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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사례연구의 목 은 이용 당 비용 근방법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K기 이 구독 인 해외학술지  무작 로 선정한 1,745종을 상으로 

하 고, 심층 분석을 하여 학술지 속성 의 향력 계수(IF), 타기  복소장수, 언어, 구독비용, 이용빈도에 

따른 상 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력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속성들은 해외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과 서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 속성의 내부 그룹 간 차이분석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s of journals of Science and Technology 

using the cost per use(CPU) approach.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lected 1,745 foreign academic 

journals randomly among the holdings at K institute in Korea,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PU and 5 factors of journal, i.e., Impact Factors(IF), Overlap numbers of holding with other 

institutes, Language, Cost, and Frequency of use. It is found that all factors, except IF, are significantly 

influence to the CPU of foreign journals, and further detailed analysis is provided in term of the 

group differences within each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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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분야의 정보자원은 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직 인 연구 결과물로써 그 생산과 

유통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비용, 고  과학

기술자 보유 황, 특허 출  수 등과 함께 오늘

날 국가 경쟁력의 주요 산출 근거가 된다. Amin

과 Mabe(2000), Halperin(1987), 그리고 Lovell 

(1973) 등의 연구자들은 국가 과학기술지표의 

산출 근거로 학술논문과 같은 출 물, 특허, 신

제품 매율과 같은 신지표, 정보  지식의 

흐름과 같은 인용데이터 등을 제시하기도 하

다. 출 물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해외학술

지는 정보자원의 생산, 개발, 유통과정에서 가

장 풍부한 자원이며 한 질 으로도 문성과 

최신성이 높아 핵심 인 정보자원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도서   정보 서비스 

기 들은 자료 구입 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간 많은 부분의 산을 해외학술지 구독에 

할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학술지의 높은 

가격 상승과 상호 차를 통한 원문 입수, 자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새로운 

체방안들의 등장으로 인해 학술지의 구독과 소

장에 한 도 인 문제들이 안 으로 확 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   정보서비

스 기 은 제한된 산으로 보다 효율 인 학

술지 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한 이에 

한 내외 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명확한 데이터 제시와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술지 평가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학술지 평가에 한 다양

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이  다수의 연구가 

한정된 산에서 구독단계에서 우선순 가 높

은 학술지를 선정하기 해서 학술지의 속성에 

따른 학술지 평가지표 분석이나 평가모형 개발

에 한 것이고,  다른 연구들은 구독 인 학

술지에 한 계속 구독 혹은 구독 단의 의사

결정 측면에서 학술지 평가 방법을 제안한 것

이 부분이다. 

구독 인 학술지의 평가 방법에서 객 화된 

수치를 제공하는 것 의 하나는 학술지의 경

제성 분석이며 이는 주로 비용  효과에 한 

것이다. 비용 측면은 학술지의 구독비용  

리 비용 등을 포함하고, 효과 측면은 이용자의 

학술지 이용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용 당 

비용(CPU: Cost Per Use) 분석은 표 인 

비용  효과분석 방법으로 학술지 구독비용과 

학술지의 이용빈도에 기반 한 산출 방법이다. 

이용 당 비용은 구독 인 학술지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객 이고 정량화된 평가 결

과는 학술지의 계속 구독 혹은 구독 단에 

한 기 으로 삼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

독 학술지와 체방안( 를 들면, 상호 차)간

의 비용  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학술지 

리 정책 입안의 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야 연구의 부분이  구독 인 

체 학술지에 한 경제성 분석이나 개별 인 

학술지들에 한 단순한 경제성 평가로 계속 

구독여부의 단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학술지의 선정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술

지의 속성에 따른 평가지표들과 구독 후의 학

술지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근본 으로 다른 

근법을 사용하고 이들 평가방법간의 어떤 유의

한 연 성이 있는지에 한 연구도 미비한다. 

