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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Ⅲ
- 수정화해합의안

A Guide for the Perplexed Part Ⅲ :
The Amended Settlement Agreement
2009년 11월 발표

구글이 세계 유명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도서관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작가조합, 출판사 등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이는 집단 소
송으로 이어졌다. 2008년 10월 구글은 이에 대해 원고집단, 즉 작가조합과 출판사
들과 화해합의를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1)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화해가 이
루어지는 것이었지만 화해합의안이 발표된 뒤에도 우려와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2009년 2월 구글이 화해안에 따른 합의내용을 전 세계에 통보하기 시작했고,
2009년 4월 미국 법무부는 이 화해안이 독점 행위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9월 법무부는 화해안이 반(反)독점법과 저작권법 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 전에 미국도서관협회 등도 구글이 향
후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2) 또한 구글화해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오픈북얼라이언스’3) 역시 구글의 독점에 대해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
1) 구글의 화해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도서관연구소 웹진 42호 최신동향을 참조하시오.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0909002.html
또한 도서관연구소 웹진 46호에 실린 ‘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 화해안 안내서Ⅰ(2008년 11월 3
일 발표) 및 Ⅱ(2009년 6월 12일 발표)’를 참조하시오.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0912001.html
2) 도서관연구소 웹진 42호 최신동향 부록‘구글화해안에 대한 미국도서관협회 등의 논평’을 참조하시오.
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0909_01/pdf/tendency02_0930.pdf
3) Open Book Alliance(http://openbookalliance.org) : 미국 아마존, MS, 야후, 인터넷아카이브, 뉴욕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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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유럽에서도 화해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구
글은 유럽쪽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구글은 2009년 11월에 기존 화해합의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를 디지털화했을 때 그
디지털본을 어떻게 이용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양
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도서관이 이 화해안의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이 너무나 확
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어떤 부분이 도서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바로 파악하
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도서관협회 등은 도서관을 위해 화해안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2009년 11월 발표한 세 번째 안내서
는 수정화해안의 변경된 부분 중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어 설명하
고 있어 도서관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안내서이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화해안
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수정화해안에 해당되는 도서의 범위가 변화한 것이
다. 새로 제출된 수정화해안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출판된 영어가 아닌 자료는 대
체로 그 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대상 도서의 범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다수의 외국권리자들을 수정화해안에서 제외하면서 수정
화해안은 스스로 논란거리를 줄이게 되었다.

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Ⅲ : 수정화해합의안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구글, 작가조합 및 미국출판협회는 구글도서관프로젝
트에 관련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수정화해합의안4)을 제출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번 수정화해안은 원래 제안된 화해안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권리보유자
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5) 수정화해안의 많은 부분은 도서관
에 직접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겠지만, 수정화해안이 미국 밖에서 출판된 대부
분의 도서를 제외하기 때문에 명백히 그 범위는 축소된다. 이 안내서는 도서관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수정화해안의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할 것
이다.
4) 수정화해합의안(Amended Settlement Agreement, ASA), 작가조합 대 구글 소송 사건번호 No. 05-8136(뉴욕
남부지방법원) 수정화해안 원문 http://thepublicindex.org/docs/amended_settlement/amended_settlement.pdf.
5) 다양한 단체들이 제기한 반대를 요약한 ‘The Google Book Settlement: Who is Filing and What Are They
Saying?', 2009, 9월 28일, http://www.arl.org/bm~doc/googlefilingchar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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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서관 문제
수정화해안의 범위에 해당되는 도서
원래 화해안은 1)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고 2009년 1월 5일 이전에 미국 저작권
청에 등록된 도서, 2) 저작권 등록에 상관없이 2009년 1월 5일 이전에 미국 밖에
서 출간된 도서에 적용되었다. 원 화해안에 이의를 제기한 집단소송6) 구성원의 대
부분은 미국의 밖에서 출간된 도서의 외국 권리보유자들이었다. 또한 미국 법무부
와 미국저작권청은 집단소송에 적용되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조7)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인단 내의 외국인 권리보유자들의
포함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수정화해안은 이러한 논의에 응하여 1) 2009년 1월 5
일 이전에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출간된 도서, 또는 2) 2009년 1월 5일 이전에
미국저작권청에 등록된 도서를 제외한 미국 밖에서 출간된 도서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ASA 1.19). 아마도 구글과 파트너 협약을 맺은 연구도서관의 도서 중 50%는
영어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어로 된 도서는 대개 미국의 밖에서 출판
된 것이고, 미국저작권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화해안은 원 화
해안이 적용된 도서의 절반 정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비영어) 도서
는 수정화해안에 따라서 기관구독, 소비자 구매, 무료 공공접근과 같은 방식으로
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8)
그러나 구글은 계속해서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외국도서를 스캔하고자 하며, 검
색 질의어에 대해 발췌문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구글은 외국도서에 대
하여 현재의 도서관프로젝트를 계속하려고 한다. 수정화해안은 이러한 도서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보유자들은 스캐닝과 발췌문 제공에 대해 저작권 침해
6) 집단소송(Class Action) : 아주 많은 사람 또는 집단의 이익이 일련의 개별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
되는 것보다는 단일한 소송절차에서 처리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나 집단이 전체 집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형태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소송 절차가 다양하여 민사소송절차가 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연방민
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과 유사하다.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사건이 재판 전에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데 연방민사소송규칙 23조에 따르면 이러한 화해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
당법원이 화해안을 승인하면 피고는 원래의 집단소송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
으로 책임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7) 연방민사소송규칙 중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
8) 수정화해안은 또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도서는 더욱 배제하고자 한다(ASA 1.19). 나아가 수정화해안
은 화해안에 따라 (그래픽 소설과 반대되는)만화책을 정기간행물로 간주하여 도서라고 보지 않는다
(ASA 1.104). 추가로 수정화해안은 정기간행물을 제본하여 묶은 편집본은 화해안에 따라 도서로 간주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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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소할 수 있고, 구글은 아마도 미국저작권법 107조9)의 공정이용을 위한 면책
특권에 포함되는 활동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다.10) 구글은 또한 자국의 저자
와 출판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권한이 있는 외국 수집 단체로부터 원
문 제공을 허가받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11)
화해안에서 외국 도서를 배제한 것은 원고인단에서 다수의 외국 권리보유자들을
배제한 것을 의미한다. 원고인단은 화해안에 따라서 도서의 미국 저작권 소유권자
로 한정된다. 만약 외국도서가 더 이상 화해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도서의
권리보유자도 더 이상 원고인단의 구성원이 아니다(ASA 1.13).12) 외국어로 된 도
서와 이에 대한 권리보유자들을 화해안에서 배제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은 화해안
에 관한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거하였다. 동시에 수정화해안에 의해 이용할 수 있
는 결과물의 범위는 훨씬 좁아졌다.
공공접근 단말기
수정화해안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무료 공공접근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의 수
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도서권리등록소에 부여 한다(ASA 4.8(a)(i)(3)). 단말기의
수를 늘리는 것은 완전히 도서권리등록소의 재량이다.

9) 미국저작권법 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 이용
106조(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106조 A항(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급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 106조 및 제
106조의 A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
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
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의 결정이라면, 저작권이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10) 외국 저작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은 있을 것 같지 않다. 구글은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려는 권
리보유자들의 요청을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외국 저작들은 최소한 2009년 1월 5일
까지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권리보유자들은 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의 실제적 손실에만 권리가
있다. 이것은 권리보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줄여줄 것이다.
11) 구글은 또한 개별 외국 출판사들과의 라이선스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12) 아래의 ‘이해관계’ 항목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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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본
원 화해안에 따르면, 구글이 적극참여도서관13)의 장서에서 300,000권 이상의 도
서를 스캔하면 구글이 그 적극참여도서관에서 입수하지 않은 디지털본(예를 들면
구글이 다른 적극참여도서관에서 입수한 도서)을 해당 도서관의 장서에 제공한
다.14) 수정화해안은 “도서”를 좁게 정의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 조건은 “도서”보다
는 “권(volumes)”을 의미한다(ASA 7.2(a)(ii) and (iii)). 이는 수정화해안이 외국도서
를 배제함으로써 적극참여도서관이 구글로부터 더 적은 디지털본을 받는 일이 없
도록 한다.
기관 컨소시엄
수정화해안은 화해안에 의해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관 컨소시엄의 범주에
서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를 더 이상 제외하지 않는다(ASA 1.76). 기
관 컨소시엄에서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 장서에서 만든 디지털본을 받기 전에 위에
서 지적한대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최소수준이 적용될 것이다(ASA 7.2(A)(ⅲ)).
마이크로 형태 자료
수정화해안은 마이크로 형태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ASA 1.50).
프라이버시
수정화해안은 구글이 “법률이나 확실한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정보를 도서권리등록소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다. 다른 프라이버시 문제는 구글이 도서검색을 위해 개발한 프라
이버시 정책에 나와 있다(ASA 6.6(f)).
제거
수정화해안은 구글이 이용하는 도서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보유자들

13) 적극참여도서관은 구글에게 소장한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스캔하도록 허가한 도서관이다. 적극참여도
서관은 그 대가로 구글에게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본을 돌려받게 되며, 도서권리등록소와 필수적인
협약을 맺는다.
14) 만약 도서관이 900,000권보다 적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면, 최저 조건은 소장한 장서의 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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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새로운 창구를 만들었다. 원 화해안에 따르면, 구글이 도서를 스캔하기
전에 제거 요청을 받는다면 구글은 그 도서를 스캔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만약 권
리보유자가 구글이 이미 스캔한 도서를 2011년 4월 5일까지 제거 요청하면, 구글
과 적극참여도서관은 도서의 디지털본 이용을 모두 중단해야 했다(그렇지만 그 디
지털본을 저장할 수는 있다). 수정화해안은 새로운 제거 기간을 추가했다. 만약 권
리보유자들이 2011년 4월 5일에서 2012년 3월 9일까지 제거 요청을 하면, 구글은
적극참여도서관들에 업데이트된 파일과 디지털본을 제공하는 제한된 목적을 제외
하고, 디지털본의 이용을 중지해야만 한다(ASA 1.126(b)). 만약 권리보유자가 2012
년 3월 9일 이후에 제거 요청을 하면, 구글은 도서의 어떤 부분도 표시하지 않겠지
만, 도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이용”은 가능하다(예를 들면, 검색데이터베이스에
도서의 디지털본을 소장하면서 검색에 응하여 서지정보를 보여주는 것)(ASA 3.5).

Ⅱ. 권리보유자 문제
도서권리등록소의 대표
수정화해안은 도서권리등록소의 이사회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
에서 최소한 작가 하위집단대표 1인과 출판사 하위집단대표 1인을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ASA 6.2(b)(ⅲ)). 그러나 수정화해안은 세 도서관협회들의 요구에 반하
여 학술 저자들을 대표하는 이사회 이사를 누구도 규정하지 않았다.15)
삽입물
원 화해안은 다른 권리보유자의 도서(예, 도서의 서문)에 포함된 저작의 권리보
유자가 화해안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도서권리등록소를 통
해 구글에서 별도로 보상을 받는 것을 허용했다. 수정화해안은 그러한 “삽입물”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결국 그 범위가 좁아졌다. 원 화해안에 따르면 삽입물은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6) 수정화해안은 이 문구에 삽입
15) 미국도서관협회,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 연구도서관협회 등 세 도서관협회는 2009년 5월 4일, 2009
년 9월 2일에 법원에 화해안에 대한 논평을 제출하였다. 5월 4일 발표된 논평은 도서관연구소 웹진
42호에 번역 소개되었다. 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0909_01/pdf/tendency02_0930.pdf
http://www.arl.org/bm~doc/library-associations-supp-filing-sept-2-09.pdf.
16) 이러한 필요 조건은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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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것이 또 다른 등록된 저작의 발췌된
일부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했다(ASA 1.75). 다시 말해서, 만약 A가
그의 책에 B가 쓴 에세이를 포함하고 있고, A가 자신의 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면, B가 그 에세이를 독립형으로 등록했거나 B가 자신의 에세이 도서의
일부로 등록하지 않는 한 화해안 하에서 B의 에세이는 삽입물이 아니다. 만약 B
의 에세이가 삽입물이 아니라면, B는 별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고 구글은 도서
를 제공할 때 B의 에세이를 제거하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17)
수정화해안은 또한 삽입물의 정의에서 아동도서의 삽화를 제외한다(ASA 1.75).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저작
원 화해안은 도서권리등록소에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은 권리보유자의 권익을 충
분히 보호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았다. 도서권리등록소는 제3자가 보관 중인, 소유
권이 불분명한 삽입물과 도서들에서 나온 수익을 5년 동안 유보하였다. 만약 5년
이 경과한 후에도 그 수익의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면, 도서권리등록소는 그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또 그 나머지를 권리를 등록한 권리보유자에게 배분하거나 자
선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수정화해안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저작들에 대한 권리보유자의 이익을 대변
하기 위해 충실 의무(fiduciary responsible)를 확립한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의
수탁인(Unclaimed Works Fiduciary, UWF)으로는 출간된 도서의 저자나 도서의 출
판사가 선정되지 않을 것이고, 도서권리등록소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정되며 반
드시 법원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다(ASA 6.2(b)(ⅲ)).
수정화해안에 따르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수익금을 도서권리등록소의 운영
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권리를 등록한 권리보유자에게 배분하지도 않을 것이
다. 그보다는 도서권리등록소는 캐나다, 호주, 영국의 권리보유자 단체와 협력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의 수탁인과 협의하면서, 부재중인 권리보유자를 찾는 5년
동안 유보한,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기금을 25%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75%
를 5년간 더 보유한 후에, 도서권리등록소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의 수탁인의
승인을 받아서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기금을 교육기반 자선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것이다. 도서권리등록소는 소유가 불분명한 기금을 분배하기 위해
서는 주정부의 법률자문단에게 도서권리등륵소가 확인한 모든 권리보유자들을 반
17) 그렇지만 그 에세이가 화해안에 포함되지 않는데, 구글이 원문을 제공하면 B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구굴은 아마 그러한 요청을 수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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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통보해야 하고18), 구글의 파트너 도서관에도 그러한 움직임을 알려줘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수정화해안은 소비자들이 저작을 구매할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와 같
은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도서권
리등륵소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수정화해안은 권리보유자들이 자신들의
도서에 대한 소비자 구매가격을 0원에서부터 책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ASA
1.44, 4.2(a)ⅰ, 4.2(b)(ⅰ)(1)).
이용자의 제한 변경
수정화해안은 권리보유자들이 한 번의 명령으로 복사-붙여넣기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의 수와 같은 애초의 제한사항들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
을 구글에게 부여하도록 허용한다(ASA 3.3(g)).
중재
원 화해안은 권리보유자들이 중재절차를 통해 그들 스스로 분쟁(예, 도서의 저
자와 출판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수정화해안은 권리보유자들이 법
정과 같은 다른 공공장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ASA 9.1(a)).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
수정화해안은 도서를 만약 세계 모든 곳의 판매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구매자까지 새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면, 디지털본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규칙
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한다(ASA 1.31). 상업적으로 이용 가
능한 도서에 대해서 구글이나 권리보유자는 표준 수익 분할 비율인 63%/37%에 대
해 재협상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ASA(a)(ⅲ)).
수정된 최종기한
수정화해안은 구글이 스캔한 저작의 보상에 대해 권리보유자들이 권리를 등록할

18) 주법은 방치된 기금을 배분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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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최종기한을 기존의 2009년 5월 5일에서 2011년 3월 31일로 연장했다(ASA
5.1(a)). 도서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최종기한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수정화해안에서 탈퇴할 수 있는 새로운 최종기한을 2010년 1월 28일로 확정했다.

