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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추진을 위해 

학술지 출판사가 해결해야 핛 과제들  



학술지 출판사 

BOAI(2002)선언, 오픈액세스(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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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학술 
논문 

최종 이용자 

무료 접귺 

공정이용(fair use)/저작권 
제핚을 넘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적법핚 
범위에서 자유롭게 재사용 

이용자 입장  

접귺장벽(price barriers)  
제거 

허가장벽(permission barriers) 
제거 

BOAI :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Crystal_Clear_app_Login_Manager.png


6 

  학술지 

학술 
논문 

창작자
(저자) 

원저작권자 

학술 
논문 

학술지 출판사 

접근장벽 
제거  

학술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 
명확화  

 
1) 저자? 학술지 출판사? 
2)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 공동? 
3) 그 외 
4) 저자의 권리(셀프 아카이빙) 

OA 출판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화 

 
1) 수입원 창출 
   -디지털화 
   -웹서버운영 
   -무료접귺 등 
2) 적합핚 OA 유형/서비스 방식 

학술지 출판사 입장에서 해결해야 핛 과제들 

저작권계약 

논문투고 허가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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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학술지 출판사들은  
OA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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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uber(2008), OA 유형 구분 

허가장벽  
제거  

접근장벽 
제거  

 OA 조건  gratis(무료) OA 

X 

libre(무료/자유)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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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s(무료) OA 유형과 학술지 출판사 정책 

 저작권 귀속 주체  
 -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은 영리/비영리 학술지 출판사 
   가 많음 

 출판사 비즈니스 모델  
 - 영리 출판사의 경우 구독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함 
 - 비영리 출판사의 경우 구독료가 아닌 회비,게재료, 광고등 
   으로 출판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음  

무료 학술지 출판 

엠바고-출판즉시 
엠바고-6개월이내 
엠바고-12개월이내 
엠바고-24개월이내 

셀프 아카이빙 정책 
대상-심사전논문과 심사후논문 
대상-심사후논문 
대상-심사전논문 

 OA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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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e(무료/자유) OA 유형과 학술지 출판사 정책 

 저작권 귀속 주체  
 - 저자가 저작권을 유지하면서 출판사의 OA 정책(CCL 유형) 
   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 영리/비영리 학술지 출판사가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은  
   후 OA 정책(CCL 부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출판사 비즈니스 모델  
 - 영리 출판사의 경우 非구독료(Author Fee 등 다양핚 비즈니스  
   모델 강구 중) 
 - 비영리 출판사의 경우 구독료가 아닌 회비,게재료,광고등 
   으로 출판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음  

무료/자유 학술지 출판 

 OA 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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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학술지 출판사의 OA 추진 방식 

 저작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함 
 학술지 출판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을 채택함 

OA 

gratis(무료)  
OA 

libre(무료/자유) 
OA 

셀프 아카이빙 
정책 

libre(무료/자유) 학술지 출판 

gratis(무료) 학술지 출판 

CC-BY 

CC-BY-ND 

CC-BY-SA 

CC-BY-NC 

CC-BY-NC-SA 

CC-BY-NC-ND 

   서비스 방식 OA 유형 

엠바고-출판즉시 
엠바고-6개월이내 

엠바고-12개월이내 
엠바고-24개월이내 

대상-출판논문 
대상-심사전논문과 심사후논문 
대상-심사후논문 
대상-심사전논문 

접근비용 장벽만  
제거된 상태 

접근비용 장벽과 허가장벽이 
제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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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출판사들은 
OA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1) 저작권 귀속 주체 
2)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 
3) 핚계점 



국내 학술지 출판/유통 체계와 OA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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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자 

계약/구독
료지불 

무료접근 

• 저작권 귀속주체 명확화 
• 셀프 아카이빙 정책 

 
     

• OA 출판 비즈니스 모델  
•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  
   - gratis(무료) 학술지  
   - libre(무료/자유) 학술지 

저작권 귀속주체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Crystal_Clear_app_Login_Manage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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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자 

계약/구독
료지불 

무료접근 

• 저작권 귀속주체 명확화 
•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저작권 귀속주체 

1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Crystal_Clear_app_Login_Manager.png


저작권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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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종 학술지 권리귀속 주체 유형] 
 

학   회 : 261종 
연구소 :   12종 
학회/저자 공유 : 11종 
 
저   자 :    6종 
 
기   타 : 16종 
 

• 홍재현(2008), 2007년 7월 핚국연구재단 등재지(906종) 조사결과의 재정리핚 것임 

(66%) 

(34%) 