학술지 속성과 학술지의 이용에 따른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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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가 정의된다면 이러한 자료는 좀 더 경

제성 있는 학술지 선정정책을 해, 그리고 구

독 인 학술지의 실질 이고 효율 인 학술지 

리 정책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해외학

술지의 경제성 분석을 하여 이용 당 비용 

근 방법을 채택하여 학술지의 속성에 따른 비

용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사

례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국내 K기

이 구독 인 해외학술지  1,745종을 무작

로 선정하여 이들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 분석

을 하 고, 심층 분석을 하여 학술지의 다섯 

가지 주요 속성인 ISI의 향력 계수(IF), 타 

기  복소장 수, 발행언어, 구독비용, 이용빈

도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2. 선행연구

2.1 학술지의 속성에 따른 평가

학술지는 양질의 학술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도서   정보서비스 기 들에게 가장 풍부하

고 유용한 정보자원인 동시에 한정된 산 하

에서는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과제

이다. 단행본과 달리 학술지는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학술지가 지니는 연속성으로 인해 일단 

구독이 결정되고 나면 계속 인 산 확보가 

뒤따라야 하고 만약 도서  상황이 여의치 않

다고 하더라도 구독 단을 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에서 학술지의 장서 리는 어느 자원

의 유형보다도 복잡하고 어렵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효율 인 학술지 리

를 해 학술지 속성에 따른 평가 지표들의 개

발에 노력해왔다. Bonitz(2002)는 학술지 구독

을 결정하기 한 평가지표로 학술지의 국제성, 

향력, 인용도 그리고 논문 수록 규모 등을 제

안하 다. Rousseau(2002)는 학술지 평가를 

한 기술 이고 실제 인 요소로 향력 계수, 

구독비용, 경제  지표, 이용자의 요구, 이용도, 

출 사의 지명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Werner(1996)는 학술지 수집을 해 실질

인 평가 지표로는 이용자의 요구, 구독비용, 이

용 가능성, 입수 형태, 주요색인  록지의 포

함 여부, 계량 서지학  데이터를 제시했고 보

조 인 평가지표로 학술지의 발행 간기, 발행

언어, 정기 인 출 과 입수, 인용도 등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6)은 과학

기술 정보자원 입수 효율화를 한 정책  평

가모델에 한 연구보고서에서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의 평가모델을 해 평가지표로 다

음 <표 1>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하 다. 이 연

구에서는 학술지의 평가의 항목별 척도는 크게 

향계수와 같은 가치론  항목과 실제 복사 

요구건수에 의한 요구론  항목, 그리고 학술

성 여부, 언어선호도, 발간매체 형식 등의 기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김신 과 이창수(2004)는 학도서 의 인

쇄형 학술지를 한 비평가지표 27개의 용

도를 조사하 는데, 연구결과 상 인 요성

이 높은 평가지표로 학과당 구독종수, 이용도, 

선정권한, 자학술지 구독조건, ISI의 향력 

계수, 국제성과 지명도, 구독비용, 상호 차/원

문제공서비스, 수장 공간 순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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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평가 척도

가치론 향력 계수(IF) 향계수 값을 그 로 사용

요구론 복사 건수 복사 건수를 정규화 한 값을 사용(복사 건수/100)

기타

학술성 여부 학술(1.0), 혼합/미확인(0.8), 비학술(0.6)

언어 선호도 어(1.0), 한 (0.8), 일어(0.6), 기타(0.4)

발간 매체 형식 CD(1.0), 종이(0.8), 마이크로피시(0.6), 기타(0.4)

<표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시한 학술지의 평가 항목  평가 척도

앞에서 언 한 학술지의 평가지표에 한 연

구들은 학술지의 평가항목으로써 학술지의 다

양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해보

면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도 는 

이용도, 학술지간의 상 인 평가 측면에서 

국제 인 향력(인용도) 는 인지도, 경제

인 측면에서는 구독비용과 경제 인 지표, 학

술지 자체 속성에서는 매체 형식, 논문 수록 수, 

간기, 언어 등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학술지 속성에 따른 데이터들은 해당 도서

이 지향하는 목 이나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학술지 평가 시 선택 으로 용되어 학술지 

장서 리를 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앞에서 언 한 평가지표  객 화할 수 

있거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ISI의 향력 계

수, 타 기  복여부, 발행 언어, 구독비용, 이

용빈도를 학술지의 속성으로 채택하 다. 