Ⅲ. 경쟁 문제
미국 법무부는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은 도서와 관련하여 구글에게 특권적 지위
를 부여하는 원 화해안을 비판했다. 원 화해안에 의해서 구글은 소유권이 분명치
않은 도서들의 원문을 제공할 때 저작권의 침해 시 면책 특권을 받는 유일한 기
관이었다. 수정화해안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다. 분명히, 소유권이 불분명
한 저작의 수탁인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도서를 스캔하고 제공하도록 제3자
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19) 그러나 수정화해안은 경쟁과 관련된 다
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한다.
소비자 구매가격
법무부는 소비자 구매를 위한 각 도서의 가격 책정으로 출판사간의 경쟁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원 화해안에 의하면 구글은 표시 가격에서 단지
일시적인 할인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수정화해안은 소비자 구매용 표
시 가격에서 구글이 할인할 수 있는 권리에 어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는다(ASA
4.5(b)). 수정화해안은 소비자 구매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구글의 가격책정 알고리
즘이 경쟁시장의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 개발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ASA
4.2(c)(ⅱ)(2)). 도서 가격은 기타 어떤 도서이든지 그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정
해질 것이다. 수정화해안은 도서권리등록소가 가격책정 알고리즘의 개발에 참여하
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권리보유자들이 최대가격과 최소가격은 책정할 수 있
지만, 가격책정은 구글의 권한 하에 있다(ASA 4.2(c)(ⅰ)).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
의 수탁인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저작들의 추가적인 가격을 구글이 확정하는
19) 비록 법무부가 구글의 경쟁사들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에 대해 구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에게도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라고 권고하였지만, 법무부는 그런 접근 제공과
23조 화해안 6.2(b)(ⅰ)에서 요구하는 부재한 집단소송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 긴장이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23조 화해안 6.2(b)(ⅰ)는 불분명한 저작의 수탁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경
쟁사들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저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그러한 라이선스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10 외국도서관 정책자료Ⅳ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ASA 4.2(b)(ⅰ)(2), 4.2(c)(ⅱ) and (ⅲ)).
소비자 구매품의 재판매
수정화해안은 구글이 소비자 구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도서의 소비자 접근을
제3자가 판매하도록 허가하기를 요구한다. 재판매자는 수익을 분할할 때 구글 몫
인 37%의 과반수를 받게 될 것이다(ASA 4.5(b)(V)(2)). 구글은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3자의 재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최혜국대우” 조항
원 화해안은 “최혜국대우”20) 조항을 포함했는데, 이는 도서권리등록소가 화해안
에 의해 허용된 동일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모든 단체와 협상한 동일
한 조건을 구글에게도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경쟁적
서비스의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수정화해안은 최혜국대우 조항
을 삭제했다.
추가 수익 모델
원 화해안에서는 구글이 명기되지 않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권리등록소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식
으로 구글의 편을 들어주는 화해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정화해안은 앞으로 개발
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추가적 수익모델, 즉 주문형 출판, 파일(예, PDF) 다운로
드, 소비자 구독만을 허용한다(ASA 4.7). 소유권이 분명한 도서의 권리보유자와 소
유권이 불분명한 도서의 수탁인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서 저작을 제외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공지를 받아야한다(ASA 4.7).
Noerr 법리 상의 면책
Noerr-Pennington 법리21)에 의해서 하나의 행위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20)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21) 입법부를 포함한 국가 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는 행위는, 설령 그 의도
가 경쟁제한적이고 그 결과로서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정책이 초래되더라도 반(反)독점법의 적용을 배
제한다는 이론이다. 연방대법원의 Noerr 사건 판결(1961년)에서 확립되었다. 철도회사들이 트럭운송회
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조합을 통해 기만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광범위
한 로비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트럭운송회사들이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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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독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일부는 만약 법원이 화
해안을 승인한다면, 구글, 권리보유자, 도서권리등록소가 화해안에 따라 그들의 행
위와 관련하여 반(反)독점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
제시된 최종 판결과 기각 명령(수정화해안에 첨부)은 이 소송의 어떤 당사자나 다
른 어떤 개인에게도 반(反)독점 면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카고대학의
법대 Randal Picker는 이러한 면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화해안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직면한 기회와 선택은 대체로 변했다. 면책의 가능성과
함께, 법무부는 현재 화해합의안을 거부할지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영원히 그러한 기회
를 상실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 법무부는 지금 화해안에 의해서 가격 책정 문제
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만약 기타 공
동 시도가 있다면, 반독점 조사를 위한 표준 수단, 즉 시민 조사 요구와 기타 같은 종류
등을 이용할 수 있다.22)

Ⅳ. 이후의 진행과정
수정화해안은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합하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만 효
력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권고하는 일정을 수용하여 소송 구성
원들이 수정화해안에서 탈퇴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최종기한을 2010년 1월 28일
로 정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는 최종기한은 2010년 2월
4일로 결정했다. 법원은 2010년 2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출 처】
A Guide for the Perplexed Part Ⅲ : The Amended Settlement Agreement
http://www.arl.org/bm~doc/guide_for_the_perplexed_part3.pdf
단지 법제정이나 법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그 동기가 경쟁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반(反)독점법
의 적용이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Pennington 사건(1965년)에서는 입법과정이 아닌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까지 적용되었다.
22) Randal C. Picker, Assessing Competition Issues in the Amended 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2009년
11월 16일, U of Chicago Law &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499, http://ssrn.com/abstract=15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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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
IFLA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2009년 제3판

서언
이 지침서는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 제3판이다. 이번 개정
은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분과의 2006-2010 전략계획을 따른 것이
다. 지침서를 개정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과 방향에 영향을 미쳐온 새
로운 기술, 전문분야 및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였다. 또한 전략계획 2009-2010은 개
정된 지침서가 국제도서관연맹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제도서관연맹 공식 언어
와 기타 희망 언어로 번역, 출판, 보급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제3판은 국제도서관연맹 출판물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제2판, 1998년
개정)의 뒤를 잇는 후속판으로, 1982년 호주 빅토리아도서관위원회와 다문화도서
관서비스 워킹그룹(빅토리아)이 출판한 ‘다문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표준’에 바탕을
둔 것이다. Anne Holmes(호주)와 Dereck Whitehead(호주)가 다문화도서관서비스분
과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1987년 지침서를 편집하여 초판1)을 발표하였다. 그
러나 전자매체가 발전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면서 지침서 초
판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6년 Virginia Balance(캐나다)와 Marie Zielinska
(캐나다)가 분과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침서 개정에 착수하였다. Benedikte KraghSchwartz(덴마크)와 Charles Townley(미국)가 제2판의 최종판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발표된 지침서들은 다문화도서관서비스 분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해
동안 작업해 온 축적물이다.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서의 개정을 문화적, 언어
1) Multicultural communities :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 IFLA 다문화도서관서비스 분과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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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양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는 중요
한 단계로 여기며, 도서관 서비스에 이 지침이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지침
서는 2001년에 간행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지침서’의
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사서들이 이 지침서들을 함께 이용하면 더욱 편리할 것
이다. 이 지침서는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부록 참조)에서 표명한 바
와 같이 모든 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다.
‘모든 관종의 도서관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지하며 촉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 상호간의 대화와 적극적인 시민 정신
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침서를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2004년 8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국
제도서관연맹 회의에서 구성되었다. 워킹그룹 의장은 Robert Pestell(호주)이 맡았으
며, 위원은 Clara M. Chu(미국), Domenico Ciccarello(이탈리아), Fred Gitner(미국),
Christine McDonald(미국)로 구성되었다. Clara M. Chu(미국), Ann-Katrin Ursberg(스
웨덴) 및 Lourina K. de Voogd(네덜란드)가 매우 가치 있는 편집 작업을 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 전 의장 Jane Dreisig(덴마크)와 Kirsten Leth Nielsen(노르
웨이) 그리고 현 의장 Mijin Kim(캐나다)이 이끈 상임위원회는 그동안 로마, 오슬
로, 지로나, 서울, 류불야나, 더반, 하이델베르그, 퀘벡, 오사카에서 개최된 연중회
의와 연차회의에서 이 지침(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러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 새
로운 지침서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Robert Pestell
http://www.ifla.org/en/library-services-to-multicultural-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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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도서관

모든 사람은 점차 더 이질화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세계에는 6,000개 이상의 서로 다
른 언어가 있다. 국제적 이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
진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 증가하는 이주, 더욱 빨라진 통신, 편리한 교통,
그 외의 21세기 동력 덕분에 이전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다문화
적 특성이 증가하여 온 많은 나라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 2008년

1.1 서문
이 지침서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을 촉
진하기 위해 편집ㆍ출판되었다. 지침서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의 모든 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할 때 기초를 제공한다.
∙ 기존의 다문화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평가할 때 기준을 제공한다.
∙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제공에 정당한 기초를 제공한다.
∙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다문화 집단들 간에 이해와 연대를 장려한다.

이 지침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각국의 특정 관종의 도서관을 위한 표준
및 지침, 국제 표준과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지침서의 중심 원칙인 공
평성의 원칙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학술 및 기타 도서관에 기존 표준과 지침
을 적용할 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 도서관서비스를 전통적 도서관서비스에서 고립되거나 부가된
것이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전체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통합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1.2 다문화 도서관의 원칙
글로벌 사회에서 각 개인은 모든 범위의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다룰 때,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 도서관은 문화적, 언어적 유산에 의한 차별 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봉사한다.
∙ 도서관은 적절한 언어와 문자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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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모든 지역사회와 요구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한다.
∙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그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숙련된 직원이어야 한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도서관 이용자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문화적, 언어적으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룹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소외계층에게는 특별히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소수집단, 망명신청자 및 난민,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거주자,
이주노동자, 원주민 등이다.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 2008년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이 있다.
∙ 많은 소수 언어에서는 해당 언어로 된 출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어

와 같은 기준으로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자료
의 범위, 균형, 장서규모, 물리적인 수준에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
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쇄물, 멀티미디어, 디지털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
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도와준다.
∙ 다국어 사용능력의 정도, 언어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한 사회 내에서

사회적 통합의 수준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짓기 위해 모
두 중요하다. 다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중 문화적, 다문화적, 다국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며, 이는 공정하고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간주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요구는

특정 다문화 사회에서 인구 구성 비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구가 낮
다는 것은 불충분한 서비스의 제공, 빈약하고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자의 낮
은 기대, 충분치 못한 홍보 또는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에 익숙하지 못하다
는 사실을 반영한다. 서비스 수준 제공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사회 분석과 요
구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는 요구가 부족하거나 낮은 이유에 대한 연구
를 포함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은 다문화 사회 사람들은 부적절
한 도서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배경이 서비스 제

16 외국도서관 정책자료Ⅳ

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정부, 법률, 교육, 경제 관련 정보와 같은 한 국가의 공적 출판물은 그 국가의

공용어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불공평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도서관 직원은 다문화 집단이 원하는 언어와 이해 수준으로 정보를 얻
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3 다문화 도서관의 정의
캐나다의 모든 사람은 그들을 개인으로 존중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캐나다
의 도서관은 개인의 전통, 신념, 종족, 종교,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신체 및 정신적 능력,
개인의 부와 상관없이 봉사 대상인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한다.
차이를 받아들이면 개인과 집단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음을 도서관은 알고 있다. 도서관은
관용, 이해, 개인의 탐구를 위해 헌신한다. 도서관은 특정 가치관, 관습, 신념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캐나다 도서관은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가 자국의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도서
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다양성과 통합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도서관협회, 2008년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호작용을 의미한
다. 여기서 “문화란 사회나 사회집단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집합을
가리키며,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존하는 방법,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
함한다.”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는 우리 지역사회와 지구촌사회에서 공동체적인 힘
의 기반이 된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만인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여기고 보존되
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 간의 교류, 혁신, 창의, 평화적 공존의 원천이다.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풍토에서 문화의 다양성, 관용, 대화, 협력을 존중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최
고로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관종의 도서관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국제적, 국
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지지하며 촉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문화간의 대화와 적
극적인 시민 정신에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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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원주민, 이민자 사회, 복합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고국을 떠나
다국적인 사람들, 망명 신청자, 난민,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거주자, 이주노동자, 국
가의 소수집단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특별한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4 다문화 도서관의 역할과 목적
도서관이 다양한 이해 집단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학습, 문화, 정보의 센터로서 기
능한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다룰 때, 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 측면에
서 기본적 자유, 정보와 지식 접근에의 평등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 2008년

레나 결의안(Lena Resolution)은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정보를 보급하고 다언
어를 보존하며, 그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라’고 요청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국제회의
러시아연방 야쿠츠크, 2008년

모든 관종의 도서관은 교육, 사회적 연대, 세계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도서관 서비스는 봉사 대상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들의 삶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
∙ 학습센터 : 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위해 학습자료, 어학프로그램, 적절한 형태
로 된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용을 장려한다. 이러한 접
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는 일반적인 교육 요구를 지원하고, 서로의 공
동체에 대해 배우며, 서로의 언어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
며, 다양한 문화의 풍부한 경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문화센터 : 도서관은 문화유산, 전통, 문학, 예술,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를 보존하고 장려하며 강조하고 표현한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문화권 사람
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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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 도서관은 다문화 집단에 관한 정보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며 조직하고 보존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1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할 때 사회의 다문화적 구성을 반영하고 문화적 다양
성, 인종적 화합과 평등을 이해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 수집된 도서관자료는 다문화 이용자 자신의 언어로 다른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자료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와 그들의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다수어(들)로 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도서관은 다문화 집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지식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1.4.2 도서관은 특히 자가 학습자들에게 어학 학습을 장려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가능한 최적의 어학 학습을 제공하도록 지역의 교육기관
과/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도서관은 국어와 기타 언어의 학습을 용이하게 해 줄 자원을 제공해야 한

다. 그러한 자원들은 모국어나 국어뿐만 아니라 원주민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적절한 매체가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 및 어학 소프트웨어
가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술 언어의 경우에는 지역 사
회 출신의 구술자들이 인력 자원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 도서관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시민권, 고용, 사회 복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새로운 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촉진하거나 공동
후원을 해야 한다.
∙ 도서관은 국어와 기타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안내하거나 촉

진 또는 공동 후원을 해야 한다.
∙ 도서관은 그들의 다문화적인 토착 사회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구어 및 토착

