<표 16>).

6.3 학술지 원문서비스 현황

KCI 등재지 1,890종의 국내 원문제공 채널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상업적인 학술논
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KISS, 교보문고 교보스콜
라, 학지사 뉴논문, 학술교육원 e-article를 포함하여 5개를 조사하였고,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중에서는 KISTI 학회마을 또는 NDSL,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Syn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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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KCI를 포함하여 3개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학술지 웹사이트도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는 873종
(46.2%)이었고, 학술지 홈페이지 또는 오픈액세스 아카이브를 통해서만 원문을 공개
하고 있는 학술지는 115종(6.1%),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또
는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는 795종(42%)이었다. 

7.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조사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저작권귀속주체 명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90종 중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1,273종(67.4%), 그렇지 않은 경우는 617종(32.6%)이었
다. 의약학 분야는 94.7%(197종), 공학 분야는 86.8%(184종), 자연과학 분야는 
85.7%(90종)의 등재지가 권리소유주체를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는 
62.8%(406종), 예술체육 분야는 61.4%(62종), 인문학 분야는 49.8%(242종)의 등재지
만이 권리소유주체를 밝히고 있었다. STM 분야는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명시
하고 있는 학술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 
특히 인문학 분야는 매우 낮았다.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소유주체를 명시하는 것은 
연구자가 논문투고여부를 결정하거나 향후 자신의 논문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거나 또
는 개별이용자나, 도서관, 상업적인 기관에서 논문을 이용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학술지에 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권 소유주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발행자측이 소유한 경우는 1,153종
(61%), 저자가 소유한 경우는 54종(2.9%), 저자와 발행자측 공동소유인 경우는 59종
(3.1%), 기타인 경우가 7종(0.4%)이었다. 
 섯째, 저작권 귀속주체가 명시된 문서를 조사한 결과, ‘권리귀속규정’에만 명시된 경
우는 608종(32.2%),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만 명시된 경우는 132종
(7.0%), 이 두 규정에 동시에 명시된 경우는 533종(28.2%)이었다. 동의서보다는 규정
에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문분야별로는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권리귀속규정’, 과학기술 분야는 ‘권리귀속규정’과 ‘동의서’ 모두에 명
시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넷째, 저작권 귀속주체가 명시된 문서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권리귀속규정’에 해당
하는 문서명은 투고규정, 발간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 instruction 
for author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중 ‘투고규정’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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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는 경우가 449종(23.8%), ‘instruction for author’에 280종(14.8%), 편집
위원회 규정에 149종(7.9%), 발간규정에 34종(1.8%), 윤리규정에 9종(0.5%)이었다.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 학술지는 ‘투고규정’, 과학기술 분야는 ‘instruction for 
author’라는 문서에 저작권 귀속을 밝힌 경우가 더 많았다. 
 다섯째,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 논문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
서약서 및 위임동의서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에 
귀속현황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268종(14.2%), 저작권이양동의서에 189종(10.0%), 저
작재산권양도확인서 20종(1.1%), 논문투고신청서 65종(3.4%), 논문연구윤리서약서 및 
위임동의서 29종(1.5%) 등이었다. 매우 다양한 문서에 저작권귀속사항이 명시되어 있
어, 논문투고자와 논문이용자가 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작권 
귀속을 밝히는 문서를 어떤 것으로 할지는 학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사용되는 문서의 명칭이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저작권귀속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조사한 결과, 저작권이라
는 용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술지가 466종(24.7%), copyright은 319종(16.9%), 
판권은 115종(6.1%)이었다. 저작권(또는 디지털저작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복제권(또
는 디지털복제), 전송권을 사용하고 있는 학술지는 146종(7.7%)이었다. 이외에 논문사
용권, 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73종(3.9%), 편집저작권, 출판소유권, 
편집출판권, 출판권은 54종(2.9%), 지적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은 20종(1.1%)이었다.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판권이라는 용어
가 대표적이다. 편집저작권, 이용권 등과 같은 용어들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규
정이나 동의서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리의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
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저작권 양도와 관련한 문구를 분석한 결과, ‘권리귀속규정’에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단서가 있는 경우는 261종(22.9%), 없는 경우는 880종(77.1%)이었다.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에는 단서가 있는 경우가 199종(29.9%), 없는 경우가 
336종(50.5%)이었다. 여전히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학회에 귀속된다는 한 
줄로 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가 많았다. 학술지 발행
기관에 따라 논문투고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하는 권리는 다양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7가지 저작재산권 모두를 양도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만 양도받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 지분권 중 어떤 
권리를 양도받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발행기관 측이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 저자에게 본인 논문의 사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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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떠한 사항이 허락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권리귀속규정’에는 저자에 대한 
허락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897종(86.8%), 명시된 경우는 80종(7.7%), 출판사 
정책에 따르거나 CCL을 적용한다가 56종(5.4%)이었다.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
서’에는 저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405종(79.9%), 명시된 
경우가 101종(19.9%), CCL 또는 출판사 정책에 따른다가 1종(0.2%)이었다. 규정이든 
동의서이든 저자에 대한 허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논문의 재출판, 
다른 논문에 재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해서는 발행기관측에 
서면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도 많았다. 논문투고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
은 후 저자에게 본인의 논문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허락할지 역시 학회의 정책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학술지 출판기관이 논문을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목적이라면 
설령 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홈페이지나 오픈액세스 아카이브에 이를 공개하거나 다
른 매체 예컨대 학술도서 등에 재수록 하는 것은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데 상당히 피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저작권을 양도받고, 논문투고자에게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어떠한 재사용도 허락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자가 발행자측에 권리를 양도하였더라도 홈페이지나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에 셀프아카이빙 하는 등의 재이용에 대하여 명확히 그 허용범위를 밝힐 필요가 있
다. 
 아홉째, CCL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63종(13.9%)의 학술지가 이를 채택하고 있
었다. BY NC 유형은 243종(12.9%), BY NC ND는 8종(0.4%), BY는 7종(0.4%), BY 
NC SA는 1종이었다. CCL을 적용하고 있는 학술지는 대부분 STM 분야 학술지였고, 
특히 의약학 분야 학술지가 150종으로 CCL 적용 학술지의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이
에 비하여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CCL을 적용하는 학술지가 1~5종으
로 극히 드물었다. CCL 적용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발행
기관이 소유한 경우가 246종(93.5) 저자소유가 8종(3.0%),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8종(3.0%)이었다. 또한 등재지의 원문공개채널을 조사한 결과,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는 873종(46.2%)이
었고, 학술지 홈페이지 또는 오픈액세스 아카이브를 통해서만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는 115종(6.1%),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또는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는 795종(42%)이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조사분석내용을 통해 국내 학술지들의 최신 저작권 정책현황을 현
실화하고 특히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안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제분
야별 저작권 정책에 대한 기초분석데이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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