2.2 학술지의 비용  효과 분석

도서   정보서비스 기 에서는 구독 인 

학술지를 평가하기 해 이용도 분석, 인용빈도 

분석, 그리고 비용  효과분석 등의 방법을 사

용해왔다. 이용도 분석은 단순한 학술지의 이

용 횟수를 집계하는 단순 이용빈도와 이용률 

분석(RSU: Rate of Serial Use)이 있다. 이용

률 분석은 열람, 복사, 상호 차에 의한 원문제

공 횟수를 집계하여 이용된 학술지 논문과 이

용되지 않은 학술지 논문에 한 비율을 계산

한 것이다. 

인용빈도 분석에 의한 학술지 평가는 해당 학

술지가 다른 학술지에 인용되거나 참고된 빈도

를 조사한 것으로 오직 직 인 이용만을 고려

한 것이다. 인용빈도 분석은 재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사에서 제공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의 약 8,830여종의 핵심

학술지에 한 총 피인용 횟수(Total Cites), 

향력 계수(Impact Factor), 즉시성 지수(Imme- 

diacy Index), 피인용 반감기(Cited Half-Life) 

등의 통계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ISI

사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학술지들을 평가할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

며 모든 도서   정보서비스 기 이 단일의 

평가 수치를 지니게 되는 단 이 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학술지의 구독비용과 

이용빈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1956년 D. 

J. Urquhart의 국 과학박물도서 (Science 

Museum Library)의 학술지 이용조사에 처음

으로 용되었고 많은 도서 들에서 구독 인 

학술지 평가를 해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Bens- 

man 2005).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CPU: Cost P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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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을 연간 이용빈도

로 나  값으로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은 구

독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으로서 정리, 보

존, 리비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학술지 반의 학술지의 경제성 분석과 속

성에 따른 분석을 해 근본 으로 이용 당 비

용 방법을 채택하 다. 본 연구의 목 이 경제

성 분석을 한 평가방법론 개발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한 만큼 정

립된 평가방법을 채택해서 구독 인 학술지의 

비용  효과의 반 인 평가와 학술지 속성

에 따른 그 차이를 알기 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Cooper와 McGregor(1994)은 아래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 당 비용 산출 공식을 이

용하여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을 산출하고 이 

값이 원문제공서비스 비용의 평균 가격인 $15

보다 큰 경우에는 구독취소 상으로 선정하

다. 다시 말하면 특정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이 

상호 차를 한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 당 비용

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간

주하 다.

이용당비용=연간구독비용÷연간이용빈도

  연간 구독비용: 리비용 포함하지 않음

  연간 이용빈도: 복사 제공 횟수

Hunt(1990)는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구독 인 학술지의 비용  효과 

분석을 하여 이용 당 비용 뿐만 아니라 이용 

당 비용에 기 하여 상호 차 비용을 포함한 

ICR(Institutional Cost Ratio)를 제안하 다. 

이 ICR 값은 연간 구독료, 구독유지비, 배가  

보 비를 포함한 연간 구독비용을 연간 이용빈

도와 상호 차비용을 곱한 값으로 나 어 계산

하 다. 특정 학술지의 ICR 값이 1.0 이하면 경

제성이 없는 것으로 단하여 구독취소의 상

으로 간주하 다. 