어, 덜 사용되는 언어의 보호 및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1.4.3 도서관은 지역사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발
전시키는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과 사회적 연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1.4.4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복지에 참여해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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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목표, 문화 활동과 같은 지역 행사에 대한 참여와
발의, 축제, 다문화 집단의 기념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5 도서관은 다문화 사회를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 도서관은 만남의 장소로서
모든 문화권 사람들을 위해 상호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문화적 논의와
사회적 연대에 대한 행사, 전시, 합동 행사는 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언어
를 익히고 발전시키며, 서로의 삶과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4.6 도서관은 최근에 도착한 이민자와 같이 가장 큰 요구를 지닌 집단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들의 언어로 참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
히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정보는 가능한
이용자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4.7 다양한 언어로 특정 도서 또는 주제를 찾고, 상호대차를 원하는 모든 다문
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이들과 동일한 범위와 질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적 체계 및 재정적 체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표현하기 위해서, 또 자기 말과 글을 사용하기 위해
서 모국 또는 모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슬로베니아 헌법(제61항)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정책결정
유관 단체는 도서관과 도서관 제도를 확립하고 적절하게 기금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이다. 이 분야의 활동에 관계하는 모든 도서관은
정책을 개발할 때 관련된 지역, 국가,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다.
정보에 근거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우수실무사례는 효율적인 다
문화 도서관 서비스를 이끌 수 있도록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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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문화 도서관과 그 관리
2.1.1 도서관 서비스와 그를 위한 재정 지원은 국가, 주, 지역, 지방 또는 기타
다양한 형태와는 관련 없이 정부의 한 기능이다.
2.1.2 모든 도서관 당국은 공공, 주립, 국립, 학교, 학술 또는 기타 도서관 등 관
종과 관련 없이 다문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해당
지역사회의 다양성, 인구통계학적 규모, 인구 분산 정도에 따라 도서관 서
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2.1.3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모든 지역사회는 도서관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
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이거나 널리 흩어져 있는 소수집단이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수준에서 자
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를 위해서 대출 장서를 집중화하거
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른 도서관, 문화기관, 지역사회 단체와 함
께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1.4 봉사 대상인 소수 집단이 소규모이거나 분산되어 있고 변하고 있다면, 도
서관이 대출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는 다언어 장서를 집중화하는 것이
실용적인 선택안이다. 이러한 집중화된 장서 관리는 일반적으로 국가, 주
당국, 지역 당국이 책임을 지거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로 조정해야 한다.
2.2 다문화 도서관의 행정
도서관은 우수실무사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정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우수실
무사례는 아래에 나오는 분야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꼭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2.1 일반적인 도서관 표준 개발과정의 일부로서 중앙집중식 서비스와 지역분산식
서비스 모두를 위한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표준의 결정
2.2.2 다문화 사회 참여 원칙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과 원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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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이 지침과 다른 적용 가능한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통계의 수집과 배포
2.2.4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있는 기존 다문화 장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
2.2.5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해 자문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
2.2.6 정기적인 자문을 위해 다문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포럼 제공
2.2.7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 요구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연구 수행과 후원
2.2.8 다문화 집단의 모국과 출신 공동체에 있는 도서관, 출판사, 기타 관련단체
와 함께 전문적, 국제적 교류관계의 유지와 촉진
2.2.9 문화유산 언어로 된 출판과, 다문화 집단 구성원에 의한 또는 그 구성원에
관한 자료 출판의 지지와 장려
2.2.10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비(非) 로마자 및 판별가능한 문자로 된 데이
터 교환용 국제표준 공표와 시행
2.2.11 다문화 문제에 관한 경험과 우수실무사례의 세계적 교환
2.2.12 지침, 표준, 우수실무사례 및 정책 적용에 대해 다문화 공동체의 자문을
통한 평가

3. 이용자 요구의 충족
3.1 지역사회 요구의 분석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는 봉사 대상인 다양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그들
의 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설이나 우수
계획에 근거하여 개발되고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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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는 지역사회 분석과 요구 평가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a. 정의

∙ 지역사회 분석 - 이용자 환경과 이용자 공동체(모든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특징을 확인하고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평가하는 과정
∙ 요구 평가 -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위해) 이용자 공동체가 요구하고 이

용하는 정보와 그 유용성을 연구하는 과정
b. 목적

∙ 공동체(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가 도서관 및 그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 알고자 함
∙ 현재 서비스와 그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알고, 다른 서

비스로 충족되는 분야를 확인하고자 함
∙ 장단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계획하

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지역사회 분석과 요구 평가는 계획 수립 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지역사회의 분
석과 요구에 관한 연구의 사실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된다.
∙ 기관의 목표와 목적에 통합
∙ 사실 정보에 근거하여 목표와 목적을 특정 정책, 프로그램, 활동으로 변화
∙ 앞으로의 과정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벤치마킹하여 활용
c. 지역사회 분석

지역사회에 대해 수집하는 데이터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사회경제적 데이터
∙ 도서관 관할 구역 내 지역사회 환경의 특성

- 일반적 환경
-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환경
- 기존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
수집할 데이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순위 : 개인, 지역사회 단체, 리더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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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이전에 정부기관, 기업체, 산업계 조사, 마케팅 연구, 지역 상공회의

소 및 조직에서 수집하고 기록된 데이터
d. 요구 평가

이용자/비이용자에 대해 수집할 데이터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정보탐색과정의 문화 행동적 반경
∙ 유형, 복잡성, 형식, 언어, 목적 등과 같은 정보 요구
∙ 이용자의 정보환경

수집할 데이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순위 - 개인, 지역사회 단체, 리더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 2순위 - 비교가능한 집단의 요구 평가, 특정 이용자 집단의 정보탐색과정의

문화 행동적 반경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요구 평가 사례
공공도서관 자문 과정
자문 과정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자문 원칙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
들 사이를 소통시켜 주는 인정된 가치이다.
자문은 다문화 사회를 위해 서비스하는 지역 내 모든 관련 분야와 협력하여 지역 정부 수
준으로 시작된다. 지역 정부는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할 때 통합 접근 방식과 공평의 원칙
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그 기록문서는 지역 정부 내에 책임 있는 관련분야에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의 협력으로 서비스 중복을 줄이고 정보수집, 서비스 계획수립,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더 큰 지식을 갖추도록 해주
며, 활동적인 지역 단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역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 특히 장서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을 설
계하고 계획하는 초기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지역 단체는 다음을 위해 가장 적합
한 기회를 제공한다.
∙ 서비스 대상 집단의 정확한 특성 정의
∙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요구와 우선순위를 지역 차원에서 확인
∙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 기회 제공
(도서관협회 등에 의한) 정부 수준의 협력은 정부 차원의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재원확보와/또는 자원공유에 대한 정보 제공, 보다 큰 범위의 운영위원회 참여라는 측
면에서 큰 이익이 된다.
호주 빅토리아주 도서관위원회 : 우리의 다양성에 대한 응답
‘빅토리아주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지침서(2001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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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다음 기능은 개별 도서관 및 도서관 당국이 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들이다.
∙ 각 개별 도서관은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되는 목적, 목표, 전략, 우선

순위, 정책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도서관 발전 프로그
램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 그러한 지역 다문화 서비스 계획은 직원 지침
서와 이용자 설명서로 활용될 것이다.
∙ 개별 도서관은 사회적 통합과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책임지는 정책

을 채택해야 한다.
∙ 각 개별 도서관 서비스는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의 본질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는 그런 평
가와 자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이사회나 도서관위원회와 같은 도서관의 집행부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때

는 봉사 대상인 지역사회를 반영해야 한다. 도서관 관리자는 그러한 대표단
체의 설립 또는 지명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
3.3 협력과 자원 공유
많은 중소규모 도서관들은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공평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안다. 국가 내 다수집단의 요구가 높고 예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다문화 집단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다수의
다문화 집단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에서 특히 그러하다. 수집, 편목, 자원 제공에서
의 협력은 자원의 범위를 늘리고 이용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지역 및 국가적인 협력 협의는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상당히 개선
시킬 수 있다.
대규모 도서관과 서비스는 다문화 자원과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때 중심적인 역
할을 할 것이다. 소규모 도서관이 대출 장서를 빌릴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중앙집중화된 장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다. 중앙집중식 구입, 편목, 자료정리는 다음과 같이 많은 긍정적
인 결과를 갖는다.
∙ 중복 노력을 피할 수 있다.
∙ 소규모 도서관이 다른 언어로 된 자원을 수집할 때 겪는 많은 어려움을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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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지역 도서관의 장서는 도서와 기타 매체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모든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해 종합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

홍보와 마케팅은 협력 활동에 즉시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다언어로 된 도서관
브로슈어와 표지판을 협력 생산하면 많은 도서관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4 전자 자원
다언어/다문화 자원의 개발과 접근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통신에 급격한 혁명을 가져왔고 모든 이용자가 온라인으
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컴퓨터의 다문자 및 다언어 기능으
로 다문화 공동체는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의사소통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출판물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
하다. 전 세계의 민속자료, 전통음악, 신문 콘텐츠 등과 같은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구촌 다문화 집단의 구술 유산에 접근할 수 있
는 새로운 범주의 정보원이 나타났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문화적 배
경의 사람들이 정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웹 2.0 기술은 도서관 2.0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 이용자는 자신들
의 가장 중요한 웹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고, 자신들의 공동체 요구를
특별히 충족시키는 정보에 접근하게 할 수 있으며, 소셜 네트워킹(흔히 웹 3.0으로
지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언어로 된 출판물, 시청각자료, 웹 콘텐츠
가 부족한 다문화 공동체와 지리적으로 분산된 공동체에게 특히 적합하다. 도서관
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웹 2.0 기술을 이용하
고 맞춤화하여 자신들의 웹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소셜 콘텐츠 : 개인과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은 블로그와 위키를 통해 정

보, 뉴스, 사진, 지역사회의 관심주제를 창작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다.
∙ 소셜 네트워킹 : 예) 페이스북, Hyves(네덜란드), Odnoklassniki(러시아), Orkyt(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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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브라질), Xiaonei(중국). 다음을 참고하시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social_networking_websites
∙ 디지털 이미지 공유 : 예) http://www.flickr.com/, http://www.youtube.com/
∙ 소셜 북마킹/주석 : 이는 협력하여 넷 기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언어로 된
정보원 같은 자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URL
이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 웹페이지나 기타 디지털 콘텐츠를 따로 복사하고
저장하여 키워드로 태그를 달아서 이용하거나 남과 공유한다. 예를 들면
http://del.icio.us/, http://www.connotea.com/가 있다.
∙ 웹 피드 : 예를 들면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는 다문화집단이 흥미를 가지

는 적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검색을 맞춤화하여, 다문화 집단들의 요구에
적합하고 자체 언어로 된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이용자 주도 소셜 콘텐츠 : 예를 들면 이용자 집단이 뉴스의 순위를 조정하

는 뉴스사이트 http://digg.com
∙ 중개 및 태깅 : 예) http://technocrati.com/. 사서들은 발전하는 온라인 공동체

에서 이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에 설명(태그)을 달 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서와 이용자,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을 쉽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SMS(Short Message Service)라고 지칭하는 단문문
자발송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짧은 텍스트를 보내기에 유용하다.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SMS가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 훨
씬 쉽게 이해된다. 영상채팅, 인터넷전화, 기타 인터넷 기술을 통해 비(非) 텍스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는 말로 소통하는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더 쉽게 도와준다.
음악, 노래, 비디오의 팟캐스팅, 어학 학습, 다양한 언어로 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이 모든 것은 도서관의 온라인 기능에 도움을 준다.
3.5 다언어 통합 도서관 시스템
유니코드는 컴퓨터가 텍스트와 기호를 일관성있게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용인된 국제산업표준이다(위키피디아 정의). 이는 모든 주요 운영 시스
템, 검색엔진, 애플리케이션, 웹에서 소프트웨어 국제화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며,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 27

다문자 도서관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쉽게 한다. 도서관이 통합도서관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면, 모든 장서에 다언어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은 유니코드를 지원해야 하며, 이용자가 모든 언어로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할
있도록 해야 한다.

4. 장서 개발
4.1 서론
특정한 문화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인된 정보원은 형식과 콘텐츠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 뉴스,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자막이 들어간 DVD, 이야기 책, 잡
지, 가벼운 읽을거리인 종이표지판 책, 그래픽 소설, 전통적인 픽션 및 논픽션 도서까지 모
두 포함된다. 모든 연령대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종교적 또는 정치적 특
성과 같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정서를 유념해야 한다. 선호하는 자료 형식과 (개별자료
보다는) 주제를 평가하고, 장서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다문화 공동체의 요구에 봉사하는 장서개발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균형을 이루도록 특
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목
표 그룹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장서를 알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호주 빅토리아주 도서관위원회 : 우리의 다양성에 대한 응답
빅토리아주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지침서, 2001년

4.2 장서관리정책
다언어 및 다문화 정보원을 위한 장서관리정책은 도서관의 전체 장서관리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정책 내용은 다문화 공동체의 자문을 받으면서
개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 사항

∙ 장서관리정책의 목적과 도서관 서비스 협력 계획에 관련된 장서관리정책 사항
∙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다언어 및 다문화 장서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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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이용을 극대화하는 접근 전략
∙ 장서와/또는 도서관서비스의 역사
∙ 다언어 및 다문화 정보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 또는 정책 확인
∙ 장서관리정책의 정기적인 평가 계획
특수 사항

∙ 지역사회 요구의 분석
∙ 도서관 서비스의 우선순위
∙ 대형활자자료, 토킹북(talking book), 교구, 어학강좌, 장애인용 정보자료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수 정보원을 포함한 장서 구성
∙ 자료 선정 및 제적 원칙과 관행
∙ 예산 배정
∙ 장서개발, 선정, 제적에 대한 조직 내의 책임
∙ 정기간행물, 신문, 데이터베이스, 기타 정보자원 등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포함한 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
∙ 정보에 대한 전자 게이트웨이로서의 도서관 역할
∙ 재정적 책임
∙ 장서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요구를 평가하는 정보원 관리계획
∙ 정책 계획표의 검토 및 평가

4.3 정보원의 범위
4.3.1 모든 이들을 위해 도서관 자료는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되어 있고 그들
문화와 관련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는 모든 형식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각 다문화 집단을 위해서 적합하고 균형 잡힌 장서를 유지해야 한다.
∙ 다문화 집단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집단의 규모 및 독

서 요구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장서 규모가 표준은 되어야 한다.
∙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는 거주하는 국가 내에서 출판

된 정보원, 출신국과 기타 국가에서 나온 정보원을 포함해야 한다.
∙ 다문화 집단의 관심사와 경험을 반영하고 그들이 이용하려는 도서관 자료

는 그 국가의 다수어 또는 공용어로 출판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도서관 자료는 제2언어로서 널리 이용되는 언어로 된 정보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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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도서는 도서관 다문화 장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으로 다문화 집단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는 모든 연령층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 수집한 자료는 대체로 최근에 출판
된 저작이어야 하며, 지역(국가, 원주민) 작가의 저작과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료의 번역본이 함께 있어야 한다. 만약 도서가 하나 이상의 문자로 출판
되었다면(예를 들면 세르비아어), 각 문자로 된 대표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
4.3.3 현행 정기간행물과 신문자료는 세계적인 신문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인쇄
본을 보완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4.3.4 음악, 구술 CD, 테이프 등을 포함한 음성 녹음자료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MP3 플레이어, 아이팟,
기타 디지털 장치에 전자책이나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
해야 한다.
4.3.5 디지털미디어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도서관 장서의 핵심 부분이다. 이용할
수 있다면 DVD, VCD, 비디오 녹음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
로 수집해야 한다. DVD 대부분이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지역
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DVD는 다문화 장서를 위해서
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많은 문화적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출신 지역에서 생산된 DVD를 이용
하기를 원한다. 해당 지역의 포맷으로 된 DVD로 장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대부분 DVD 장서는 지역 제한 때문에 매우 한정된다. 다문화
공동체들의 출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코드 자료를 수집해야만
한다(복수의 지역 코드 자료를 재생할 수 있는 DVD 플레이어를 일반적으
로 이용할 수 있다).
4.3.6 국가 저작권법 또는 자료등급법(classification law)으로 인해 입수된 디지털
매체의 공공대출을 제한한다면 도서관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
서 적합한 단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등급판정을 받은 시청각
자료의 소장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화나 다큐멘터리같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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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도서관은 CD, 지도, 이미지, 어학학습 키트 등 다양한 범주의 비도서 자료
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3.8 네트워크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보유한 도서관은 다언어 인터페
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에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9 도서관에 어떤 유형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대안으로 다른 적합한 자료
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4.3.10 독서 능력이 낮은 다문화 공동체가 있는 곳, 문맹 상태가 심한 곳, 인쇄
자료가 부족한 곳이라면 도서관은 이용 가능한 음성 및 영상 자료와 같
은 비인쇄 자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3.11 최신 참고 정보원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도서 장서를 보완하는 정
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4 다문화 장서 개발과 유지
장서를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원
∙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형식의

정보원
∙ 새로 출판된 정보원의 정기적인 수집
∙ 낡거나 손상된 표준 저작들의 교체
∙ 폭넓은 픽션 범주와 논픽션 주제 분야 포함
∙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 정보원에 대한 접근
∙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래된 낡은 정보원의 폐기

4.5 서지 제어
4.5.1 부족한 정보원을 가장 우수하게 활용하고, 복본을 방지하며, 예산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의 선정, 수집, 목록 작성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중앙집중적 혹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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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목록 레코드가 원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편목할 때는 가능한 해당 국가의
주요어(들)로 된 자료의 편목 시에 적용하는 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모든 도서관 자료의 편목은 가능한 원래의 언어와 문자로 되어 있어야 한

