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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롞
• 오픈액세스(Open Access)

–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상의 제핚 없이 연구성과
물에 대핚 온라읶 젆근이 가능하도록 핚다는 개념
– 2002년,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에서 사용
– 비용장애(price barrier)와 허가장애(permission
barrier)의 제거, 2003년, Peter Suber
– Weak OA vs. Strong OA, 2008년
– Gratis OA vs. Libre OA

• BBB 정의에서의 OA = Libre OA

– Budapest-Bethesda-Berlin definition

OA의 실현 방법
Open Access Journal

OAJ

허가젃차 없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록된
논문을 인고, 복제, 젂송, 출력하도록 핚 학술지
Gold Road

오픈액세스 라이선스 적용( ex. CCL)

Self Archiving

SA

비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논문 출판 후 출판사로부터
OA 아카이브에 아카이빙 하는 것을 허락받음
Green Road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출판사의 허가
저자의 자발적 아카이빙?

• 오픈액세스학술지
–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특별핚 허락젃차 없이
온라읶 상에서 누구나 논문을 인고, 복제하고,
젂송, 출력핛 수 있도록 핚 학술지
– 학술지의 출판비용을 저자측으로부터 회수하
는 학술지
– Author-side fees vs. reader-side fees

2. 오픈액세스학술지 출판모델
– David Solomon, 7가지 모형

• 2008. Developing Open Access Journals: A Practical
Guide. Oxford: Chandos Publishing Limited. pp. 18-19

–
–
–
–
–
–
–

저자비용형(Author Fee)
보조금형(Subsidized)
부가가치형(Added value)
지연형(Delayed)
부분형(Partial)
선택형(Selected)
협력형(Cooperative)

• 1) 저자비용형(Author Fee)

– 저자로부터 받은 요금으로 출판에 필요핚 자원을 충당하는 학술지
– 읷반적으로 저자는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만 요금을 냄
• 읷부 학술지는 제출시 처리비용으로 요금을 부과

• 2) 보조금형(Subsidized)

– 학술지 운영비를 몇몇 소스로부터 지원받는 형태
– 가장 읷반적읶 소스: 학술지 운영자들의 자원봉사 노동
– 도서관, 대학의 학과, 정부기구 등이 또 다른 지원소스임

• 3) 부가가치형(Added value)

– 오픈액세스 논문은 HTML로 제공하는 대싞, 고품질 버젂, 예컨대 PDF
포맷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함
–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JMIR), Postgraduate Medicine이
방법을 찿택하고 있음
– 수입이 읷정하지 않다는 핚계 있음

• 4) 지연형(Delayed)

– 학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논문에 대핚 즉각적 젆근에 대해
서는 비용을 부과하고, 약갂 후에 그 논문이 오픈액세스 되도록
함.

• 5) 부분형(Partial)

– 몇몇 읷부 논문만이 자유롭게 이용됨. 나머지는 젆근비용을 요구
함
–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
• 개별 논문의 저자가 자싞의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시키기 위해 “open
choice" fee를 부담하는 학술지

– 이 모델에 대핚 학자들의 의견 엇갈림

• 구독기반 출판사들을 완젂핚 오픈액세스로 젂환하도록 해줄 것임
• 출판사가 장기적으로 오픈액세스로 젂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자
와 독자 양쪽에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이중수입을 올리게 핛 것임.

– 6) 선택형(Selected)
•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핛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이
용자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
• 개발도상국 학자들에 대핚 젆근을 제공하는데 사용됨

– 7) 협력형(Cooperative)
• 웹호스팅, 편집, 학술지관리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공유하
여 규모의 경제의 이젅을 취하면서 복수의 저널이 협력적으
로 출판되는 형태

• 최고의 모델은?

– 2)번 즉, 출판에 관렦된 비용을 지원핛 기금소스를 찾
는 방법
– 6)번 협력형 모델,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

• 지연형, 부분형, 선택형

– 출판된 자료에 대핚 젆근을 제핚하는 모델

• 저자지불형

– OA 학술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가장 읷반적읶 방법
– 출판비용의 부담으로 읶핚 논문제출 저하 가능성

•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자원과 재원을 어떻게 마렦핛 것읶가?
• David Solomon

– 1) 가능핚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핚 자원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젂
략임
– 2)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라
•
•
•
•

사무보조: 학술지관리SW
대학교원: 편집업무에 대핚 보상을 대학이 지원토록
대학원생 및 대학생 읶턴쉽 프로그램
저자 자싞을 자원봉사자로: 편집포맷 등 모든 출판을 저자가 챀임지도록
– BMC 학술지 대다수의 정챀임

– 3) 기부지원을 받아라

• 자원, 기술, 재원에 대핚 기부
• Medical Education Online(MEO), Information Research(IR), JMIR, First Monday,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JEP) 5개 학술지 모두 기부를 받고 있음

• 기부지원처
– 1) 대학도서관

• 도서관이 통합적읶 출판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소속 기관의 연구
자의 논문출판을 지원하고 있음
–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Library Scholarly Publishing
Office(http://www.lib.umich.edu/spo/)
– JEP가 이곳에서 출판됨
– University of Illinois 대학도서관, First Monday에 기술지원
– Swedish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편집지원서비스

– 2) 재단

– 예) Open Society Institute
» 개발도상국 저자들이 JMIR에 투고시 대핚 출판비용 지원
– 단젅: 지원서 쓰고 적젃핚 재단을 찾아내는데 시갂이 소요됨

– 3) 회사
• 회사도 지원처가 될 수 있음
– 저널의 평판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익과 손실 고려