Hassiow와 Sverrung(1995)은 한 이용 당 

비용과 ICR 방법 둘 모두를 이용하여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Library의 구독

인 학술지의 비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이용 당 비용에 의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석

과 황혜경(2001)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 구독 인 학술지를 상으로 비용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연간 구독비용

에는 학술지의 연간 구독료만을 포함하 고, 

이용빈도는 원문제공서비스 건수만을 포함하

다. 이 연구에는 이용 당 비용에 하여 이용

빈도별 분석, 학술지별 분석, 주제 분야별 분석, 

그리고 발행국가별 분석을 하 고, 이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학술지의 구독비용은 이용 당 비

용과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과 정은주(2006)는 학술지의 비용요소

에는 구독비용뿐만 아니라 제본, 주문, 그리고 

클 임 등의 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포함하

고 편익요소에는 이용빈도 뿐만 아니라 학술

지가 기 의 성격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는

지에 따라 등 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 다. 

앞에서 언 한 선행연구에서의 학술지 평가 

방법들은 모두 이용빈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들 방법들은 구독 인 학술지에 한 

계속 구독 여부의 단 기 으로 삼을 수 있어 

궁극 으로는 학술지 리의 효율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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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방법

본 연구는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의 표 인 과학기술분야 정보

서비스 기 인 K기 에서 구독 인 해외학술

지의 일부를 연구 상으로 삼았다. 분석 상 

해외학술지는 2006년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 이

용빈도가 발생한 학술지  랜덤 추출된 1,745

종의 학술지이며, 이들 학술지에 한 연간 구

독비용, 이용빈도, ISI의 향력 계수, 타 기  

복여부, 발행 언어 등의 요소들에 한 데이

터가 수집되었다. 

학술지의 비용  효과 분석을 한 이용 당 

비용 산출을 해서는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

과 이용빈도에 한 데이터가 기본 으로 요구

된다.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은 구독료 이외

의 리비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달료가 포함된 연간 구독료를 사

용하 다. 그리고 학술지의 이용빈도는 K기

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원문제공서비스 건수

로 하 다. 

   ÷  

 : 번째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

 : 번째 학술지의 연간구독료 + 배달료 

 : 번째 학술지의 연간 원문제공서비스 건수

앞서 언 한 것처럼 학술지의 속성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 분석을 하여 표본 학술

지 1,745종에 한 ISI의 향력 계수, 타 기  

복소장 여부, 언어 등에 한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 다. ISI사에서 제공하는 SCI (SCIE, 

SSCI, A&HCI)의 학술지들의 향력 계수는 

학술지의 향력을 나타내는 가장 객 인 지

표로 인정받고 있어 학술지 평가를 한 주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학

술지  소  SCI 이 아닌 학술지는 그 값을 

‘0’으로 처리하 다.

그리고 K기 이 원문제공서비스하고 있는 

학술지의 이용은 이용자의 체방안의 선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김희섭, 이

세은, 황혜경 20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타 기

에서의 복 소장여부와 복 기 수를 조사

하여 정리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이용 당 비용 분석을 하여 각 학술지의 연

간 구독비용, 학술지별 연간 이용빈도, 향력 

계수, 타 기  복 수, 그리고 언어 등의 필드

를 가지는 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되

었다. 표본 학술지들에 한 이들 데이터들은 

K기 에서 제공하는 4개의 일-K기  소장 

학술지 리스트, 2007년 해외학술지 구독리스트, 

2006년 별 원문제공원문제공서비스 이용건

수 리스트, K기  소장학술지의 국내 타 기  

복 수-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설계되었고, 그

림의 는 각 테이블의 ISSN을 매칭변수로 한 

결과이다. 사용된 DBMS는 Oracle 9i Enterprise 

edition Release 9.2.0.4.0이고 사용 툴은 Quest 

Software사의 Toad(version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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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평가의 향요인

내부 인 요소

향력 계수
SCI (SCIE, SSCI, A&HCI  포함)의 경우는 ISI의 향력 계수를 사용하

고, SCI 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연간 구독비용 1년 구독료와 배달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사용(환율 용 2007.7.9)