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주제 접근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도서관은 시스템 상에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

자 외에도 추가된 문자로 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유니코드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준수하여 자동화된
레코드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공공접근 목록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 형태이든 인쇄 형태이든 모든 언어로 된 종합목록을 생산하고 유지하

는 것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공정한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
한 종합목록은 협력을 장려하며, 특정 표제와 주제를 요청하면 그를 충족시
켜 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스톡홀름국제도서관2)은 아라비아어, 중국
어, 영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된 목록을 제공한다.
4.5.3 비용, 언어 능력이 있는 도서관 직원의 부족, 다른 언어의 문자를 관리할
수 없는 목록 시스템 때문에, 서지 정보의 변환이 다중 언어로 된 소장 자
료를 기록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이용자는 변
환된 레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목록 레코드에 관한 서지정보
의 깊이를 한정해야만 한다.
4.5.4 장서는 가능한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새로운 자료는 모든 다문화 집단을 위해 모든 언어로 정기적으로 입수되어

야 한다.
∙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 지역 분관에서 폐기된 자료는 중앙집중화된 장서가 있는 중앙 리포지토리

에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최소한 각 자료의 복본 1부를 시스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스톡홀름국제도서관(Internationella Biblioteket in Stockholm, 일명 VIB) : 다언어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하는 웹사이트로 다문화 도서관 문제를 위한 만남의 장소이면서, 언어적, 기술적으로 쉽게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http://www.interbib.se/ 스웨덴국립도서관, 290개의 공공도
서관(1,100개의 분관 포함), 70개의 연구도서관, 약 4,000개의 학교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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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다시 제본하고, 복본을 구입하며, 대체본을 입수하는 것과 같은 방

식을 통해 모든 다문화 집단을 위한 자료의 물리적 수준이 적절하도록 관
리해야만 한다.
4.6 도서 장서를 위한 표준
다음 제안된 표준은 도서 장서와 관련이 있다. 지역의 재정환경으로 이러한 제안 표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 자료가 심하게 부족한 곳에서는 이러한 표준을 목표로 간주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표준을 미래에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개발해야만 한다.
- 일반 지침에 따르면, 확정된 도서 장서는 인구 1인당 1.5권에서 2.5권이 되어야 한다.
- 가장 작은 서비스 거점의 최소한의 장서 수준이라도 2,500권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지침안, 2001년

4.6.1 일반 지침에 따르면, 각 다문화 집단을 위해 제공되는 도서 장서는 일반적인 인
구에게 제공되는 1인당 도서 수와 최소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
규모 집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 많은 1인당 도서가 필
요하다. 이는 효율적이고 더욱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4.6.2 아주 소규모 다문화 집단이거나 또는 넓게 흩어져서 사는 집단인 경우에는
더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문화 자료와 서비스를 중앙집중적
또는 협력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4.6.3 소규모 도서관이 지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표는 다문화 집단마다 1인당
도서를 1.5권에서 2.5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가 극심하게 부족한 곳에
서는 앞으로 이러한 표준을 달성하도록 중장기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4.7 입수 비율(Acquisition Rates)
인구 1,000명당 구입을 통해 추가되는 연간 입수 자료 : 인구 1,000명당 216점 추가
여기에는 ‘도서’와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 기타 형식을 포함한 ‘기타 자료’가 해당되며, 신
문, 정기간행물, 그 외 자료는 제외된다.
영국 문화매체스포츠부 공공도서관서비스 표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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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도서관 서비스에서 일반적인 도서 장서는 다음과 같은 입수 비율이 적용
된다.
인구
25,000명 이하
25,000명~50,000명 사이
50,000명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입수하는 도서 수
0.25
0.225
0.20

인구 1,000명당
연간 입수하는 도서 수
250
225
200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지침서(2001)에서 발췌

4.8 전자 자원 제공
인터넷과 도서관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의 총 수(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인구 10,000명당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 6대
여기에서 ‘컴퓨터’는 인터넷과 온라인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의미한다.
영국 문화매체스포츠부 공공도서관서비스 표준(2008년)
=============================================================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공공접근목록(OPAC)의 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인구 10,000명 이하 - OPAC 1개
∙ 인구 10,001명 ~ 60,000명 이하 - 인구 5,000명당 OPAC 1개
∙ 인구 60,000명 이상 - 인구 60,000명까지는 5,000명당 OPAC 1개, 나머지 인구를
위해서는 인구 10,000명당 OPAC 1개
OPAC에 추가해서 CD/DVD 드라이브로 공공접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제공
되어야 한다.
∙ 인구 50,000명 까지 - 인구 5,000명당 컴퓨터 1대
∙ 인구 50,000명 이상 - 인구 50,000명까지는 5,000명당 컴퓨터 1대, 나머지 인구를
위해서는 인구 10,000명당 컴퓨터 1대
이 표준에서는 최소한 컴퓨터의 절반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컴퓨터는 프
린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호주 퀸즐랜드 공공도서관 표준 및 지침, 2004년

4.8.1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된 도서관 시스템에서 모든 다문화 공동체는 글
로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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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모든 공공 컴퓨터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문화적인 성능을
가져야만 한다. 문서 작성프로그램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는 다양한 언어의 문자를 지원해야만 한다. 표준
키보드를 다양한 문자로 설정할 수 있거나 컴퓨터 상에서 가상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
러나 모든 운영시스템이 모든 언어를 지원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운영
플랫폼을 가진 독립된 컴퓨터와 같이 지원되지 않는 언어를 위한 대안적인
입력 수단이 필요하다.
4.8.3 인기 있는 다언어 데이터베이스는 가능한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공자와 협상해야만 한다.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 때문
에 네트워크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CD나 DVD와 같은 대
안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4.8.4 모든 도서관은 봉사 대상인 지역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언어로 된 웹페이
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언어로 된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문화적 규범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자
문을 받으면서 개발해야만 한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용자가 처음 접하게 되
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국제화하는 것이다. 색상, 소리, 이미지 등과 같은 특
정한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인물 사진, 동물 그림, 국
기, 애니메이션은 제한해야 한다. 날짜 및 시간 형식, 폰트 크기, 이름과 주소
의 수정 형식, 언어 태깅과 같은 기타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8.5 웹은 다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를 알리기 위해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핀란드 헬싱키도서관(http://www.lib.hel.fi/)은
자관의 서비스를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설명하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도
서관의 웹사이트는 영어와 마오리어로 되어있다(http://www.auklandcitylibraries.com/).
더 큰 규모의 도서관은 덴마크통합도서관센터처럼 지역적 또는 전국적 수준으로
대외봉사를 할 수 있다(http://www.indvandrerbiblioteket.dk/). 이 곳에서는 덴마크어와
16개의 언어 및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퀸즐랜드대학도서관의 다문화 중
개 사이트는 19개의 언어로 되어 있다(http://www.slq.qld.gov.au/info/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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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도서관은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폭넓은 다문화 전자 서
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http://www.collectionscanada.ca) 및 호주 Picture Australia

프로젝트((http://www.pictureaustralia,org/)와 같이 원주민 집단의 중요한 문서
와 사진을 디지털화한 장서
∙ 검색엔진, 웹디렉토리, 60개 이상의 뉴스로 링크를 제공하는 호주의 MyLanguage

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정보원(http://www.mylanguage.gov.au)
∙ 이민자와 정착민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전국 및 지역 기반 정보원

- 덴마크 : http://www.finfo.dk
- 핀란드 : http://www.infopankki.fi/
- 독일 : http://interkulturellebibliothek.de/
- 노르웨이 : http://bazar.deichman.no
- 영국 : http://multikulti.org.uk
- 네덜란드 : http://ainp.nl
- 스페인 안달루시아 :
http://www.juntadeandalucia.es/cultura/ba/c/biblioMulticult/espanol/default.asp
- 뉴욕 퀸즈도서관 : http://www.worldling.org

5. 인적 자원
5.1 서론
다문화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대
부분 달려있다. 직원의 역할은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계획의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반영하기 위해 언어 능력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
요하다. 동시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접촉하고 유지하면서, 지역사
회와 협력하는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직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호주 빅토리아주 도서관위원회 : 우리의 다양성에 대한 응답.
빅토리아주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지침서,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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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서관 직원의 능력
공공도서관은 변화하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이다. 공
공도서관 직원은 대인관계기술, 사회 인식, 팀워크, 리더십, 조직의 업무와 절차 면에서의
능력 등 폭넓은 능력과 자격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자격과
능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지역사회의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직원의 배치는 가능한 봉사대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에
특정 민족 출신이 상당수 있다면, 그 민족 출신이 도서관 직원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모든 사회 계층의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IFLA/UNESCO 공공도서관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01년

5.2.1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여러 다문화 집단을 사실상 반영하는 직원들을 확보
함으로써 봉사 대상인 다문화 지역사회를 반영해야 한다.
5.2.2 도서관은 다문화 공동체의 사람들이 현재 고용 기회를 알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행동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5.2.3 도서관 당국은 관련된 언어와 문화 지식,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고
용을 장려해야만 한다.
∙ 고용 장려를 위한 적합한 수단은 지역고용정책의 채택, 특정 직위의 개발,

인턴, 훈련생, 학생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 인력을 고용할 때는 그 직무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과 적합해야 하며,

도서관이 다양한 범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유창한 언변,
쓰기 및 읽기 능력, 풍부한 일반 교양, 문화권 내에서의 높은 수준의 정규교
육, 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 등을 포함한다.
5.2.4 도서관 당국은 직원들의 문화적 지식을 풍부하게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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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해야 하며,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신들
의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5.2.5 도서관 학과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서직 및 관련 분야 수업을
듣도록 장려해야 한다. 도서관 학과는 모든 수업 과정이 다문화 문제를 다
루도록 해야 한다.
5.2.6 적합한 전문 지식을 갖춘 도서관 직원들을 협력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6.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의 마케팅, 홍보, 장려
6.1 읽기쓰기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도서관의 적절한 기능이다. 그
리고 국어와 기타 언어 모두로 읽기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6.2 언제라도 가능한 한 지역사회가 이용하는 언어들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장려
하고 지원해야 한다.
6.3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도서관이 조직한 사회문화적 지역사회 활동,
즉 스토리텔링, 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은 모든 다문화 집단을 위한 것이어
야 한다.
6.4 도서관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그들의 선호
언어로 제공해야하며 모든 다문화 집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지리적
으로 불리한 이들,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 병원 및 교도소를 위한 서
비스를 포함한다. 이동 도서관은 봉사 대상인 지역사회의 인구구성을 반영
하기 위해 다문화 장서를 비축해야 한다.
6.5 도서관의 확대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공장과 기타 작업장을 위한 서비스와 다문화 공동체 조직을 위
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6.6 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다문화 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필요하다면 대
안적이고 친숙한 장소에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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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이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모국에서 유사한 도서관 기능을 이용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민자
들에게 특별히 더욱 절실하다. 모든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
서관 설계 기준과는 별도로 다문화 집단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친
밀감을 가지며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많은 특수 요소들이 있다.
6.7.1 일반대중들의 무료 접근과 서비스 이용. 이는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는 기
본 사항이다.
6.7.2 핵심 이용자 그룹의 언어들로 된 표지판 또는 적절한 곳에 국제적인 상징
으로 우수하게 잘 표시한 도서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이 도서
관을 위해 설계한 신호 도구인 다문화어휘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들이 쉽게 대
화 할 수 있도록 49개 언어로 된 공통적인 도서관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
며, 내려받을 수도 있다(http://www2.sl.nsw.gov.au/multicultural/glossary/).
6.7.3 정기간행물, 신문,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 정보원
6.7.4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케팅 전략은 다문화 공동
체가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해줄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은 자유로
운 다언어 인터넷 접근의 혁신적인 이용, 다언어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대화와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문화 포럼, 지역사회 역량 구축 등을 포함한다.
6.7.5 개가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요지에 위치한 장서
6.7.6 이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된 등록 양식, 연체 통지, 예약 양식, 규칙, 도서
관 이용 안내, 도서관과 이용자의 소통을 위한 기타 양식 등
6.7.7 정보원 리스트와 같은 홍보용 자료. 이는 다문화 집단의 언어로 되어 있어
야 하며,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
6.7.8 지역사회의 다양한 언어를 반영하여 여러 언어로 된 도서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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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도서관 서비스 홍보를 위해 지역사회의 소수민족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과
같은 소수민족 미디어를 이용
6.7.10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다언어 도서관 서비스 홍보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마케팅은 'IFLA/유네스코 공공도서관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01)'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한층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
고하도록 권고한다(http://www.ifla.org/VII/s8/news/pg01.htm).

7. 국제적인 우수사례
많은 나라에서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사례를 확립하였다. 이러
한 실무사례들은 우수실무사례, 권고사항, 정책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세
계 곳곳의 우수실무사례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전달
다문화주의를 위한 캐나다의 방식은 다양성이 캐나다의 기본 가치이며 특성이라
는 원칙에 근거한다. 다문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법률 덕분에 캐나다는 다양성
을 강점 및 혁신의 근원, 점차 작아지는 지구촌에서 영감과 경쟁력을 주는 원천으
로 평가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법령의 핵심 요소이고, 국가의 문화유산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

1971년 캐나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용했다. 이
정책은 이민족문화 단체를 지원하고, 각 개인들이 장애물을 극복하여 캐나다 사회
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2년 캐나다의 다문화적 특성은 새로 채택된 캐나다 권리자유헌장3) 27조에
3)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 캐나다인권자유헌장으로 통칭되는 캐나다 헌법으로 1982년에
완성되었으며 캐나다 국민의 인권, 자유, 민주적 기본권, 평등권, 재산권, 공식 언어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27조에서는 다문화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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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헌법상 인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법원이 “캐나다의 다문화적인 유산을 보존
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헌장을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8년 캐나다는 포괄적인 시민권을 위한 유일한 모델을 확립하면서, 다문화주
의법(Multiculturalism Act)을 선언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다문화주의법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삶에서 모든 캐나다인의 평등을 달성하는 동시에
캐나다인의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이 법은 명백한 소수민족이나 인종문화적인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인에
게 해당되며, 다음 사항들을 위해 노력한다.
∙ 인종차별의 제거
∙ 평등과 문화 상호간의 이해 도모
∙ 통합적인 시민정신 육성
∙ 연방 기관이 캐나다의 다양성에 부응하도록 지원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고용
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등과 같은 많은 기타 법령들도 평등과 존중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모든 캐나다인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들이 사회로 통합되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
토론토공공도서관
토론토공공도서관은 인구 250만 명 이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토론토는 거주
민의 거의 절반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채워진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
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새로 토론토에 이주한 모든 이들 중 거의 절반
은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로 15년 이내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토론토공공도서관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40개의 언
어와 다양한 형식으로 전자 자료를 포함한 장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토
론토공공도서관은 북미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도서관 시스템으로 2006년에 거의 3
천1백만 자료를 대출하였고 그 중에서 16%는 비(非)영어 자료이다. 이러한 다언어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지침서 41

자료의 대출은 2000년 이후 외형상 69%까지 늘어났다.
토론토공공도서관은 또한 지역정부 또는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일련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토론토 사람들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위한 영어
교육강좌, 지역분관에서 영어, 프랑스어 등과 기타언어 즉 벵골어, 러시아어, 페르
시아어, 광둥어, 폴란드어, 우르두어4), 타밀어로 진행하는 이야기 시간, 이주민 어
린이를 위한 회화 프로그램인 ‘영어는 재미있어’5),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구술 및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스토리텔링 서비스인 ‘Dial-a-Stroy’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토공공도서관은 분관에 있는 1,4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며, 이 컴퓨터들은 다언어 가상 키보드를 통해 다언어를 지원한다. 웹 포털
인 ‘NewsConnect'를 통해서는 85개 언어와 147개 폰트로 세계의 신문과 잡지를 이
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은 항상 고향의 소식을 알 수 있다.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 Mijin Kim