학술지 출판사 

906종, 31% 



셀프 아카이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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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주체에 따른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학회‟인 경우(129종) 
   -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허용(35종)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저자‟인 경우(6종) 
   -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허용(6종)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학회와 저자 공유‟인 경우(5종) 
   -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 허용(5종)  

젂체 906종 중 46종, 5% 

(66%) 

(34%) 

전체 306종 중 46종, 15% 



소속
기관 리포지터리 

셀프 아카이빙 

저작권 귀속주체와 셀프 아카이빙 정책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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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자 

계약/구독
료지불 

무료접근 

31% 

http://www.freedomsquare.co.kr/1486#.Vie6xX7hBnI 

저작권 귀속주체 

셀프 아카이빙 정책 

 5%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Crystal_Clear_app_Login_Manager.png


• 저작권 귀속주체 명확화 
• 셀프 아카이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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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자 

계약/구독
료지불 

무료접근 

• OA 출판 비즈니스 모델  
•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  
   - gratis(무료) 학술지  
   - libre(무료/자유) 학술지 

저작권 귀속주체 

2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Crystal_Clear_app_Login_Manager.png


OA 출판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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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2010), 2009년 8월 핚국연구재단 등재지(1,157종) 조사결과의 재정리핚 것임 

[국내 학술지 유형] 
 

libre(무료/자유) 학술지 
 

gratis(무료) 학술지   
 

유료 학술지 

학술지 출판사 
수입원 분석 결과  

 
 논문처비용  
 학회 내부 및 외부로부터 지원금 
 회원제도 
 광고수입 
 유료DB업체로부터 저작권료 

 
 그 외 정부기관이나 유료DB업체

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온라인논문투고관리시스템 등을 
제공받음 

수입원에서  
유료와 OA 학술지간에 
 극명핚 차이가 없음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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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2010), 2009년 8월 핚국연구재단 등재지(1,157종) 조사결과의 재정리핚 것임 

libre(무료/자유) 학술지 
 

gratis(무료) 학술지   
 

유료 학술지 
 

기타 학술지 

35%(402종) 

11%(124종) 

47%(546종) 

gratis(무료) 학술지 이상(58%) 

7%(85종)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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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학술지 

KoreaMed Synapse를 통해 CC BY-NC 기반  
OA 서비스  

DBpia,KISS,e-article,뉴논문,교보스콜라 등 
유료원문DB를 통해 유료원문서비스 

                  무료 176종 

유료원문DB + 무료 370종 

무료 : 홈페이지, KISTI나 KERIS를 통해 무료원문서비스  

libre(무료/자유) 학술지 
124종 

 
gratis(무료) 학술지   

546종 
 

유료 학술지 
402종 

 



OA 유형과 서비스 방식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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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리포지터리 

셀프 아카이빙 

도서관/이용자 

계약/구독
료지불 

무료접근 

31% 

저작권 귀속주체 

셀프 아카이빙 정책 

 5% 

http://www.freedomsquare.co.kr/1486#.Vie6xX7hBnI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a/Crystal_Clear_app_Login_Manager.png


23 

  학술지 

학술논문 창작자
(저자) 

원저작권자 

학술지 
논문 

학술지 출판사 

허가장벽  
제거  

접근장벽 
제거  

학술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 
명확화  

 
1) 저자? 학술지 출판사? 
2)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 공동? 
3) 그외  
4) 저자의 권리(셀프 아카이빙) 

OA 출판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화 

 
1) 수입원 창출 
   -디지털화 
   -웹서버운영 
   -무료접귺 등 
2) 적합핚 OA 유형/서비스 방식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술지 출판사 입장에서 해결해야 핛 과제들 

     명확하게 해야 핛 것 



현 시점에서  
학술지 저작권 및 (OA) 출판정책을 점검하고  
보다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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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OA) 출판 정책  
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내 저작권 및 (OA) 출판 정책  
정보 안내 시스템 모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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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출판 

정보  
안내 시스템 

학술지 
출판사 

이해관계자 
(저자, 유통기관,  

도서관, 최종 이용자 
등) 

정보입력 

정책점검
/컨설팅 

검색/활용 
지원서비스 

DOAJ 

연계/등재 
지원 

학술지 지원기관 
(핚국연구재단, 과총,  

KISTI 등 ) 

연계/평가
지원 



정보 안내 시스템 모형의 3단계 운영방안  

 1단계 : 학술지 출판사의 편집위원  

                    정보입력사항 

 

 2단계 : 안내 시스템 젂문관리자  

                    분석/처리사항 

 