언어 어, 일본어, 국어, 랑스, 독일, 기타

외부 인 요소 국내 복소장 기 수 국내 복소장 기 수

요구론 인 요소 이용빈도 연간 학술지별 원문제공서비스 이용건수

<표 2>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 선정

<그림 1> 표본 학술지에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본 학술지에 해 연간 구

독비용을 연간 이용빈도로 나눔으로써 이용 당 

비용을 산출하 다. 학술지 속성에 따른 심층

인 분석을 하여, ISI의 향력 계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 분석, 국내 타 기  복 수에 따

른 이용 당 비용 분석, 발행 언어에 따른 이용 

당 비용 분석, 연간 구독비용에 따른 이용 당 

비용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빈도에 따

른 이용 당 비용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

용된 통계 도구는 SPSS 12.0K f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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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표본 학술지의 기술통계  분석과 이용 

당 비용 분석을 해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가 사용되었고, 학술지 속성별 이용 당 비용 분

석은 ANOVA 분석을 사용하 다. ANOVA 

분석을 해 연간 구독비용, 이용빈도, 향력 

계수, 국내 타 기  복 수는 각각의 기  통계 

값을 기반으로 6 는 7개의 구간으로 명목화

하 다.

4. 결과 분석

4.1 기술 통계 분석

K기 에서 구독하여 원문제공서비스 인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  표본 추출된 1,745

종의 학술지에 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연간 가장 낮은 학술지의 구독비용은 

12,366원이고 가장 비싼 학술지는 17,568,245원

으로 표본 학술지의 평균 구독비용은 약 764,857

원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 연간 평균 이용빈도는 약 25.5건으

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원문제공 서비스되고 

있는 학술지는 연간 1,560회 이용되었고 연간 

오직 한 번 이용된 학술지는 411종으로 표본 학

술지의 약 23.6%에 달했다. 표본 학술지의 연

간 총 이용빈도는 44,425회로 이  약 80%에 

해당하는 이용빈도가 체 학술지의 14%에 해

당하는 246종에서 나온 수치이다. 즉 이 수치는 

몇몇 학술지에 국한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이 집

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K기  학술지

의 국내 타 기  복 여부는  복되지 않

는 학술지가 총 677종(38.8%)으로 나타났고 

평균 복 기 수는 약 7개 기 으로 나타났다.

표본 학술지의 언어별 빈도분석을 한 결과, 

다음 <그림 2>와 같이 발행 언어가 어인 학술

항목 구분 최소값 최 값 평 균 표 편차

연간 구독비용(원) 12,366 17,568,245 764,857 1,320,084 

이용빈도 1.00 1,560.00 25.46 91.09 

향력 계수 0.00 44.02 1.26 2.91 

타기  복소장수 0.00 135.00 6.91 12.61 

<표 3> 표본 학술지의 기술 통계 분석

<그림 2> 표본 학술지의 언어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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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총 1,096종(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일본어 371종(22%), 국어 238(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의 속성별 이용 당 비용에 해 분산

분석을 하여 연간 구독비용, 이용빈도, 향

력 계수, 국내 타기  복소장수는 각각 기  

통계에 기반하여 명목화 하 다. 표본 학술지

의 명목데이터와 그것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는 <표 4>와 같다.

4.2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CPU) 분석

4.2.1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 산출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을 산출

하기 하여 연간 구독비용은 연간 구독료  배

달료를 포함하여 계산하 고, 연간 이용빈도는 

속 성 구 간 빈 도 비율(%)

연간 구독비용

(원)

     0~100,000 392 22.46 

100,001~300,000 496 28.42 

300,001~500,000 226 12.95 

500,001~700,000 130 7.45 

700,001~900,000 95 5.44 

900,001 이상 406 23.27 

총 계 1745 100.00

이용빈도

 1~ 5 978 56.05 

 6~10 260 14.90 

11~15 142 8.14 

16~20 74 4.24 

21~25 45 2.58 

26이상 246 14.10 

총 계 1745 100.00

향력 계수

0.00 749 42.92 

0.10~0.50 166 9.51 

0.51~1.00 236 13.52 

1.01~1.50 170 9.74 

1.51~2.00 110 6.30 

2.01~2.50 74 4.24 

2.5이상 240 13.75 

총 계 1745 100.00

타기  

복소장수

0 677 38.80 

 1~ 5 507 29.05 

 6~10 220 12.61 

11~15 93 5.33 

16~20 62 3.55 

21이상 186 10.66 

총 계 1745 100.00

<표 4> 표본 학술지의 학술지 속성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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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원문제공서비스 건수로 계산하 다. CPU