덴마크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법(2001년)
2조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이용 자료를 선정할 때 질적 수준, 포괄성, 시사성 등
을 준수하면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자체가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하며,
자료에 표현되어 있는 어떠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견해가 그 결정 요인이 되
어서는 안 된다.
14.2조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기타 관련 기관에 망명자와 이민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요대출센터의 역할
을 한다].
코펜하겐공공도서관
www.bibliote.kk.dk
1960년대부터 덴마크는 유럽 및 영어권 세계 밖에서 상당한 수의 망명자와 이민
자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코펜하겐공공도서관은 이민자의 언어로 된 자료들이
있는 전국의 센터들과 협력하여 관련 언어로 된 도서와 음악 CD 장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은 읽기쓰기를 조금밖에 못하거나 문맹이다. 이런
4) 인도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파키스탄의 공용어
5) English Can B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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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KKB-LYD(코펜하겐공공도서관 오디오부서)는 이민자
의 언어로 된 오디오북을 만들기 시작했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필요한 언어는 아
라비아어, 쿠르드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터키어, 우르두어이다. 오디오북(초
기에는 테이프였고 나중에는 CD로 됨)은 덴마크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위해 판매
되었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판매되었다. 이러한 오디오북 모두는 덴마크어와 영
어로 된 콘텐츠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
오. www.kkb.lyd/about.htm
지난 10년 동안 코펜하겐공공도서관 오디오 부서가 중요시 하는 부분이 변화해
왔고, 이제는 우선적으로 이민자 및 망명자들이 덴마크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것
을 돕고자 한다.
코펜하겐공공도서관 오디오 부서는 출판사와 협력하여 2개 언어로 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덴마크어로 된 텍스트와 오디오 CD + 아라비아어, 쿠르드어, 세르비
아어, 크로아티아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소말리어 등의 기타 언어로 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kkb-lyd.dk/mantra.php.htm
코펜하겐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현재 2살 생일에 도서관에서 초대하는 엽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면 덴마크어로 된 이야기 책
과 CD를 선물받는다.
여러 분관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서들은
각 어린이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도서관을 방문하라고 4번 권유한다. 방
문하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
한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어린이는 새로운 책을 받는다.
www.sprogparten.dk
2008년부터 코펜하겐의 뉴스를 녹음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매일 들을 수
있다.
www.kkb-lyd.dk/daglig
Vibeke Stage and Susy Tastesen
덴마크 코펜하겐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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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공공도서관법에서 발췌
제13조 장서
공공도서관 장서의 내용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해당 도서
관이 봉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다양한 유형의 장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Martin Hallik

네덜란드
읽고 쓰기 능력
네덜란드에서는 150만명(10%)이 반문맹이며, 이는 그들의 읽고 쓰기 능력으로는 일
반적인 서식을 작성하고,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우편물을 처리하고, 정보 리플렛
을 이해하며,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문맹은 전국적으로 주요 문제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적절한 읽고 쓰기 능력으
로 학교를 떠날 것으로 전망되며, 읽고 쓰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맹은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6)는 국가적인 문맹퇴치운동
에서 많은 전국적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문맹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방
및 지역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읽고 쓰기 능력 관련 서비스에 대해
더욱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고, 실무부서와 지원부서의 직원들을 적절히 교육시키고
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도서관은 www.netnieuws.nl/에서 새로 배운 언어와 읽기 능력을 연습하려는 새로
운 독자들을 위해 주간온라인신문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독서와 읽기 연습 프
로그램은 2가지 언어로 되어있다.
일반 대중에게 문맹 문제를 한층 더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는
읽기쓰기재단과 협력하여 ‘Taal Centraal’7) 전시회를 돌아보기를 제안한다. 이 전시
회는 매달 다른 도서관에서 개최되며,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문맹 문제를 널리 알
리기 위해 조직한다.
6)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Netherlands public Library Association) : 1908년 설립된 협회로 네덜란드공공도
서관서비스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2006년 기준으로 292관이며 서비스지점은 1,083곳
이다)만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교육문화과학부에서 크게 지원을 받고 있다.
http://oud.debibliotheken.nl/
7) 사진작가 Chantal Spieard이 찍은 사진의 전시회로 사람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읽고쓰기
재단은 이 전시회를 통해 독서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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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통합법(Law on Integration)이 2007년 1월에 제정되었다.
해외에서 온 모든 시민들 증에서 네덜란드에서 학교 교육을 8년 미만으로 받았다
면 언어테스트와 통합 능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그 정책을 지
역적으로 지원하는 중요 수단이며, 수많은 도서관에 정보제공지점이 설치되었다.
도서관은 통합능력테스트를 위한 툴킷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은 ‘NL kompas'8)
라고 하며,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다.
협력
공공도서관은 널리 보급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기여하
고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자신들이
지역 사회의 중대한 협력자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사회에 정착할
때 매우 중요하다(문화다양성을 위한 비전,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 2006).
Lourina K. de Voogd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

노르웨이
세계화
도서관에서는 세계, 전국, 지역 수준으로 지식과 문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디
지털 혁신으로 도서관 장서를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흐름에는 국경
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형적인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으로 출판하는
것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동시에 점차 세계화되고
있고, 그 영향은 교육, 언어 등을 포함한 많은 사회 영역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
람들은 문화적 일체감, 문화 정체성, 다른 문화와의 대화를 더욱 더 요구하게 될 것
이다(도서관 개혁 2014 - 1부 전략과 혁신, 노르웨이기록관도서관박물관, 2006).
더 큰 포용성, 통합,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강화
도서관은 이민자들을 통합하고 포용하기 위한 정부사업계획과 2008년 합의규정
으로 이민자들이 노르웨이 사회에 더 강력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도서관
8) 네덜란드공공도서관협회가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툴킷
http://oud.debibliotheken.nl/content.jsp?objectid=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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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2014 - 1부 전략과 혁신 1.6 전략, 노르웨이기록관도서관박물관, 2006).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는 러시아어, 사미어9), 핀란드어에 특별히 중점을 두면서
강화되며,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도 자료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핀마크도서관
전략계획 2005-2014).
Kirsten Leth Nielsen
노르웨이 오슬로공공도서관

스페인
스페인 공공도서관서비스 지침서
직원

직원은 공공도서관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 요소이다.
공공도서관에는 충분한 직원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 사항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환경 또는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특
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협력

공공도서관은 고립되어 일할 수는 없다. 도서관은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
고,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력을 위해 다른 도서관 및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활
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Susana Alegre Landáburu
스페인 문화부 조정관, 사서

영국
도서관과 망명자들을 연결하는 ‘당신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cometoyourlibrary.org.uk
서론

‘당신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Your Library, WTYL)’는 2003
9) Sámi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부와 러시아 콜라반도 등 라플란드에 사는 소수민족의 언어. 스스로
는 사메(Saame), 사부메(Sabme)라고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라프족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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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개의 런던 자치구에서 난민들과 정치적 망명자들과 함께 하는 시범프로
젝트로 시작되었다. 망명자들은 이주한 사회에서 커다란 장애를 직면하게 되며,
공공도서관은 그들에게 정보, 언어, 문화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그러나 도서관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통적인 사고방식과 업무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해 졌고,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폴 햄린 재단(Paul Hamlym Foundation)
이 자원을 지금하고 런던도서관개발청과 협력하여 200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
대되었다.
‘당신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의 목표

‘당신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는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수
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
은 다음 사항을 통해 학습을 육성하고 모든 이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업무 전반에 걸친 망명자들의 참여
∙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을 늘리기 위한 협력
∙ 자신감 있고 교육받은 도서관 직원
∙ 현실에 기반 한 우수실무사례 공유
∙ 난민과 정치적 망명자들과 일하는 공공도서관 옹호
프로젝트 사업

프로젝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폭넓은 정책 환경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실무기반 업무를 개선

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도서관직원의 능력 개발
∙ 망명자 공동체와 지원 조직을 자세히 조사하여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장벽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확인
∙ 난민과 정치적 망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도서관 직원 교육

에 대한 인식 제고
∙ 조직화된 테스터 방문과 정보통신기술 부서
∙ 도서관 가입 절차의 단순화
∙ 지역사회가 이용하는 언어, 제2언어로서의 영어, 읽기 지원을 제공
∙ 망명자 공동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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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공동체를 모아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기타 행사, 워크숍 등
∙ 망명자들을 위한 도서관 자원봉사 및 업무 할당
∙ 공유 학습의 지원 및 우수실무사례의 배포를 위한 전자리스트와 웹사이트

개발
영향을 미친 사례

개인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고용 기회 확대 : 망명자의 최소 25%는 2개의 ‘당신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

영합니다’ 참여 서비스 중 직업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고용되었다
(일부는 도서관에, 일부는 다른 분야에 고용되었음).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
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립감을 덜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자신감과 주인의식 : 자신들의 요구가 도서관을 통해서 충족된다는 것을 알

면 망명자들은 주인의식, 신뢰, 참여의사를 높이기에 앞장서면서 옹호자로
서 행동한다.
∙ 다양한 문화 출신의 사람들 간의 교류 확대 : 도서관 직원과 정치적 망명자

들의 접촉 확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는 활동을 위
해 이용되는 도서관 공간, 도서관에 기반을 둔 망명자들의 자원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이주민들을 돕는 기회를 개발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당 : 특히 국가 및 지역 의회차원에서 사

회적 배제를 다루고 사회를 더욱 통합되게 하는 폭넓은 정책과 활동
∙ 다른 분야에서 자금 지원과 학습을 이끌어 내는 협력 : 양쪽 측면의 경험과 실무를

통해 도서관은 프로젝트 및 주업무를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처에 접근하게 된다.
∙ 인력 개발 :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망명자들과 일하는 것과 같이 직원 기반

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장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외봉사를 통해서 지
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일하는 도서관 직원의 능력 개발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 개발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도서관 이용과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며 전략 및 실무 차원에서 장애를 극복
하고자 하는 것이다.
Ayub Khan
영국 워릭셔도서관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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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공을 위한 5가지 전략
이 5가지 전략은 이민자의 성공적인 변화를 도와주고, 지역사회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영향력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전역의 도시와 교외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1. 도서관은 지역 이민자들의 원동력을 이해한다. 공공도서관은 인구 및 지리적
데이터를 공식적인 정보원과 비공식적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다. 도
서관이 새로운 이주민, 그들의 요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 등에 대
한 정보를 이해한다면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협력모형을 효과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은 전통적인 이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민자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발견하고 설명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

2. 도서관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이민자의 가
장 큰 장벽은 언어이다. 도서관은 이 문제를 신호, 웹사이트, 장서, 기본서비
스 제공에서 이주자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제1언어를 이용하는 혁신으로
해결하고 있다.

3. 도서관은 영어실력을 향상시킨다. 능숙한 영어 실력은 이민자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수 세기동안 어린이들의 읽기쓰기 교육을 맡아온 공공도
서관은 그런 경험을 새로운 이민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다. 조기 읽기쓰기 및 가
족을 위한 읽기쓰기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성인영어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생활 능력과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
다. 도서관은 학교 및 기타 학습제공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구직, 건강, 영양 및
기타 삶에 필요한 요구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도서관은 지역 기관과의 관계를 만든다. 대부분의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기관
과 단체들이 있다. 비록 이러한 조직들이 일자리, 교육, 건강 및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최근 이민자들은 그런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
는 경우가 많다. 언어장벽, 지리적 고립 및 문화충격은 명백한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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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전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단체 및 서비스에 이민자들의 요구를 연
결시키고 있다. 사업지원, 건강정보, 학교 참여 등이 대표적 예이다.
5. 도서관은 시민참여를 장려한다. 많은 이민자들은 전통적으로 공공 및 시민생
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서관 회원 등록을 위
한 미국법도 이상하고 놀라운 경험일 수 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새로
운 이민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강력하고, 편견 없는 공적
공간으로서 학문과 탐구에 헌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이주자들과 그
들을 받아들인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Rick Ashton and Danielle Milam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도서관 : 새로 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미국 도시도서관협회 2008년

호주
MyLanguage
MyLanguage는 60개의 언어로 된 검색엔진, 웹 디렉토리, 뉴스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한다. MyLanguage는 뉴사우스웨일즈주립도서관, 퀸슬랜드주립도서관, 사우스오
스트레일리아주립도서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립도서관,

빅토리아주립도서관

VICNET 부서, 북부자치준주, 수도특별주 등이 협력한 것이다.
MyLanguage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개인과 공동체 집단이 온라인 정
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 다문화도서관 서비스이다.
이 양방향 사이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60개 이상의 언어로 검색 엔진, 웹 디렉토리, 뉴스에 공공 접근
∙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개인과 공동체 집단을 위한 교육용 자료. 간

략 보고서 및 인터넷, 이메일, 검색엔진 활용을 위해 번역된 입문서 자료
∙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지역사회를 위해 전통적 서비스와 전자 서비

스 모두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지원. 이는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의 여러 측
면에 관한 지침서, 표준, 보고서, 논문, 회의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 집단, 도서관, 정부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전

문적인 기술정보원 http://www.mylanguage.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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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다언어 어휘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어
진 신호 도구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49개 언어로 된 일반적인 도서관 문구를 포
함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직원과 다양한 언어 배경의 이용자가 의사소통하는 것
을 도와 준다.
http://www2.sl.nsw.gov.au/multicultural/glossary/
Oriana Acevedo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립도서관

【출 처】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제3판
http://www.ifla.org/files/library-services-to-multicultural-populations/publications/multiculturalcommunities-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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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국제도서관연맹 다문화도서관 선언
다문화 도서관 - 대화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나이아가는 게이트웨이
번역 : 조재순(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모든 사람은 점차 더 이질화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세계에는 6,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가 있다. 국제적 이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합
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 증가하는 이주, 더욱 빨
라진 통신, 편리한 교통, 그 외의 21세기 동력 덕분에 이전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다문화적 특성이 증가하여 온 많은 나라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화란 사회나 사회집단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집합을 가리키며,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존하는 방
법,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는 우리
지역사회와 지구촌사회에서 공동체적인 힘의 기반이 된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만인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여
기고 보존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 간의 교류, 혁신, 창의, 평화적 공존의 원천이
다.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풍토에서 문화의 다양성, 관용, 대화, 협력을 존중한
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최고로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관종의 도서관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지지하며 촉
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문화간의 대화와 적극적인 시민 정신에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이 다양한 이해 집단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학습, 문화, 정보의
센터로서 기능한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다룰 때, 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적 정
체성과 가치 측면에서 기본적 자유, 정보와 지식 접근에의 평등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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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글로벌 사회에서 각 개인은 모든 범위의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다룰 때,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 도서관은 문화적, 언어적 유산에 의한 차별 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에게 봉사한다.
∙ 도서관은 적절한 언어와 문자로 정보를 제공한다.
∙ 도서관은 모든 지역사회와 요구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그들은 다양

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숙련된 직원이어야 한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의 도서관정보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도서
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문화적, 언어적으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그룹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에서 소외계층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소수집단, 망명신청자
및 난민,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거주자, 이주노동자, 원주민 등이다.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의 사명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보, 식자, 교육, 문화 등에 관련된
핵심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적 대화를 촉진

한다.
∙ 언어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모국어 사용을 존중한다.
∙ 어릴 적부터 여러 언어를 배우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언어의 조화로운 공

존을 장려한다.
∙ 언어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관련 언어의 표현, 창조, 보급을 지원

한다.
∙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원한다.
∙ 모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 그룹의 통합과 참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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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에서의 정보활용능력, 정보통신기술의 습득을 장려한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 사이버 공간으로의 보편적인 접근을 장려한다.
∙ 문화적 다원주의에 관한 지식 및 우수 실무사례에 대한 교류를 지원한다.

