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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비스 유료화로 제공되는 해외 전자저널의 구독료 상승은 국내 대학들의 라이센스 갱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과 유럽의 일부 정부에서는 구독료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오픈액세스 
모델을 파일럿 형태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오픈액세스 접근 모델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 필요한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 사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Elsevier 출판사를 상대로 시도되는 오픈액세스 기반의 다양한 모델을 소개하였고,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정성적으
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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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come the heavy burden for many domestic colleges to renew the e-journal paywall 
licenses because major publishers keep raising license fees to access the new articles in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ese costly expenditure, the universities in US and the several governments in EU 
attempted the new models of open access option in the form of pilot contract with major publishers. 
Unlikely, there is no active discussion regarding open access options among domestic scientists, which 
may limit the generation of creative models in Korea. In this paper, the cases of US and EU 
negotiations with the Elsevier publisher were introduced and also evaluated in a qualitative manner 
whether any combined models could be applicable to futur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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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11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어진 해외 출판사들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정부 차원
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500여개의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해외저널 구독 
라이센스 계약으로 지출한 비용은 약 2000억에 달했다. 
그중 대학에서 지불한 비용이 약 1,627억 원이었다[1,2]. 

대표적인 전자저널 출판사는 Elsevier, Wiley, 그리고 
Springer-Nature 등이 있다. 출판사와 도서관이 맺는 
라이센스 계약은 주로 서비스 유료화의 방식인 paywall 
방식이다[3,4]. 또한, 빅딜(big deal)이라는 개념이 도입
되었다. 이것은 논문의 수요가 많은 저널과 그렇지 못한 
저널을 모아서 커다란 패키지로 딜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빅딜의 단점은, 많은 인용수가 나오지 않는 저널도 패
키지에 들어가기에 대학은 어쩔 수 없이 큰 구독료를 지
불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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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graph showing the declining numbers 
of licensed college libraries and future scenarios 
of license fees.

그림1에는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외 전자저널 
라이센스 비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나타내었다. 
➀은 지금보다 높은 구독료 상승률, ➁는 완만한 상승률
을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전자저널을 구독할 수 있는 
대학 수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것이며, 상위권 대학조
차도 재계약 시기마다 고민이 되풀이 될 것으로 추정된
다. ➂은  현재와 같은 비용이 드는 경우를 나타내었는
데, 국제적으로 라이센스 계약파기가 발생하고 있기에 출
판사들은 단기적으로 현재와 유사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도 예상할 수 있다. ➃의 경우는 구독료가 하락하는 경우
인데, 현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➀, ➁
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
자저널 구독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5]. 

그림 2에서는, 출판되는 논문수 증가와 대학 이 라이
센스를 통한 접근 범위를 단순화하여 나타내었다. 출판 
논문이 증가하는 경향을 위로 갈수록 커지는 역사다리형
의 도형으로 나타내었다. 전년도까지 라이센스를 통해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저널 논문들의 접근은 가능하다. 그
런데, 새롭게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접근은 신규 라이센
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만약, 대학과 출판사 간의 라이센
스 계약이 불발되더라도 기존에 계약된 년도까지의 논문 
접근은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국내에서 매해 약 
2,000억에 해당되는 전자저널 구독 계약의 혜택은, 신규
로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기 위한 지불로 볼 수 있다[6]. 

Fig. 2. The ranges of open access articles based on the 
paywall-based license between publisher and 
college. 

본 연구는, 대학이 출판사와 맺는 paywall 기반 라이
센스 계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오픈액세스
(open access, 이하 OA) 출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OA는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OA도 구독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느 
곳에서도 오픈이 가능한 Gold open access를 OA로 사
용하였다[6]. 단순히 출판되는 모든 전자저널이라는 관점
에서 출발하면, 국내저널과 해외저널까지 각각 고려해야 
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국내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보고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3,4]. 이와 별도로 이해관
계에 따라서 OA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논문 게재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인용

수가 상위권인 유수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 채택
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 출판시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OA 저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인문사회계열은 공학, 의학 분야에 비해 해외 논문
이 양산되는 분야가 아니고, 인용하기 원하는 논문
들의 숫자도 많지 않다. 필요한 논문의 구독을 위
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인터라이
브러리 론(interlibrary loan)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OA에 투고하고 비용을 지
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국내 연구자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OA 비용 지
원보다는 국내논문 출판사와 학회에 더 많은 지원
을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 첨단재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논문은 쉽게 구독이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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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분야 연구 논문들도 빠르게 출판이 될 수 
있도록 OA 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도 논문이 양산되는 분야와 그렇
지 않은 분야에 따라 OA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매
우 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OA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즉, 미국의 대학들과 유럽 일부 국가들 주도로 진행된 
Elsevier 출판사와의 OA와 APC (article publishing 
charge)를 혼합한 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그리
고, 만약 국내에서 OA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 본론