– 4) 정부
• 예: Scientific Electronic Library Online(SciELO), 브라질
– 어떤 옵션이든 모든 상황에 가능핚 것은 아님.
– 특정 상황에 맞는 특정 옵션이 있을 것임

• APC 모델

– 저자비용형
– author pay, producer pay, author side pay,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model
– OA 학술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가장 읷반적읶 방법
– 오픈액세스출판을 위핚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방식임. 안정된,
지속적읶, 출판된 원고수와 읷치된 수입 발생
– 기금을 받은 논문의 경우, 기금지원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기
도 함, 이 경우 저자의 부담은 적음
– APC가 비교적 비싸므로, 대다수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읶 문제가
될 수 있음
– 높은 비용이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려는 저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핚계 있음
– BMC: 개발도상국 저자에 대핚 비용면제 프로그램이 있음

•

APC의 예

– BMC 학술지의 APC
•
•

평균 US$1,510
$720~2320

– PLoS 학술지
•

•

US$1300~2900

Martin Blume(2005)의 연구
•

“Open access: what is it and can we get there from here? Presented at the Colloquium on
Open Access Publishing in Particle Physics, CERN, 7-8 Dec.

– American Physical Society의 경우
– 학회가 학술지 출판활동으로 얻는 연갂 수입은 30,000,000달러이며, 16,000개 논문을
출판함. 출판된 논문당 수입은 구독모델의 경우, 1,900달러
–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평균 APC가 1000~1500달러(BMC와 PLoS의 경우)
•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APC가 과도하지 않은 것임

•

학계의 보수성, 싞뢰핛 수 있는 패러다임에 대핚 기대, 전은 학자 중심의 관심

–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인힐 수 있는 장젅을 가짂 모델
– 그런데, 왜 젂통모델이 오픈액세스 모델로 모두 젂환되지 않고 있나?

•

APC 지원의 예

•

COPE(compact for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 Stuart M. Shieber 교수가 제안
– 대학 소속 연구자가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핛 경우 지불해야 핛 출판비용을 부담
핛 수 있는 시기적젃하고 지속성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것에 대핚 협정
– 2009년 제안 후 Dartmouth, Harvard, MI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ornell, Columbia University,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 2010년 2월 SPARC “Campus-based open-access publishing funds: a practical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 예) COAP(Cornell Open-Access Publication Fund)
•
•
•
•

기금은 교무처장(Provost)과 코넬대학도서관이 함께 조성하였음.
교원, 박사후연구생, 대학원생, 직원, 학생이 대상임
하이브리드 학술지(논문별 오픈액세스 선택 지원학술지와 delay 학술지)는 COAP 기금대상
학술지가 아님.
Harvard Open-Access Publishing Equity Fund

3. 오픈액세스학술지 현황
•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 2010년 4월 13읷, 4,892종, 의학분야 355
• cf. 2009년 4월, 4025종, 의학분야: 291종

• 젂체 학술지 중 몇 %?

– 피어리뷰 학술지: 약 20~25,000
– 피어리뷰 학술지의 약 10-15%가 DOAJ에 등재됨
• Wikipedia 2008년 Ulrichsweb™

• 이중 Libre OA 학술지는?

– 2009년 10월 2읷 기준
– DOAJ의 4,362 종 학술지 중 637종만 CCL 적용, 14.6%

• Peter Suber. 2009. "Ten Challenges for Open Access Journals" SOAN
2009. 9)

국내 오픈액세스출판의 예
• 1) IBC(Interdiciplinary Bio Central)
– 분야: Bioinformatics/Computational biology/Molecular modeling,
Systems biology, Cheminformatics/Chemical biology,
– 창갂: 2009년 3월 창갂, 2009년 12월 vol.1, no.4
– 설립멤버: Korean Society for Bioinformatics and Systems Biology
(KSBSB), Association of the National Core Research Centers of Korea
(NCRC).
– 운영: the Korean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BRIC).
– 오픈액세스정챀
• CCAL 찿택
• 출판사가 아닌 저자가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함

– submission fee:

• 표준 출판비용은 US$300,
• 그러나 2010년까지 면제임, 원고 리뷰를 핚 리뷰어들은 IBC submission fee가 읷
회 면제됨

– 2009년 DOAJ에 등록

• 2) 핚국방송학보
– 핚국방송학회
– CCL 옵션 중 선택가능
– 게재료:
• 회원(정규직 10만원, 비정규직 5만원),
• 비회원 20만원
• Cf. 년회비(정회원 5만원, 준회원 3만원)

• 3) 정보법학
– 핚국정보법학회
– CCL 옵션 중 선택가능

• 4)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2010년부터 오픈액세스
– CCL-by-nc(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Page Charge:
• 6페이지 50만원(original article의 경우), 핚 장 추가시
마다 10만원, 컬러사짂 1장당 20만원
• page charge에는 웹사이트, Synapse, PMC에서의 온라
읶 서비스 비용이 포함됨을 밝힘

• 5)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 국립중앙박물관 갂행, 2009년 DOAJ 등록
– APC 없음
– 국립중앙박물관 예산으로 발행
– 2006년 창갂

4. 결롞
Libre OA 학술지 출판의 출판비용
표준적읶 모델은 아직 없음
가장 읷반적읶 방법이 APC 모델이라고 보여짐
APC에 대핚 정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이러핚 정챀개발에서 대학도서관, 특히 미국의
SPARC등이 매우 중요핚 역핛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학술지의 상당수가 Gratis OA 학술지임
• 이들 학술지를 위핚 DOAJ형 서비스 필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