관리와 운영
다문화 도서관은 모든 관종의 도서관이 통합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기를 기대한
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정보 서비스의 핵심 사업
은 “분리”되거나 “부가”된 것이 아닌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며, 항상 지역적 요구
또는 특정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사명, 목적, 우선순위, 서비스를 규정하는 정
책과 전략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종합적인 이용자 요구 분석 및
충분한 자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도서관 활동은 고립되어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의 관
련 이용자 그룹 및 전문가와의 협력이 장려되어야 한다.
핵심 업무
다문화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디지털자원 및 멀티미디어 자원을 포함하여,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다언어적

인 장서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 구전, 토착, 무형의 문화유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문화의 표현과 문화유

산 보존에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 통합서비스로서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능력, 새 이민자 정보원, 문화유산, 이

문화간의 대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정보기관 및 접근 체계를 통해 적절한 언어로 도서관 자원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그룹을 도서관으로 이끌기 위해 홍보를 개발하고 적합한 매체와 언

어로 된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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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와 자원을 이어주는 적극적인 중개자이다. 직원들에게는
다문화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이문화간 의사소통 및 감성, 차별금지, 문화와 언
어 등에 중점을 둔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적 인식을 확립하고 해당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며 의사소통
을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 도서관 직원은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재정, 법령, 네트워크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정
부 및 기타 정책결정 유관 단체는 도서관과 도서관제도를 확립하고 적절하게 기
금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이다. 이 분야의 활동에 관계하는 모
든 도서관은 정책을 개발할 때 관련된 지역, 국가,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정보에 근거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우수
실무사례는 효율적인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를 이끌 수 있도록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선언의 이행
국제 사회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
관정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계층의 정책결정권자와 전세계 도서관계는 이 선언문을 보급하고,
여기에 표명된 원칙과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이 선언은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IFLA/UNESCO 학교도서관 선언,
IFLA 인터넷 선언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2006년 8월 IFLA이사회가 승인하였으며, 2008년 4월 UNESCO “모든
이를 위한 정보화 사업(Information for All Programme)”의 정부간 협의회가 UNESCO
제35차 총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할 권고문과 함께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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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학의 오픈액세스 지원 정책과 실무를 위한 안내서
How to Build a Case for University Policies and
Practices in Support of Open Access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 2010년 2월 발표

모든 도서관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학술지를 제공해 주고 싶어 하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전통적인 학술 저널의 구입 및 구독 비용은 근래에
지나치게 상승하였고, 동시에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대학 및 연구도서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술 저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었고, 오픈액세스
(Open Access)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픈액세스는 무료
로, 즉각적으로 동시에 영구적으로 학술자료의 전문에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자료
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디지털 학술 콘텐츠를 링크하고,
읽고, 다운로드하며,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오픈액세스 콘텐츠는
한정된 저작권과 허용 제한을 가지게 된다.
2002년 2월 오픈액세스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선언서1)가 발표된 이후 오픈액
세스는

그

세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영국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oint

Information System Committee, JISC)2)는 오픈액세스로 인해 각 대학이 얻을 수 있
는 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요약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영국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에 따르면 오픈액세스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높일 뿐
1)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http://www.soros.org/openaccess)는 2002년 2월 14일 출범하면서 오픈액세
스에 관한 정의를 발표하였으며, 오픈액세스 방안으로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액세스 저널을 제시하였다.
2) Joint Information System Committee : 영국 고등교육 분야 및 연구 분야의 정보통신기술활용을 지원하는
기구 http://www.jis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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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서 연구비용을 줄이고 돌아오는 수익도 늘어나게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이점을 상세히 조사하였기에 오픈액세스 움직임에 동참하
고자 하는 국내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위해 이 안내서를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오픈액세스
오픈액세스는 동료 평가한(peer-reviewed) 연구 논문에 무료로 직접 접근하여 이
용하는 것이다. 정의에 따르면 오픈액세스는 저널 논문, 동료 평가한 컨퍼런스 논
문에 적용되지만 실제적으로 단행본의 장, 논문, 연구데이터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안내서는 각 대학들이 오픈액세스의 비용과 이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설
명하고 있다.
오픈액세스로 논문을 이용하면 연구는 한층 효율적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는 연구에 거대한 가시성과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연구자와 대학도 같은 성과를 갖게 된다. 또한 연구 책임자가 연구 프로그램을 감
독,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상에서 재정이 가장 우수한 도서관이라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모든 저널
을 구독할 수 없고, [헌신적인 지원 사업에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연구 도
서관 중 절반 이상이 저널을 전혀 구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논문에
접근하는 정도는 이상적인 수준에서 분명히 저 멀리 떨어져 있다. 영국 연구정보
네트워크3)(Research Information Network)가 최근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많
은 연구자들이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연
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어려움은, 연
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저널 기사를 구독 장벽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점
이다. 이러한 저널은 또한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연구자들의 최고 관심 리스트
에 올라 있다.
현재 구독 기반 시스템으로 된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자들에게 방해가 되기
도 하고, 그 밖의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오픈액세스가 뻗어나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앞으로 시작될 연구성과프레임워크4)는 전체 활동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3)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 7개의 연구위원회, 3개의 국립도서관이 자금
을 지원하는 정책 단일체로 영국의 연구자들이 정보원과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자 하며 연
구자, 기관, 자금제처, 정보전문가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실무관행을 개발하고자 한다.
http://www.rin.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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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이다. 영국 고등교육 분야는 앞으로 예산이 삭감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가시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그 자금에 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영국의 대학이 돈을 더 적게 들이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오픈액세스를 폭넓게 수용하면 대학은 돈을 절약하고,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연구 프로그램은 더 큰 가시성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영국 고등교육계는 매년
최대 115백만 파운드까지 잠재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은 연간 170백만 파운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는 대학이 다양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비용과 혜택
을 추산할 수 있도록 경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서 대안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 수단, 즉 오픈액세스의 비용을 계산하며,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에 걸쳐 각 요소에 대한 비용을 확인하고 책정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경제적인 이익도 책정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이 다
음 각 방식의 경제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오픈액세스 저널[저널에 실린 각 기사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며, 구독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티클을 처
리하는 곳에서 비용을 대거나 기타 자원에서 자금이 제공된다.]
∙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현재의 구독 기반 시스템은 리포지토리에서 무료로 컬

렉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를 통해서 보완된다.]
∙ 오버레이 서비스를 함께하는 오픈액세스[리포지토리에 콘텐츠를 수집하며, 서

비스 제공자는 필요할 때, 즉 동료 검토과정, 교정 및 편집할 때 콘텐츠를 제공
한다.]

4)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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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은 대학과

오픈액세스의 유형
∙ 오픈액세스 저널 :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널. 이 오픈액세스 유형은 ‘Gold’ 오픈액세스5)라고
지칭된다.
∙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 : 연구 논문 컬렉션을 위해 기
관이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리포
지토리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오픈
액세스 유형은 ‘Green’ 오픈액세스6)라고 주로 지칭된다.
∙ 오버레이 서비스를 함께하는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 :
리포지토리에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전
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편집하고 관리하
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기관들이

오픈액세스

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조
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모델을 통
해 대학 내에서 연구 결과
물을 오픈액세스로 활용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
무관행을 소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오픈액세스의 경제적 이익
오픈액세스로 나아갈 때의 경제적 이익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대학 연구 노력을
확대하며, 직접적인 비용 절감하면서 나타난다. 오픈액세스로 인한 절감은 대학
내에서 연구 분야와 도서관 모두에서 나타난다.
연구자들이 웹 상에서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나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정보를 찾는 시간과 논문을 평
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오픈액세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중복 노력을
피할 수 있고, 논문 이용 허가와 저작권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논문을 동료 평가하면서 자문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면서 효율
성을 늘릴 수 있고, 유료 시스템으로 저널 기사를 찾고 평가할 때 소요되는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도서관은 라이선스 협상, 구독 처리, 등록, 결호 추적 등과 같은 다양한 저널 처
리 업무를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 저널은 그런 업무를 처리할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도서관이 인증 시스템 업무와 이용자가 자료를 발견하고 접
5) Gold Open Access : 특정 아티클을 오픈액세스로 출판하기 위해 저자가 비용을 부담
6) Green Open Access : 디지털 아카이브나 리포지토리에 아티클을 저장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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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직접적인 비용 절
감에는 구독 비용과 다른 수단으로 저널 기사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상호대차제
공과 유료제공]이 포함된다.

오픈액세스 이익의 경제적 모델링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가 개발한 모델링 과정은 호주 경제학자 John Houghton과
그 동료들이 고안한 온라인 모델에 기반 한다. 이는 영국 대학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일부 수정되었다.
이 모델링 과정은 ‘학술 커뮤니케이션 처리 모델링: 대학의 비용과 이익’7) 보고
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스스로 오픈액세스의 이익을 모델링해보기를 원하는
대학은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 특히 각각 현저하게 다른
연구 규모와 범위를 가진 4개의 대학을 위한 오픈액세스의 이익을 모델링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영국 대학은 이 실제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 영국의 대학이 오픈액세스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을 보
여주고 있다.

오픈액세스를 위한 경제적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이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수집해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가 있다. 이들은 아래 상자에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모델링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 다양한 업무 처리를 위한 시간과 연구 정보를 구할 때의 비용과 같은 도서관

운영 데이터
∙ 대학 연구 활동에 관한 데이터
∙ 기관 리포지토리에 관한 데이터

도서관 업무 처리 시간은 특정한 일련의 업무를 하기 위해 연간 저널당 소요되
7) Modeling scholarly communication transitions: Costs and benefits for universities
http://ie-repository.jisc.ac.uk/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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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으로 요약된다. 이 업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유형
도서관 관련 데이터
∙ 구독하는 저널 수
∙ 인쇄본만 있는 저널 수
∙ 전자본만 있는 저널 수
∙ 인쇄 및 전자 이중 형식으로 있는 저널 수
∙ 구독 비용
∙ 저널/단행본을 위한 처리 시간
∙ 상호대차와 아티클 구입 비용
연구 관련 데이터
∙ 연간 전체 연구 수입
∙ 연구자의 수
∙ 연구자의 평균 급여
∙ 연간 출판물(대학)
∙ 아티클과 도서를 읽고, 또 작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
∙ 편집자와 편집위원회가 할애하는 시간
∙ 아티클을 동료평가하는 시간

는 장서개발, 라이선스 협상, 구
독 처리, 입수와 등록, 분류, 목
록, 링크, 물리적 처리, 서가 유
지, 대출, 참고봉사, 이용자 교
육, 보존 등이다. 도서관이 수행
하는 이러한 과정은 인쇄본만
있는 저널, 전자본만 있는 저널,
이중 형식으로 있는 저널, 도서
관이 목록이나 링크와 같이 다
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오픈액세
스 저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다. 도서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업무에 일정하게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러한 데이터로 모델링하여 도서
관 운영의 연간 비용을 산출해

리포지토리 관련 데이터
∙ 연간 리포지토리 운영 비용
∙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
∙ 리포지토리 관리자의 연간 급여
∙ 대학이 연간 생산하는 아티클의 수

낸다.
연구관련 데이터는 연구부와
인사부와 같은 대학의 중앙 부
서, 대학의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나온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

면 외부 제3자[예를 들면 서지 데이터베이스]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 모델링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논문에 있기도
하지만, 아티클을 읽고, 작성하며, 동료 평가할 때 소요되는 시간에 관한 데이터는
대학의 연구자에게서 직접 구할 수 있다. 일단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면, 대학의
연구 관련 연간 운영비용을 산출해 낸다.
기관 리포지토리의 운영비용은 소프트웨어 비용, 하드웨어 비용, 리포지토리 운
영과 관련된 직원 비용을 포함한다. 리포지토리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저자 스
스로나 리포지토리 직원, 또는 둘 다 할 수도 있다. 대학이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
에, 납본관리자의 급여는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이다. 하나의 자료를 저장할 때

영국 대학의 오픈액세스 지원 정책과 실무를 위한 안내서 61

걸리는 시간과 저장하는 직원의 급여 등에 근거한 연간 저장 비용은 모델에 의해
계산된다.

대학을 위한 모델링의 성과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가 개발한 모델링을 활용함으로써 대학들은 많은 것들을
산출할 수 있다.
시스템 비용
대학들은 이 모델링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학을 위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처리의 비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동료 평가 의무를 수행하는 연
구자의 가치, 인쇄본, 전자본 혹은 양쪽 형식으로 된 저널을 구독할 때의 도서관
처리 비용 등과 같이 시스템 각 요소의 연간 비용을 산출해 낸다. 영국 대학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비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서관 및 대학 관리자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
비용 절감과 이익
모델링을 통해서 시스템 요소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학이
오픈액세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처리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오픈액세스[오픈액세스 저널, 오픈액세스 리포지
토리, 오버레이 서비스를 함께하는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절감액을 보여준다. 오픈액세스 저널을 대상으로, 아티클 처리 비용의 다양한 수
준을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학이 손익이 평형을 이루
는 비용 지점을 보여준다. 그 지점은 아티클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현재
보다 시스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는 대학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불하려는 아티클 처리 비용의 수준에 대해 지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억제해
야 하는 아티클 처리 비용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모델은 또 다른 유용한 두 가지를 제공한다. 먼저 오픈액세스가 가져다 준 더
큰 효율성으로 인해 대학 연구 시스템에 다시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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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오픈액세스로 인해 연구 과정에서 증가된 효율성의 가치를 계산해
준다. 두 번째로는 훨씬 멀리까지 미치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 준다. 이는 연구
결과가 공개적으로 이용될 때 나타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에 투자한 비용이 다시
수익으로 돌아올 때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가치 측정은 모든 이들이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저널 구독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두 가지에서 그 차이를 측정하면서 이루어진다.
결국 모든 모델링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픈액세스를 적용
한 대학의 이익과 나아가 사회의 이익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남들에게 제시
할 수 있다.
다양한 오픈액세스 방식 수용 시 절감액 또는 비용
(단위: 영국 파운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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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를 위한 리포지토리 관련 방식 모두는 대학에게 더 저렴하
게 작용할 것이다.
위의 그래프는 대학이 모델링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여준
다. 그래프의 수치는 단순한 예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가 발간한 보고
서에서는 대다수의 시나리오에서 절감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출판사가 아티클 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는 예외였다[예를 들면 아티
클 당 1,500파운드 이상인 경우]. 아티클 당 처리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대학은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연구위원회와 웰컴트러스트8)와 같은 많은 연구기금이 일반
적인 연구 기금의 일부로서 아티클 처리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대
학은 그러한 비용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잠재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오픈액세
스를 위한 리포지토리 관련 방식 모두[위의 그래프에서 녹색 막대들]는 대학이 더
저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위 그래프는 모든 오픈액세스 형식
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배제하였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출 처】
How to Build a Case for University Policies and Practices in Support of Open Access
http://www.jisc.ac.uk/publications/programmerelated/2010/howtoopenaccess.aspx

8) Wellcome trust : 민간 연구자금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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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국립도서관 2010-2013년 전략계획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Strategic Plan
2010-2013

네덜란드국립도서관1)은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2010-2013년
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미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
트와 디지털 콘텐츠의 장기 보존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힌 네덜란드국립도
서관은 2010-2013년 전락계획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을 향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
명하였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정보와 사람을 한 곳으로 묶어주고 연
결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선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3가지 비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

판물에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네덜란드의 [과학] 정보 기반시설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장려한다.

그리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의 우선 전략을 수립하였다.
∙ 모든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

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정보기반시설을 강화한다.
∙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한다.
∙ 장서를 유지하고 제공하며 강화한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을 도전적인 조직, 매력적인 직장으로 개발한다.