2.1 오픈액세스 (Open Access, OA)
초창기 출판은 저명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모아 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그 후 출판 양이 급증
하여 그 역할을 출판사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대
학은 출판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구
증가와 신규 대학수의 증가 그리고 업적이 필요한 많은 
연구원들이 쏟아내는 연구 논문들의 급격한 증가는 빠른 
출판 요구들로 이어졌다[6-8]. 출판사들 입장에서도 출
판량의 증가로 비용이 늘고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아래
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6,7].
 ‘Publish or Perish’로 표현되듯,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기를 원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이 인용되기를 원한다.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은 추후 연

구비를 지원받을 때 유리하다.
 논문 발표는 규모가 큰 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의 

교수 등과 같은 직업을 지원할 때 유리하다.
출판이 OA로 전환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예

로 Sci-Hub 웹사이트를 들 수 있다. 주민번호와 같은 개
념의 논문마다 부여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번호를 통해 누구든 paywall로 묶여진 논문을 비용부담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근에는 불법이 확인되었으나, 온라인 주소를 바꿔가며 여
전히 활동하고 있고 이용하는 연구자들도 여전히 많다. 
이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즉, ‘연구 결과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알려

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해킹이라는 불법인 수단을 사용
하였음에도, 정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Sci-Hub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9]. 다른 사례가 되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도 졸업생이 지인을 통해서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모교 도서관의 paywall 서비스로만 제
공되는 논문의 다운로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죄
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졸업 후에도 직간접으로 모
교와 연관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졸업생의 출신이 
연구중심 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법도 출판사들의 새로
운 계약으로 인해 지금은 불가능해 지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동안 출판사들
의 입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면적인 OA로 가는 것
을 피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OA를 위한 APC (article publishing charge) 요

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OA를 통해 혜택을 받는 쪽은 라이센스 계약된 곳 

보다는 오히려 라이센스가 없는 개발도상국 등의 
연구자들일 수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 연
구자 수가 많기에 출판사로는 OA 조건은 결과적
으로 불리하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사에 소속된 저명한 저널 
중 OA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전면
적인 OA를 위한 딜은 어렵다.

 어떤 OA 저널이 인용횟수 등이 많지 않을 경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저자들이 이탈하는 경
우가 발생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
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 저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 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출판사와 연계된 저널들은 입장이 모두 다를 수 있
다. 출판횟수, 논문수, 논문 심사 일정 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통일된 OA 방식을 실시하기 어
렵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 할 경우, Elsevier 같이 큰 
출판사는 모든 저널을 급격하게 OA로 바꿀 가능성은 적
다. OA는 일종의 기부금 입학 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아무리 저명한 학교라고 할지라도, 기부금 입
학으로 모든 신입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기부금은 학
교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점차 신입생의 수준이 
그 대학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OA로의 전환은 출판사의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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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차원과 논문의 질적인 수준 유지 등과 같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크기에, 지금의 OA와 paywall이 혼합된 하
이브리드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 미국과 유럽의 OA 사례
미국에서 2019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OA 관련 사례는 

두 경우가 눈에 띤다. 10개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UC)의 사례와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사례를 들 수 있
다[6,10]. 두 경우 모두 Elsevier 출판사와의 계약과 관
련이 있다. 특히 UC의 행보는 미국 내의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유럽 출판사와 미국대학 간의 딜이라는 
것에서 더욱 흥미로웠다. 실제로, Elsevier는 세계 최대
의 매출을 하고 있는 출판사였으며[7,9], UC 계열 10개 
대학은 미국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기에, 미래의 OA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
였다. UC 계열 10개 학교는 Elsevier에 출판하는 논문
의 수가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게재되는 총 논문 
수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6,11]. UC는 Elsevier 
출판사가 UC를 미국 내의 최대 고객 중의 하나로 인정하
기를 기대하며, 대학이 비용을 줄일수 있는 좋은 조건의 
OA를 요구하였다[6]. OA 출판을 위해서는 논문저자는 
APC 형태의 논문게재료를 지불한다. APC와 paywall 
지불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하는 방식을 ‘Read and 
Publish’라고 한다[10,13]. UC가 요구한 paywall 비용
에 APC를 포함시키려는 딜이었는데, 딜은 불발되었다. 
UC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전 계약으로 2018년에 출판된 
Elsevier 논문들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2020년 딜은 
2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1]. UC의 시
각은 아래와 같다[6,11].