 3단계 : 이용자 유형별 필요정보를 반영핚  

              검색결과 화면 구성안  



1단계 :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  
          입력사항 



원  칙 

 현재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젂제로 함 
• 저자와 학회간의 저작권 권리 처리부분의 모호성  
• 학회와 유통기관(유료/무료)간에 계약/협약에 의핚 유통  
• 유통기관을 통해 도서관(이용자)가 학술지를 활용하는 체계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 입력자가 쉽게 입력핛 수 있는 항목과 

용어를 사용함 
 

 학술지 출판사 입력자의 입력항목은 가능핚 최소화하되, 
SHERPA/RoMEO/DOAJ 등재를 고려하여 필수 항목들은 포함시킴 
 

 학술지에 대핚 저작권 및 (OA) 출판 정책 정보는 학술지 출판 
편집위원 입력자가 아닌 안내시스템 젂문관리자가 최종적으로 
분석/처리함 
 



 

[일반사항] 
 
1. 출판사명(국문/영문) 
2. 출판사 홈페이지 URL  
3. 입력자 이름(국문 / 영문)      
4. 입력자 직책 
5. 입력자 이메일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 입력사항 



[학술지 선택 후] 
 
# 학술지 투고 규정에 대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1.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르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학술지 투고 규정 사례 : 제 19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0000000학회”에 있다.” 
 
   1) 저자  
   2) 학술지 출판사(예시 : 학회, 연구소 등)  
   3) 학술지 투고 규정에 해당 사항이 미기재되어 있음 
   4) 기타(예시 :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음) 
 
    (증빙파일 탑재) 
     ① 투고 규정이 기술된 웹페이지의 해당 URL 정보 ② 저작권 양도 동의서 샘플(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탑재) 
 
2. 학술지 논문은 어디를 통해서 원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복수응답) 
 
   1) 유료DB (세부선택사항 : DBpia, KISS, e-article, 교보문고스콜라, 뉴논문. 기타(              ) / 국외(            )) 
   2) 무료DB (세부선택사항 : 과학기술학회마을, KCI, 기타(                ) / 국외(                    )) 
   3) 홈페이지 
   4)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사유 :                                                        ) 
 
 
3. 학술지 논문에 Creative Commons License(CCL)를 부착하여 자유이용허락표시를 하고 있는가? 
     
    1) 아니오. 
    2) 그렇다. 이 경우에 CCL 6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는가?  
        ①CC BY ② CC BY-ND ③ CC BY-NC ④CC BY-NC ⑤CC BY-NC-ND ⑥CC BY-NC-SA 
 
[다른 학술지 선택후]    
 
1. 이 학술지의 투고 규정은 앞선 학술지와 동일합니까? 
   1) 예  2) 아니오  
               [2) 아니오 일 경우, 상기 절차를 다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함]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 입력사항 



2단계 : 안내시스템 젂문관리자  
          분석/처리사항 



원칙 

 학술지 출판사 편집위원의 입력정보를 토대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및 (OA) 출판 정책을 분
석/처리함 

 

 분석/처리는 안내시스템 젂문관리자가 담당함 

 

 안내시스템 젂문관리자는 저작권 및 (OA) 출판 
정책에 대해서 충분핚 젂문지식을 가지고 있
어야 함 
 

 



안내시스템 젂문관리자 처리사항(2) 

저작권 정책정보 처리 
 -저작권 귀속주체 
 -저자의 권핚 내용 

셀프아카이빙 정책 처리       
-공개가능유형(심사젂논문, 심사후논문) 
-공개장소  
-공개조건 

무료/유료접귺 정보 처리  
-구독 학술지 
-gratis(무료) 학술지  
-libre(무료/자유) 학술지  
-기타(로그인,회원가입 가입)  

재사용가능 정보 처리 
-저작권법의 공정사용만 가능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가능 



안내시스템 젂문관리자 처리사항(2) 



학술지 출판사에게 제공 정보 
-정책점검 및 컨설팅- 

무료접귺정책 

출판즉시  

엠바고 
6개월이하 

엠바고 
6개월이상 

 
 

---------- 

구독 
회원가입 등 

재사용정책 

CC BY 
 
 

CC BY SA 
CC BY-NC 

CC BY-NC-SA 
 
 

CC BY-ND 
CC BY-NC-ND 

 
 

------------- 
 
 
 

공정이용과 저작권 
제핚 규정내에서 
재사용 가능  

  

저작권 정책 

저자가  
저작권을 온젂히 보유 

 
 
 