1) 네덜란드국립도서관(Koninklijke Biblioteck, 일명 KB)은 1798년 윌렘 5세의 개인도서관으로 설립되어
1806년 네덜란드국립도서관으로 선언되었다. 1982년에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1993년 8월 31일부
터는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Culture and Science)의 재정지원을 받는 독립행정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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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각 우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3년에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성취해야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각 항목이 구체적인 만큼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모든 자국민이 어디서나 자국에 관한 모든 출판물과 자국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
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든 국립도서관의 사명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향후 디지털도서관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네덜란
드국립도서관의 이러한 힘찬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서언
국립도서관으로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사명은 사람과 정보를 함께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정보 제공이 점점 더 확대
되고 있는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앞으로
다가오는 4년 동안 디지털도서관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
런 방향을 정했지만, 이제는 활기차게 이를 추진할 것이다.
정보망에서 전통적으로 정보 공급책임이 있는 측(출판사와 도서관)은 변화하는
기대에 적응해야만 하며 정보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도서관들은 이용
자들이 모든 도서관 장서와 디지털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덜란드국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에 주어진 법적 업무로서, 국가 정보 기반시설의
구축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장려하고자 한다. 네덜란드국립
도서관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디지털 출판물과 종이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한다. 물리적 장서와 디지털 장서는 서로를 강화하지만, 디지털 장서
가 분명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정보의 제공이 급격하게 늘게 되면 정보를 장기간 보존해야 하는 디지털 저장소
에 대한 특수한 요구가 생길 것이다. 수백만 개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4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우리가 희망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의 변화와 새로운 능력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이사회 회장

네덜란드국립도서관장

Mr. drs. L.C. Brinkman

Drs. J.S.M. Saveni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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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도서관과 더 나은 정보 기반시설을 향해서

사명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의 국립도서관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정보를 연결해준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접근성, 지속가능성, 혁신, 협력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사람과 정보를 함께 묶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인터
넷은 단기간에 모든 기술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선택
하는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이로 된 정보를 제공했던 도서관의 전통적
인 업무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서관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국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 모두에서 선
구자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가능한 적합하게 이용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잠재력을 최선을 다해 탐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오늘날의 디지털 가능성 덕분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출
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거의 모든 출판물을 포함한 가치 있는 장서를 많은 대중
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는 장서 자체와 장서에 대한 접근이 디지털로 되어 있고, 다른 서비스들도 디지털
로 된 도서관이 필요하다. 즉 다른 말로 하자만 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고속망 덕분에 이용자들은 앞으로 네덜란드국립도서관 뿐만 아니
라 모든 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장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의 국립도서관으로서 2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자체 장서를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임무와 새로운 [디지털] 정보 기반시설의 구축을 장려하는 임무이다. 네덜
란드국립도서관은 앞으로 이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5가지 우선 전략을 세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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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모든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어
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네덜란드의 [과학] 정보 기반시설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장려한다.

2010~2013넌 우선 전략
- 모든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정보 기반시설을 강화한다.
-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한다.
- 장서를 유지하고 제공하며 강화한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을 도전적인 조직, 매력적인 직장으로 개발한다.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장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90년대 중반부터 수많은 디지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이 2010~2013년 전략계획에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디지털 미래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은 학술연구자나 기타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종이로 된 장서를 대규모로 디지털화 하고 어디서
나 누구라도 장서에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서비
스를 막는 장벽은 상당히 낮아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쉽게 찾는 것이다.
이것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예측 가능한 위치에서 웹을 통해 잠재적으로 흥미
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네덜란드에 있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체 정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학 정보
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이들, 즉 학생, 학술연구자, 그
외에도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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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정보기반시설을 상당
히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 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간
의 밀접한 협력이 핵심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이를 위한 국가적 업무를 맡게
되면 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협력에 참
여하는 모든 관계 기관이 자신들의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우수하게 서비
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협력하면, 그 결과 모든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들이 어느 도서관에 등록했는지와 상관없이 [디지털화된] 장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보존
끊임없는 기술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유지해
야 하므로 디지털 정보의 보존은 복잡하다.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장기 보존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서의 개발과 유지
디지털도서관에 집중된 모든 관심 때문에 [때로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종이
장서가 방치되지는 않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종이 장서와 디지털 장서는 서
로를 강화할 것이다. 종이 장서와 디지털 장서를 유지하고, 제공하며 개발하는 것
은 우리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핵심 업무이며, 계속 유지될 것이다.
즐겁고 도전적인 직장으로서의 네덜란드국립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야 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조직 체계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을 더욱 투
명하게 만들고, 디지털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이다.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가진 모든 것은 전통적인 업무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네
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도전과제를 성공시키고, 직원들에게 영
감을 주며 지원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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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하는 정보 세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화의 영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도서관
으로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러한 분야의 발전에 즉시 대응하고 이에 참여하
는 것을 그 업무라고 보고, 다음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용자는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이다.
인터넷 혁명 덕분에 정보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보 공급자와 정보 소비자
의 구별은 원칙 면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출판사, 도서관, 그 이용자들[연구자와 관심 있는 일반 대중 모두]의 역
할에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제 더 이상 과학정보는 학술연구자를 위해 출판
사가 공급하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출판사와 최종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는 도서관이 과학 정보를 제공할 때,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중개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급성
디지털 정보에 대한 요구와 공급은 계속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자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에 하루 24시간 동안 빠르게 접속한다. 이용자들의 검색
행태는 조급함 때문에 많이 결정된다.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 중 절반만이 문서
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있을 때 처음 세 페이지를 살펴볼 뿐이다. 이용자들은 전체
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서 빠르고 연속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검색한다. 이제 이
용자들이 “읽기”보다는 “브라우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디지
털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더 참을 수 없어 한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가능성
이용자의 요구를 가능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서관과 민간업체[구글]는 장서를
대규모로 디지털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한 사항은 비용, 저작권 문제인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별 저작마다 법적 저작권자(들)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은 완벽한 검색 기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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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출력/디지털화 서비스, 온라인 등록을 모두 포함한다. 출판사는 점차 디지털 정
보[태생적인 디지털 자료]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e-교육
과 e-과학 분야에서는 온갖 종류의 장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연구를 위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학술연구자들은 상호간에 연결된 거대한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들을 검
색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는
점차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우선 전략 1
모든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네덜란드에서 출
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십년 동안 네덜란드의 정보 제공 형식은 압도적으로 디지털로 이루어 질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할 때 제일 먼저 웹에 접근할 것이다. 또
한 학술연구에서도 표준은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 연구자, 교수, 학생들은 디지
털로 정보를 검색하고 찾고 처리한다. 그들은 도서관의 종이 장서를 점차적으로
덜 참고한다. 이 것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앞으로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종이 및
디지털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모든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이용자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 목표
- 모든 이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 접근하고 모든 장서를 완전하게
검색할 수 있다.
- 1470년부터의 모든 네덜란드 도서, 신문, 연속간행물을 디지털화 한다.
-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디지털 출판물에 대해 접근을 제공한다.
- 네덜란드에 관한 국제적인 디지털 출판물을 제한된 정도에서 수집한다.
- 장서에 대한 무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해 합의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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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
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일할 것이다. 국립도서관으로서 네덜
란드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한 국제적인
출판물의 일부 역시 수집하고 유지한다. 거대하고 노동 집약적인 도전 과제 중 하
나는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 중 일부는 수많은 네덜란드 대학도서관과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프
로젝트 계획을 이끌어 온 것으로, 1800년 이전 특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1995년부터 태생적으로 디지털로 만들어진 출
판물[웹사이트, 디지털 연속간행물, 전자책 등과 같이 디지털 형식으로만 출판된
출판물]을 수집해왔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러한 과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용자에게 가능한 제한 없이 모든 출판물을 제공할 것이
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출판사 및 권리보유기관들과 긴밀
하게 협력한다.
복합 장서
디지털 세상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 간에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해지고 필요
해 지고 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현재 네덜란드영상음향원2)와 레이
크스미술관3)과 함께 도서관의 디지털 및 종이 장서, 박물관 수집품, 시청각 장서
를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네덜란드국가기록원과도 협
력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Nederlands Instituut voor Beeld en Geluid
3) Rijks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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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2013년에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연간 20백만 명의 방문자들이 인터넷을 검색한 후,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찾을 것이다.
- 일반 대중, 연구자,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 1470년 이후부터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네덜란
드국립도서관이 처리할 수 있는 목록을 소장한다. 이러한 도서들은 점차 디지털 형식
으로 제공한다.
-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문형 디지털화 서비스[요청에 따라 종이 장서에
서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든 네덜란드 도서, 신문, 연속간행물의 10%를 디지털화한다[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90백만 페이지, 다른 기관이 13백만 페이지를 디지털화].
- 다른 기관들이 디지털화 사업을 중복해서 수행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디지털화 등록
부를 유지한다.
- 연구자들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문 장서를 제공한다.
- 모든 네덜란드 태생적 디지털 출판물[20백만 점]의 50%이상을 소장한다.
- 네덜란드 웹사이트 10,000개를 수집한다.
-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이미지와 네덜란드에 관한 이미지 장서는 40,000점에서 600,000
점으로 늘어난다.
- 저작자 없는 저작물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출판사의 디지털 출판물과 디지텉화된 출
판물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네덜란드출판협회와 포괄협정을 체결한다.

4. 우선 전략 2
국가 정보 기반시설을 강화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세계의 가능성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적인 합
동 정보기반시설의 구축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은 가능한 한 적합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갖고자 한다. 그러나 네덜란
드의 정보 공급이 분산화 되어 있는 한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정보
세계에서는 모든 네덜란드 도서관의 정보 제공망을 서로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이
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하나의 합동 정보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구축을 위해서는 네덜란드국
립도서관, SURF4),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간의 밀접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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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표
- 모든 이들은 네덜란드 과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종이 장서와 디지털 장서
를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서관에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적인 도서관 통로가
있다.
- 출판사들과 국가적인 라이선스 협정을 맺을 때 참여한다.
- 네덜란드의 과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위해, 라이선스 받은 콘텐츠에 대해 완전하
고 사이트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한다.
- 국제적인 과학 문헌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e-Depot를 통해 접근을 보장
하며,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 가능한 많은 네덜란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술연구자들이 외국 대학의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콘텐츠 또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분산화
현재 공공도서관, 과학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수많은 영역에서 중복되는
장서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 도서관들은 방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제공한다.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장서를 덜 제공하며, 이는 집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참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과학도서관 장
서에 접근하지 않으며, 과학도서관 이용자들 역시 공공도서관 장서에 접근하지 않
는다. 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때로는 출판사와 개별적으
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기반시설의 변경
만약 네덜란드에 하나의 국가적인 정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위에서 언급한 파트너들과 함께 모
든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능한 간편하고 저렴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도서관
장서에 접근할 수 있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모든 장서를 전체적으
로 검색할 수 있는, 완전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 많은 도서관들이 자체적인 로그인 코드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으
며, 또한 모든 정보를 전부 디지털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견한 자
4) SURF : 네덜란드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1987년 여러 대학이 협력하
여 설립하였다. 현재는 60개 이상의 대학, 연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http://www.surf.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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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단순히 개인 컴퓨터로 옮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제한이 따르고, 그 제한은 디지털 상호대차 시에
도 적용된다.
협력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관련 기관들은 국가적인 합동 정보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한다. 모두 함께 가장 효율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위해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은 이와 같은 합동 정보기반시설의 구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자신의 업
무로 여기고 있다.
공동 라이선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점차 많은 국제적인 출판사들에게 그들의 디지털로 된 과
학분야 연속간행물을 국제적인 e-Depot에 장기적으로 저장하라고 제의한다. 네덜란
드국립도서관의 e-Depot는 그러한 국제적인 과학 분야 결과물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한 디지털 저장소이다.5) 오직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만이 네덜
란드국립도서관 건물에서 이러한 연속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우수한 기능을 갖
춘 국가적인 정보기반시설 내에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의 모든 공공도
서관[과 그 이용자들]이 디지털 연속간행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사들과 공동
라이선스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2013년에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과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검색할 수 있으면서,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목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젤란드도서관에서 시행한 시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도서관이 네덜란드국립도
서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허용권한을 제공한다.
- 출판사 및 대학도서관과 협의하여 디지털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예를 들
어 유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준다.

5) 도서관연구소 웹진 43호 최신동향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장기 보존 프로그램 e-Depot’을
참조하시오.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091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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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상호대차를 위해 e-Depot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출판사들과 협정
을 체결한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콘소시엄(UKB)과 협정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e-Depot이 대학도서관들을 위해 최소한 전자저널의 90%를 포함하는 장기보존소의 기
능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
- 네덜란드와 외국 대학의 리포지토리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제공한다.

5. 우선 전략 3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한다.
장기적이고 안전한 저장 설비는 미래에도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전
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핵심이다.
디지털 장서의 저장과 지속적인 접근성을 위해서는 종이 장서와는 다른 요구 사
항들이 있다. 포맷과 기술적인 이용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디지털 정
보는 취약하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정보의 장기 저
장과 접근성 유지를 위한 방법과 기술 연구에서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핵심 목표
-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위해 확장성이 있는 적절한 장기 보존 설비를 갖춘다.
- 다양한 보존 수준을 이용하면서, 모든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출판물과 네덜란드에 관
한 출판물(디지털 출판물과 디지털화된 출판물 모두 포함)을 유지한다.
- 디지털 보존 분야의 응용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선구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안전성과 보존
도서, 연속간행물, 기타 종이 출판물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대기 습도 및
광선과 같은 요인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적의 환경에서도
종이 장서는 손상되기 쉽다. 디지털 장서는 더욱 취약하며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디지털 장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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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때 나타난다. 시스템은 때로 극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며, 이는 디지털 파일
이 미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디지털 출판물의 보존 문제는 복잡하고도 취
약점이 있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디지털 보존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
로 탁월한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디지털 저장소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모든 네덜란드에 출판되거나 네덜란드에 관한 디지털 출
판물과 디지털화된 출판물을 보존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저장소[e-Depot]
는 이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e-Depot은 일부 출판물들의 장기 보존을 보
장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저장소에 있는 출
판물을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높은 장기 보존 비용 때문에 디지
털 저장소 내에서 영구한 접근을 유지해야 하거나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출판사
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e-Depot의 일부인 모든 태생적 디지털 출판물
은 원칙적으로 영구히 저장된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디지털화 프로
젝트의 대량 마스터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태가 나쁜
단일 원본의 마스터 파일에 적용되며 또는 원본을 다시 수집하고 디지털화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적용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2013년에 다음과 같을 것이다.
- 2013년에 운영될 새로운 e-Depot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새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보다
더 많고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 2013년에 디지털화된 모든 네덜란드 도서, 신문, 연속간행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한다
[전체 중 10%].
- 네덜란드의 모든 태생적 디지털 출판물 중에서 50%를 보존한다.
- 총 120백만 점의 디지털 자료를 보존한다.
- 새로운 e-Depot 시스템에서 3개의 유럽 연구개발 프로젝트 결과를 활용한다. 그리고
디지털 보존 분야에서 최소한 하나의 새로운 유럽 프로젝트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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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 전략 4
장서를 유지하고 제공하며 강화한다.
종이 및 디지털 장서의 유지, 보존, 개발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종이 장서와 디지털 장서는 서로를 강화
시킬 것이다.
물리적 [종이] 장서는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이룬다. 반대로 말하자면 디지털
화는 인쇄 형식으로 된 원본 자료의 보존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일부 경우에 디지털 본의 이용 덕분에 원본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다.
따라서 디지털 장서와 물리적 장서를 계속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통해 서로를 강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호관련성은 장서개발을 위한 장서개발
계획과 장서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장서보존계획에 자세하게 제시된다.

핵심 목표
- 2010-2013년 장서개발계획에 제시된 원칙과 우순선위에 따라서 종이 장서와 디지털
장서를 확장한다.
- 네덜란드의 역사, 문화, 사회 분야에 관한 풍부한 장서를 갖춘 선도적인 과학 도서관
으로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다.