는 연간 구독비용을 연간 이용빈도로 나 어 산

정하 는데 이에 한 체 기술 통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비용  효과가 가장 뛰어난 학

술지의 CPU는 약246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효과가 가장 떨어진 학술지의 CPU는 약 

6,481,727원으로 나타났다. 표본 학술지의 평균 

CPU는 약 191,995원으로 나타났다.

이용 당 비용으로 학술지 별 비용  효과를 

분석하기 해 국내 타기 의 복이 있는 경우

에는 국내 타 기 을 통한 서비스의 보통 우편의 

평균 이용료인 5,430원과, 국내 타 기  복이 

없는 학술지는 국외 기 을 통해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해외의 원문제공서비스 기 인 BLDSC, 

CISTI, JST, INIST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통 우

편의 평균 이용료인 11,942원과 비교하 다. 

그 결과, 타 기 에서 구독하지 않고 K기  

단독으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677종의 528종

(약 78.99%)이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국내 타 기  한 곳에서라도 복 소장

하고 있는 학술지 1,068종의 132종(약 12.35%)

만이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 비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된 상  학술지 20개와 이들 학술지 속성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상 에 순 화된 20개 학술

지에는 SCI( 는 SCIE) 이 아닌 학술지 12

종(60%)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고, K기 에

서 국내 기 들  독 으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6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일본어로 발행된 학술지가 12종으로 60%를 차

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로 발행된 학술지라

는 이다.

4.2.2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과 속성들 간의 

상 계 분석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이 국내 타 기  복 

수, 발행 언어, 연간 구독비용, 향력 계수, 이

용빈도 등의 학술지 속성과 어떤 상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해 해외학술지의 

발행 언어의 선호도를 연속 인 데이터로 투입

하 으며 이것은 서베이를 통해 나타난 해외학

술지에 한 이용자의 언어 선호도 결과이다

(정 미 2008). 어는 10 , 일본어가 4.63 , 

국어가 1.82 , 독일어가 1.75 , 랑스어가 

1.33 , 기타 언어가 0.85 이다.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과 학술지의 속성별 

상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이용 

당 비용과 향력 계수의 계는 유의확률 p≤

0.05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머지 모든 요소들은 서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술지의 이용 당 비

용에 해 이용빈도와 국내 타 기  복 수가 

유의한 음의 계로 나타났고, 연간 구독비용

이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에 해 유의한 가장 

강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행 언어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속성들내의 그룹 간 비교분석은 다

음 에서 다루고 있다.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CPU 1745 246 6481727 191995 459570

<표 5> 표본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CPU)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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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연간구독비용 이용빈도 향력계수 복기 수 발행언어 CPU