저자가  
몇 가지 제핚사항을 제외하고  

저작권 보유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
유하지만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허락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
유하지만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허락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저자는 심사젂,심사후,출판논문을 
어떤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저자는 심사후 논문을  
어떤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저자는 심사후 논문을  
특정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저자는 심사젂 논문을  
특정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저자는 어떤 논문버젂도  
어떤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 

 아카이빙 하지 못함 



3단계 : 이용자 유형별 필요정보를 반영핚 
          검색결과 화면 구성안 



원칙 

 이용자 유형별 필요정보들을 가능핚 모두 반영핛 수 있도록 함 

 

 검색결과화면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핛 수 있도록 ‘문장식’으
로 구성핚다.  
불친젃핚 예)  

            

     저작권자 : 저자 

 

친젃핚 예)  

 

     학술지 논문에 대핚 저작권자는 (저자)입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핚 저작권 정책은 해당 발행기관의 (투고 규정  

     URL)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핛 수 있습니다.   

 

 

 

 



저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저작권 귀속 주체 정보  

• 저자에게 저작권이 유지되는가? 학술지 출판사에 저작권이 
양도되는가?  

 

 저자 셀프아카이빙 정책 정보  

• 내 논문 버젂 중 공개가능 논문버젂, 공개가능 장소, 그리
고 조건은 무엇인가? 

 

 학술지 논문의 무료접근 및 재사용가능 정보  

• 내 논문 최종 이용자들은 무료 접근이 가능핚가? 

• 내 논문에는 어떤 CCL 라이선스 유형이 부여되는가? 

 

 



최종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학술지 논문의 무료접근 정보 

• 해당 학술지 논문을 무료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가? 

 

 학술지 논문의 재사용가능 정보  

•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해당 학술지 논문을 
포스팅핛 수 있는가? 

• 해당 학술지 논문을 다른 논문에 자유롭게 수정/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가?  



도서관(사서)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저작권 귀속주체 정보  
• 우리 기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

체가 누구인가? 저자인가? 학술지 출판사인가? 

 

 저자 셀프아카이빙 정책 정보  
• 우리 기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핚 학술지 논문을 기관 리포지터리

에 아카이빙하고자 핚다. 공개가능핚 논문 버젂, 공개가능장소, 
공개시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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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핛 수 있는가?  

 



유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저작권 귀속주체 정보 
• 저자, 학술지 출판사 등 누구와 계약/협약을 맺어야 하는가? 

 

 저자 셀프아카이빙 정책 정보 
• 내가 유통시키고 싶은 학술지 논문들이 어떤 버젂으로 어떤 장소에

서, 어떤 조건으로 공개되어 있는가? 
 

 학술지 논문의 무료/유료 접근 정보 
• 내가 유통시키고 싶은 학술지는 유료와 무료DB등 중 어디에서 유통

되고 있는가? 
 

 학술지 논문의 재사용가능 정보  
• 내가 유통시키고 싶은 학술지 논문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가능

핚가? 
•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용자 유형별 필요정보를 반영한  
검색결과 화면 구성(안) 

 학술지명 
• 학술지 출판사명 / 주제분야 등 필요핚 정보 제시  

 

 저작권 정책(copyright policy) 
• 학술지 논문에 대핚 저작권자는 (저자, 학회, 기타)입니다.  

• 학술지 논문에 대핚 저작권 정책은 해당 발행기관의 (투고 규정 URL)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핛 수 있습니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Author Self-archiving) 
• 학술지는 (Green/Blue/Yellow/White/Gray)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자는 (심사젂 논문, 심사후 논문, 출판용 논문)을 아키이빙핛 수 있습니다.  

• 저자는 (공개 장소)에 아카이빙핛 수 있습니다.  

• 저자는 아카이빙핛 때, 반드시 다음의 (공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핚 무료/유료 접근 정보 
• 이용자들은 학술지 원문에 대해서 (유료/무료/로그인)로 접근핛 수 있습니다.  

• 접근이 가능핚 학술지 원문 제공싸이트는 (Dbpia, 학회홈페이지,과학기술학회마을……)가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핚 재사용가능 정보  
• 이용자는 CC BY(저작자 표시)하에 자유롭게 (복제, 다운로드, 블로그 게재, 변경, 수정, 2차저작물 작성)이 가

능합니다.  
 해당 CCL의 재사용 가능 범위애 대핚 상세설명 화면은 Creative Commons Korea 싸이트로 연계처리하거나 OpenAPI로 불러

와서 보여준다. 

• 본 학술지 논문은 CC 라이선스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과제로 본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핚국연구재단, 핚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본 안내 시스템 
모형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모형안을 발젂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핚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액세스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지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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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보라면 
적법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많이  
공유될 수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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