“UC의 많은 교수들이 Elsevier 출판사 저널에서 편집
장과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인 것을 제공 
받지도 않는다. 논문들의 출판시점에 저작권은 출판사의 
요구로 출판사가 가져간다. 이후 게재한 논문은 paywall 
방식의  돈을 지불하고 봐야 한다. UC는 주립대학인데, 
주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일종의 교수월
급도 세금에서 지불하고 있다. 그들이 논문출판에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논문 구독료를 따로 지불한다면 이것은 
이중 지불이라는 부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
도, 출판사들은 컴퓨터의 발달로 미리 포맷이 갖춰진 저
널에 논문을 작성해서 보낼 경우에는, 출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UC는 Elsevier 보이코트의 일환으로 UC의 모든 교수
들은 Elsevier 출판 학술지 편집장과 편집위원에서 사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peer review 에 대한 봉사
까지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Elsevier 출
판사와 딜이 깨진 후, UC 컨소시엄은 영국의 캠브리지 
출판사와 일종의 테스트버전의 OA 출판 형식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11]. 이와는 다른 사례로 카네기 
멜론 대학은 Elsevier 와 딜을 성사시켰다[9]. 이 대학은 
공학(engineering)과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이 강한 대학이며, 이 분야에 실리는 논문이 많다. 
Paywall 비용에, 특정 저널로의 APC 비용을 합한 Read 
and Publish 계약을 하였다. 비교 대상인, UC는 저널의 
범위가 공학과 컴퓨터 분야 이외에도 생명과학, 의학 분
야의 논문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11]. 따라서 paywall 
비용에 APC 비용을 함께 포함시키는 모델은 대학보다는 
Elsevier 출판사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유럽국가에서는 OA를 위한 방식으로 Plan S를 지향
하고 있다. 12개 유럽연합에서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것
은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출판시2020년까지 무조건 OA로 출판을 한다
는 것이다. 기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목
표달성이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는데[13], APC 지원은 연
구비 상승 혹은 실질 연구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노
르웨이, 네델란드 등은 최근에 Elsevier 출판사와 OA 방
식 파일럿 계약을 성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Plan 
S 방식은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식이다. OA를 위한 APC 비용
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Plan S 가 유
럽에서 실시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들
은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되었다. 즉, 유럽에서 게재되는 
논문을 구독료 없이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OA
의 취지가 모든 사람들이 구독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출판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
건이었을 것이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OA와는 좀 다르다. Paywall 방식과 OA의 중간형
태 정도 된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 할인된 APC 비
용으로 OA를 선택할 경우, 노르웨이 IP를 가진 컴퓨터에
서만 OA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14]. 결국, 특정 국가 
내에서만 OA가 가능한 방식이다. 유럽의 각국은 개별적
으로 OA 딜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각국의 논문 출판과 논
문 구독을 위해 Plan S라는 형태로 국가별 쟁탈전이 일
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이런 딜이 국가와 출
판사 간의 손익 계산이 어렵기에, 일종의 테스트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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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ode)인 한정된 기간의 파일럿 계약(pilot contract)
을 맺는 경우로 진행되고 있다. 

2.3 국내에서 OA를 바라보는 시각  
최신 논문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로 대학 교

수와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들일 것이다. 또한, 신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 
논문의 구독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대학 입장으로 돌아
오면, OA에 대한 견해가 나눠진다. 이공계열 특히 각광
받는 분야와 논문이 양산되는 분야의 교수들의 입장은 
당연히 OA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이에 반하
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의 이공계와 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나오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은 OA가 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용이 드는 OA를 
지지하는 쪽과 당장 OA로 해야 한다는 분야가 양립하고 
있다. 이런 시각 차이에 의해서 문제해결 방식도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개별 대학 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기 때
문에, OA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경
쟁력을 위해서는 성과가 나오는 분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해
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출판문화의 전환시기에
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내 연구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
도 만족시켜 주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OA의 필요성과 인식에 공유가 필요하다. 

2.4 OA 접근 방안
감당하기 어려운 paywall 비용 문제의 해결은 큰 범

위에서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미래의 출판은 OA로 진행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선, Paywall 비용과 
APC 비용을 비교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서는 어느 분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가를 알아
야 한다. 연구재단 실적 입력 자료 등으로 알 수 있을 것
이다. OA를 위한 특정 출판사 선정도 중요할 것이다. 
UC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Elsevier 출판사와 딜 경험을 
통해서, 향후 OA 출판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 새
로운 파트너를 찾았다[11,12]. 예전의 출판방식인 대학출
판사가 다시 출판을 담당하는 고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지라도, 출판에 대한 일정 임무를 대학이 담당하
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형 출판사와 
맺는 빅딜을 통한 paywall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
다고 할 수 있다. Sci-Hub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
더라도 향후 OA는 출판의 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1-2년 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단기적으로 여
러 가지 형태의 OA 딜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유럽의 Plan S 모델을 채용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출판사를 지정하여, 그 출
판사로 논문을 몰아서 투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Read and Publish’ 조건으
로 딜을 추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특정 출
판사 저널의 논문들은 국내 IP 인식으로 접속이 모두 가
능해 질 것이다. APC와 paywall을 비교하는 사례를 들
어보자. 만약, 논문 1편을 게재하는데 들어가는 APC 비
용이 평균 200만원이라면, 년간 200억이 사용된다면 우
리나라는 특정 출판사와 1만부의 OA 지원과 paywall을 
묶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출판사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집중한다면, APC 비용을 더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특정 출판사에 
대한 논문 평가점수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Plan S 국내 적용에 어려운 점도 또한 있다. 일
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학술지가 있다. 
학술지를 변경하여 논문을 게재해 달라는 것은 힘든 과
정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 입장에서 저널의 평판도가 떨
어지는 출판사 저널에 게재를 할 수 없다는 반발도 우려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OA 흐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국내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개인
별 연구자들은 아래의 규칙을 따라줘야 실효성이 클 것
으로 여겨진다. 아래의 제시된 내용은 UC 교수들의 행동
규칙과도 일치한다.
 국가주도의 특정 출판사 이외의 다른 출판사 주관