1 220687 894 1.246 29   어  246.85

2 127486 462 2.237 20   어  275.94

3 134048 359 1.076 26   어  373.39

4 127239 268 0  0 일본어  474.77

5  76490 142 0 10 일본어  538.67

6  92436 157 0  0 일본어  588.77

7  90349 144 0  0 일본어  627.42

8 121414 193 0  0 일본어  629.09

9 139212 208 0  9 일본어  669.29

10 659423 979 2.19 56   어  673.57

11 179043 234 2.036 44   어  765.14

12 107208 137 0  0 일본어  782.55

13 161605 203 0  0 일본어  796.09

14 339990 421 1.101 23   어  807.58

15 220687 253 1.317 25   어  872.28

16 209053 212 0  6 일본어  986.10

17 173700 170 2.111  9   어 1021.77

18 276945 259 0  2 일본어 1069.29

19 280342 252 0  3 일본어 1112.47

20 302808 270 0  2 일본어 1121.51

<표 6> 비용  효과가 높은 학술지 20개와 학술지 속성 

복소장 언 어 구독비용 향력계수 이용빈도 CPU

복소장 1.000   0.347**   0.154**   0.526**   0.392** -0.049*

언어   0.347** 1.000   0.341**   0.297**   0.101**   0.212**

구독비용   0.154**   0.341** 1.000   0.176**   0.174**   0.432**

향력계수   0.526**   0.297**   0.176** 1.000   0.199** 0.020

이용빈도   0.392**   0.101**   0.174**   0.199** 1.000  -0.099**

CPU -0.049*   0.212**   0.432** 0.020  -0.099** 1.000

*: p≤0.05,  **: p≤0.01

<표 7> 학술지 이용 당 비용(CPU)과 속성들 간의 Pearson 상 계수

4.3 학술지 속성에 따른 이용 당 비용분석 

4.3.1 연간 구독비용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학술지의 속성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

분석을 해 종속변수를 학술지의 이용 당 비

용으로 하여 독립변수를 각 각 연간 구독비용, 

이용빈도, 향력 계수, 타 기  복 수, 그리

고 발행 언어로 하는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술지의 모든 속성이 이용 당 

비용의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유의확률 p≤0.0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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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에 따른 이용 

당 비용에 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

과 같이, F값 65.89로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술지의 비용  효과는 0~ 

100,000원의 학술지가 가장 높고 900,001원 이

상의 학술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학술지의 이용빈도는 이용 당 비용 산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 지만 

학술지의 구독비용이 학술지의 이용빈도에 따

라 동일 값을 지니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빈도

에 따라 집단 간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어 분석을 시도하 다. 

학술지의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F값 22.60으로 집단 간 차이가 

p≤0.01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6

이상의 빈도를 가지는 학술지 집단이 가장 비

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6~20, 11~15, 21~25, 6~10, 1~5의 순으로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향력 계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ISI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의 향력 계수는 

통 인 학술지 평가 항목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단지 ISI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

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 SCI 나 SCIE 으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 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학술지

이용당

비용

(CPU)

연간

구독

비용

(원)

     0~100,000  30272  24921 

65.89 0.00

100,001~300,000  67405  73785 

300,001~500,000 149584 146374 

500,001~700,000 191246 205228 

700,001~900,000 276437 284733 

900,001 이상 504441 844528 

총 계 191995 459570 

<표 8>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 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이용당

비용

(CPU)

이용

빈도

 1~ 5 290539 587138 

22.60 0.00

 6~10 104041 148398 

11~15  73146 105266 

16~20  59480  76399 

21~25  79609 159584 

26이상  22208  32012 

총 계 191995 459570 

<표 9> 학술지의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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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향력 계수를 지니는 것만으로 그 

학술지의 질  수 과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도서 에서 주요한 학술지 평가 항목으로 

사용해왔다.

학술지의 향력 계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

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F값이 21.32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력 계수가 ‘0’인, 즉 

SCI( 는 SCIE) 이 아닌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이 가장 낮게 산출됨에 따라 비용  효과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5, 

1.51~2.00, 1.01~1.50, 0.01~0.50, 2.01~2.50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0.51~1.00의 향력 

계수를 가지는 학술지 집단이 가장 비용  효

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국내 타 기  복 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학술지의 경우는 하나의 공식 인 출 물

이고, 이에 한 체방안들의 확 로 인하여 

추가 인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한다면 특정 

기 이 아닌 곳에서도 쉽게 근이 가능하다. 