의 학술지의 편집장, 편집위원에서 자발적으로 사
퇴한다. 

 국내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peer review 논문 심
사 요청이 올 경우, 2-3년 계약 기간 동안은 선택
된 출판사와 연관된 학술지에 한해서만 심사지원
을 실시한다. 다른 출판사의 peer review 요청은 
거절한다.

 대학에서도 국가가 선정한 특정된 출판사에 포함
된 학술지 논문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
가한다. 

3. 고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여러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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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학 저널들은 한시적으로 OA를 제공하고 있다[15]. 
The Lancet 저널과 같은 경우, 외신에서도 많이 인용되
는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연구자들 간의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통한 의견교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전에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왜냐하면, 
2020년 2월 현재 국가 간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연구자들 의견을 공
유하고 논의하는 플렛폼인 ResearchGate와 같은 인터
넷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16]. 이
번에 활발한 논문 활동은 향후 OA 저널이 추구하는 방
향에 전환점이 되어 더욱 빠른 속도로 OA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5]. 또한, 최근에 온라
인 저널들은 더 많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발전하였
다. 일례로, 논문에는 실리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데이터
는 보충 자료로 따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논문이 인용하는 논문을 바로 
연결하여 찾을 수 있는 입체적인 논문관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렛폼 형태도 갖추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전자저널은 발전된 형태로 나아간다
고 할 수 있다. 유럽이 주도하는 Plan S는 그동안 OA를 
시도하지 않았던 출판사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OA를 추구하지 않던 Elsevier 출판사
는 open access 조건의 동일한 자매지를 만들기도 하였
다. 앞으로 OA가 주도될 경우, 논문들의 경쟁은 더욱 치
열해 질 수 있다. 그렇지만, OA를 통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것이 반드시 연구자들에게 편의성
을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인용 자료의 경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명품 선호도와 같이 명품 
저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OA는 큰 흐름을 타고 있기에 계속 
OA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이다. 유리한 딜을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국내 연구자풀(pool)을 통한 
Reviewer’s duty를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떤 OA 
전문저널들은 peer reviewer로 등록 후 3번 심사를 하
면 30%. 5회면 50% 등의 비용 절감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OA 가 많이 생기면서, 논문의 peer review를 
위한 심사위원 확보가 빠른 출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은퇴한 연구자 혹은 교수들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럴 경
우에는 신뢰도 있는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필요한데, 공
신력 있는 인력풀에 대해서는 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제
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높
은 비용의 paywall 대처 방안으로는 interlibrary loan 

대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
이다.

4. 요약 

Paywall과 빅딜로 대표되는 출판사의 요구는 갈수록 
예산이 부족한 국내 대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국
내 대학 도서관들은 이러한 진행형 문제에 독자적인 해
결이 어려워졌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paywall과 빅딜 
계약 연장이 취소되는 쪽으로만 진행될 가능성 크며, 안
타깝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
에서도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성공 모델은 제시되지 않
고 있다. 다시 말해, 출판사와 대학 간의 손익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에 단기적인 파일럿 형태의 계약들만 시
도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활발하게 APC와 paywall을 
묶는 새로운 형태의 딜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아직 새로운 형태의 딜이 준비되지 않았다. 본 논
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계약들 중에 
Elsevier 출판사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PC와 
paywall을 묶어서 손익을 살피고 이에 따라서 비용을 산
정하고 있는 흐름은, 국내에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논문의 OA를 위한 비용과 논문 수에 대한 
산정, 그리고 출판사가 요구하는 paywall 비용과의 비교
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들 간의 합
의도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딜도 필요할 것이며, 또한 딜
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연구자들이 함께 따라 주어야 할 
행동 규칙들이 정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자들 
간의 이해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각국의 유리한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
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전세계가 공평하게 누리는 
OA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유리하게 하
는 방안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인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출판사들과 다양한 딜을 파일럿 형
태로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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