K기 에서 구독 인 해외학술지의 경우에 국

내의 타 기 에서의 구독 복이 많다면 보다 

쉽게 근 가능하고, K기 의 독 인 학술

지라고 할지라도 외국의 기 을 통해 근 가

능하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술지의 국내 타 기  

복 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집단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F=6.15로 p≤0.01

내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장 비용  효과가 높은 집단은 21개 

이상의 국내 타 기 에서 복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집단이었고, 다음으로 K기 에서 독

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의 비용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5 발행 언어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해외학술지의 발행 언어의 이용자의 해독능

력에 따라 이용의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용자 측면에서의 언어 선호도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일본어와 국어 순이었다.

학술지의 발행 언어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 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이용당

비용

(CPU)

향력

계수

0.00  79210 282487 

21.32 0.00

0.01~0.50 274757 634772 

0.51~1.00 354527 761788 

1.01~1.50 253370 431929 

1.51~2.00 249506 377909 

2.01~2.50 312538 522933 

2.5이상 219914 286130 

총 계 191995 459570 

<표 10> 학술지의 향력 계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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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평 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이용당

비용

(CPU)

복

기 수

0 139067 402578 

6.15 0.00

 1~ 5 268277 599927 

 6~10 239792 448846 

11~15 206278 351412 

16~20 177347 324547 

21이상 117921 212534 

총 계 191995 459570 

<표 11> 학술지의 국내 타 기  복 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 

집단간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산분석을 통

해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F값은 22.39로 

p≤0.01내에서 집단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연구 결과 가장 비

용  효과가 높은 학술지의 언어는 국어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어, 어, 랑

스어, 기타, 독일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요약  결론 

본 사례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

지의 경제성 분석을 하여 이용 당 비용 근 

방법을 채택하여 학술지의 속성에 따른 비용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국내 K기 이 구독

인 해외학술지  1,745종을 무작 로 선정하

여 이들 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 분석을 하 고, 

심층 분석을 하여 학술지의 다섯 가지 주요 

속성인 ISI의 향력 계수(IF), 타 기  복소

장 수, 발행언어, 구독비용, 이용빈도에 따른 비

교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학술지별 이용 당 

비용은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연간 구독료 

+ 배달료)과 연간 이용빈도(즉, 원문제공서비

스 건수)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정보 해외 학술지 14%의 종

수가 총 이용빈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력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속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 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이용당

비용

(CPU)

발행

언어

기 타 332383 217003 

22.39 0.00

랑스어 310849 241699 

독일어 358863 689452 

국어  27324  24675 

일본어  45976  55362 

  어 271495 549790 

총 계 191995 459570 

<표 12> 학술지의 발행 언어에 따른 이용  비용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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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타 기  복소장 수, 발행언어, 구독비용, 

이용빈도)은 해외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과 서

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술지의 연간 구독비용에 따른 이용 

당 비용에 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액

의 해외학술지군이 비교  비용  효과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술지의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 당 비

용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술지의 연간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비교  비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술지의 향력 계수에 따른 이용 

당 비용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향력 계수

가 없는 혹은 SCI나 SCIE 이 아닌 학술지군이 

가장 비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술지의 국내 타 기  복소장에 

따른 이용 당 비용에 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기 들에서 많이 복 소장하고 있

는 학술지군(26건 이상)과 는 특정기 에서 

단독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군의 비용  

효과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술지의 발행 언어에 따른 이용 당 

비용에 한 차이분석에서 본 사례연구 에서는 

국어가 가장 비용  효과가 높은 해외학술

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본어, 어, 랑

스어, 독일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사례기 의 실제 데

이터를 분석하여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의 

이용 당 비용을 산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학

술지의 속성과 비용  효과의 상 계를 분

석하 으며 나아가 학술지 속성의 내부  특성

에 따른 경제성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 구독 인 학술지에 

한 미래의 효율 인 장서 리 측면에서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학술

지 장서구성을 한 해외학술지 선정의 의사결

정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기 의 사례연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과 사용한 데이터가 획득 

가능한 그리고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들만을 포

함하여 해외학술지의 비용  효과 분석을 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에는 아직 제한이 있다. 

앞으로 보다 폭넓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 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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