장서 개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2010-2013년 장서개발계획에서 세 가지 변화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인쇄 자료에서 디지털 자료로의 변화이다. 디지털 장서는 인쇄자료 장
서와 관련하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둘째로, 이미 지난 전략 시기에서 시작된
네덜란드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초점이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 가능한 한 장
서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을 줄일 것이다. 각 출판물의 한부씩만 수집할 것이며
디지털 본을 선호할 것이다.
보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네덜란드의 역사, 문화, 사회 분야에 관한 풍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국가적인 위치에 서기를 희망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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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분야의 연구자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문화 및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친숙함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
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를 위해 과학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는 물리적 차원과 디지털적 차원을 통합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장서에 주
목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 건물은 살아있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유지와 보존
장서를 현재와 미래에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
표를 위해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장서보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종이 장
서와 디지털 장서 모두에 대해 자세히 제안하고 있으며 이런 장서들을 어떤 수준
까지 보존하며 유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초점은 디지털 장서를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특수 장서에서 나온 일부 자료를 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2013년에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장서 개발은 2010-2013년 장서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된다.
- 네덜란드의 역사, 문화, 사회 분야에 대한 풍부한 장서를 갖춘 선도적인 과학 도서관
으로서 국가적인 명성을 가진다.

7. 우선 전략 5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을 도전적인 조직, 매력적인 직장으로 개발한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과 직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
요하다. 디지털 형식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직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네덜란
드국립도서관의 문화는 점차 개방적이 될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으로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과제이다. 업무 처리가 능률적이
될 것이며, 기능은 변하고 직원들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네덜
란드국립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유연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능력
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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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표
- 디지털도서관의 개발에 일부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직원 정책을 추구한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직원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다.
- 직장 문화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하고 협력에 중점을 둔다.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개방된 문화
디지털도서관으로의 변화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다시 살펴보도록 만들었다. 네
덜란드국립도서관은 혁신, 유연성, 협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전적이고 개
방적인 직장 문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도서관 활동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20%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지난 전략 계획 시기에 마련한 전략 직원 계획을 계속하고
확장하여 직원 재배치를 실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을 통해 국가적 파트
너와 국제적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이 생길 것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직원은 디지털도서관의 개발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을 습
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지원을 받을 것이다. 교육 기회제공, 직원 재교육
또는 추가 교육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추구하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
한 전제조건이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높은 수
준의 포부를 가진 매력적인 직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2013년에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새로운 조직 체계는 적합한 위치에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과 함께 운영된다.
- 가능한 국가적 파트너, 국제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2개의 [관리자] 교육 집단을 교육
한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이라는 것을 직원 조사를 통해
서 명확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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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과 건물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이 전략계획에서 설명한 업무 변화는 재정과 건물(housing)에
중요한 결과를 야기한다.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자원의 내부적인 배치와 e-Depot의
체계적 재정 지원은 가능한 변화해야 한다.
신규 건물의 가능성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전체 장서[종이 장서와 디지털 장서]는 헤이그에 위치한
네덜란드국립도서관 건물에 저장되어 있다. 새로운 저장소는 종이장서가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측하면서 2006년 개관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충분힌 저장 설비가
될 것이다. 디지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종이 장서는 다소 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2020년부터 저장 용량이 문제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전략 기간 동안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건물이나 추가 저장
공간의 구축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e-Depot의 비용
e-Depot 디지털 저장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다. 다음 전략 시기
에는 이러한 조직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매해 평균 2백만 유로가 필
요할 것이다. 태생적인 디지털 출판물과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로 만들어진 마스터 파일의 수는 2010년부터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계
획에 따르면 새로운 e-Depot은 2013년부터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을 조직
적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하였다.
장기 예산
2010~2013년 예산은 희망했던 전략개발을 반영한다. 디지털도서관에 할당하기
위해 직원 비용 항목에서 매년 0.8백만 유로[이는 13.8명의 전일제 직원 또는 정규
직 직원의 5%임]를 전환할 것이다. 이는 직원 비용과 다른 자원 비용이 될 것이
다. 재료비 항목의 1백만 유로는 디지털도서관 개발을 위해 전환될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전체 비용은 위에서 언급된 0.8백만 유로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
이다. 왜냐하면 기존 직원과 자원 역시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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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정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디지털도서관에 기여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e-Depot을 위해 아직 조직적으로 충분하게 재정이 지원
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 비용
(단위 : 1,000유로)
비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직원 비용

19,964

20,363

20,771

21,186

재료비

31,290

31,290

31,290

31,290

장서 예산

1,544

1,544

1,544

1,544

총계

52,798

53,197

53,605

54,020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수입
(단위 : 1,000유로)
수입
교육문화과학부 지원금
기타 자원
추가 재정지원
금융 수입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6,208

46,607

47,015

47,430

740

740

740

740

5,600

5,600

5,600

5,600

250

250

250

250

25,798

53,197

53,605

54,020

【출 처】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Strategic Plan 2010-2013
http://www.kb.nl/bst/beleid/bp/2010/index-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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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Online Guide to Open Access Journals Publishing
코액션퍼블리싱, 룬드대학도서관 개발
스웨덴국립도서관, 노르드비브 지원
2010년 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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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인해 도서관은 그 대
안으로 오픈액세스1)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픈액세스 저널은 학
술자료 전문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널이다. 오픈액세스
저널의 이용은 학술자료 원문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서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연구 성과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도서관 역시 비용 절감이
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야 하는가? 이러한 분야가 생소한 도서관, 소규모 연구기관, 학술연구자들은 막연
하기만 하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
내서’가 2010년 2월 발표되었다.
여러 북유럽 기관들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안내서는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으며
1) 도서관연구소 웹진 52호 정책자료 ‘영국 대학의 오픈액세스 지원 정책과 실무를 위한 안내서’를 참조하
시오.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1004001.html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85

독립적인 오픈액세스 저널을 출판하려는 도서관을 포함한 소규모 연구기관 또는
학술연구자들을 돕기 위해 실제적인 정보와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학술 저널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안내서 전체를 읽어도 되지만 필요 부분만 찾아서 읽어도 상
세하고 실제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서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되었기에 일부는 북유럽에만 적용되는 면이
있으나 대부분은 전 세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안내서는 전문적인 학
술 출판인과 사서들의 경험과 우수실무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현장 적용에도 적합
하다고 한다. 국내 도서관계도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안내서를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안내서를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2010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국인 스웨덴국립도서관이 이 안내서를 개
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스웨덴국립도서관은 스웨덴 대
학 및 연구기관의 학생, 연구자, 교수들이 자신들의 연구저작물을 오픈액세스로
출판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서론
안내서 소개
이 안내서는 오픈액세스 학술 저널 출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한 저널 제목
하에서 동료 평가하여 출판된 과학 논문을 “오픈액세스 저널”이라고 지칭한다.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는 웹 기반이며,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
는 특정 분야를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는 활성화된 문서이다. 각 장은 동일한 주제
에 대해 추가 정보원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용을 위해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과 도구, 웹사이트와 기타 문서, 다른 편집팀에서 제공한 것으로 정보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와 우수사례 등을 볼 수 있다. 가능한 곳에서
는 긴 텍스트를 대신해서 도표, 차트, 그림,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였다.
이 안내서는 활성화된 문서이다. 이용자들은 각 페이지 아래에 있는 ‘우수실무사례
를 공유하세요’2)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우수실무사례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깨어진 링크
를 발견했다면 왼편에 있는 '연락' 메뉴를 이용하여 알려주기를 요청한다.
2) Share your be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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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서의 출판
이상적으로는 우수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리스트 형식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술 저널의 출판과 론칭은 그렇게 정돈된 체계가 아
니다. 이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 내에서
당연히 순서대로 따라야 하는 일부 과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활동들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시스템 내의 활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
를 들면,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한 활동의 결과가 다른 활동에는 입력 값이 될 수
있다. 대형 출판사는 출판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활동을 관장하는 다양한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학술출판사나 학술팀은 여러 활동들을 앞뒤로 모두 수
행하면서 출판할 것이다.
출판 시스템은 복잡하고 소집단에게는 위압적일 수 있으므로, 출판하기 위해서
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누가 그런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시스템 내에서 다른
활동들을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 이 안
내서를 작성하였다. 참고로 이 안내서는 앞뒤의 각 장을 서로 참조하면서 작성되
었다.
방법론
출판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IDEFØ modeling tool’을 적용하였다.3)
원래는 기술 시스템과 비즈니스 재구축을 위해 고안된 이 모델링 도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한 Bo Christer Björk4)가 ‘The Scientific Communication
Life-Cycle model’을 출판할 때 적용하기도 했으며, Houghton 등과 작성한 영국합동
정보시스템위원회 2009년 보고서 ‘Economic Implications of Alternative Scholarly Publishing
Models: Exploring the Costs & Benefits’5)를 출판할 때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출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의 식별이며, 각각의 활
동에 대하여 입력, 성과, 입력을 성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 그러한 변환에 대한
제어 역시 확인시켜 준다. 이 모델은 또한 어떤 활동의 결과가 다른 활동의 시작
3) “IDEFØ Process Modeling Methodology by Robert P. Hanrahan, Software Technology Support Center,
http://www.stsc.hill.af.mil/crosstalk/1995/06/IDEF.asp 참조
4) http://www.sciencemodel.net/
5) http://www.jisc.ac.uk/publications/reports/2009/economicpublishingmodelsfinalrepor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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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지점을 보여줌으로써 활동들 간의 접점을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분석
이 필요하다.
안내서 이용법
이 안내서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실행할 출판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안내서를 읽는 출판인들의 요구, 능력, 경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안내서는 책처럼 반드시 처
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도록 작성되지는 않았다. 이 안내서를 서론부터 읽
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는 활동(주제)을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탐색 도
구를 이용하면 된다.
항상 웹 페이지의 왼쪽에는 계획, 구축, 론칭, 출판, 관리로 구성된 5개의 핵심
장으로 이끄는 메뉴가 있다. 이 각 장은 다시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장
상단에 있는 상자는 각 장이 포함하는 항목 리스트이다. 각 항목의 상단에는 각
장의 상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역할
이 안내서는 ‘당신’을 위해 작성되었고 ‘당신의 저널’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저널을 출판하려고 하거나 한 적이 있는 편집장이라고 가정한다. 따
라서 다른 이들은 당신이 저널을 편집하고 출판할 때 보조할 것이다. 이 안내서는
저널을 출판할 때 해야 하는 업무들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많은 출판자의 역할
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거나 각 역할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할당하고 또는 연구팀원과 역할을 나누어 수행할 수도 있다. 어
떻게 이러한 역할을 위임할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 몫이다.
편집장 - 저널 편집에 대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편집장은 저널의 학문적 질적 수준,
편집의 질적 수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지며, 편집위원회와 편집팀도 총괄한다.
부편집장 - 부편집장은 편집장과 함께 저널의 편집물을 관리한다.
보조 편집자 - 일반적으로 학술 출판인들은 대학원생이나 젊은 연구자에게 저널에 대한
보조 업무를 지시한다. 보조 편집자는 질의응답에 답하고, 동료 평가를 통해
원고를 진행시켜 나가는 일(예를 들면 편집장이 평가해 줄 동료를 지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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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편집자가 평가자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나중에 원고를 보내낸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편집주간 - 일반적으로 편집주간은 보조 편집자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처리하지만,
보통 편집장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을 내리거나, 저널 재정 혹은 기타
관리 측면에 있어 일을 할 수도 있다.
제작 편집자 - 저널을 출판할 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작 과정을 관리하는 일
이다. 제작 편집자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한다. 편집장 혼자 처리할 수
도 있지만, 뛰어난 IT 능력을 가진 젊은 연구자나 대학원생이 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교열 편집자 - 교열 편집자는 저널 양식과 배열에 따라 올바른 참조 시스템을 적용했는
지에 대해 교열을 볼 것이다. 교열 편집은 또한 편집자들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편집을 해야 될 때도 있다.
배열 편집자 - 배열 편집자는 그림과 표를 포함한 원래의 원고로 저널을 구성하고, 논
문에 필요한 하이퍼링크를 활성화 시킨다. 그리고 출판할 수 있는 다양한 형
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판 제작자(Typesetter) - 판 제작자는 외부 직원으로서 배열 편집 및 적당한 형식의 원
고를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판 제작자는 또한 교열 편집 및 PubMed
Central(의학 저널)이나 다른 아카이브와 같은 제 3자에 원고를 배포하는 역
할도 담당한다.
기술지원 -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주듯이, 저널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문제, 즉, 웹사
이트 구축, 도메인이나 URL 구축, 출판 플랫폼 구축 등의 일을 담당한다.
마케터 - 팀에서 누군가는 저널이 잘 알려지도록 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이 업무는 팀의
일부 혹은 모두가 맡아야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맡길 수도 있다. 혹은 편집장이 콘
텐츠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홀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홍보 - 때에 따라 저널에 대해 언론 홍보나 혹은 공개적인 공표를 할 수도 있다.
재정 담당자 - 만약 저널에 대해 자금 거래가 있다면, 수익을 집계하고 인보이스를 발
행하며, 계좌 관리 및 출판팀과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해 재무 보고를 하는 책
임을 지는 사람을 지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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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와 자금 지원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는 코액션퍼블리싱 출판사와 룬드
대학도서관 본부의 합동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또한 북유럽
도서관 프로젝트 ‘Aiding Scientific Journals Towards Open Access Publishing(NOAP)’6)에
도 참여했다.
안내서를 위한 재정은 스웨덴국립도서관의 학술출판을 위한 오픈액세스 프로그
램7)에서 조달되었고, 기술적인 해결책은 NOAP 프로젝트에서 지원받았고 그 다음
으로는 노르드비브8)에서 지원받았다.
안내서에 대한 정보
이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와 제안들은 전문 출판자인 저자들과 사서들의 경험,
북유럽 국가들의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한 우수실무사례, NOAP 프로젝트와 오픈액
세스 저널 출판에 관한 수많은 현재 정보원에서 나온 데이터에 기반하였다.
처음에 언급한 대로, 오픈액세스 출판에 관한 여러 안내서들이 이미 있었고, 그
안내서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다음 안내서들을 유용하게 이용하였고, 이용자들이
다음 안내서들을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 Open Society Institute (2003) Model Business Plan: A Supplemental Guide for

Open Access Journal Developers & Publishers.
∙ Open Society Institute (2003) Guide to Business Planning for Launching a New

Open Access Journal (Edition 2).
∙ Open Society Institute (2003) Guide to Business Planning for Converting a

Subscription-based Journal to Open Access (Edition 2).
∙ Public Library of Science (February 2004) Publishing Open-Access Journals.

http://www.plos.org/downloads/oa_whitepaper.pdf
∙ David Solomon (2008), Developing Open Access Journals: A Practical Guide.

Amazon.com 혹은 Chandos 출판사를 통해 구입 가능.
6) http://www.ub.uit.no/wiki/noap/index.php/Main_Page
7) OpenAccess.se - Scholarly Publishing : 스웨덴의 대학에서 연구자, 교수, 학생들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http://www.kb.se/OpenAccess_english/
8) Nordbib : 북유럽 지역의 학술 및 과학 정보 오픈액세스를 위한 연구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으로, 오픈액세스에 대한 북유럽협동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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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n Stranack (2008) Starting a New Scholarly Journal in Africa.
* 주 : 이 안내서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비(非)아프리카 저널에 활용하기 적절함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안내서의 이용자들이 그들의 우수실무사례를 제공해주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일부 오픈액세스 저널 사례들은 이미 ‘David Solomon’s Developing
Open Access Journals: A Practical Guide’9)나 First Monday10)의 여러 호에 걸쳐 선보
여진 바 있다. 또한 NOAP 위키피디아에서 늘어나는 북유럽 지역의 오픈액세스 저
널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11) 이 저널 중 대부분은 주로 대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학술 출판인이나 소규모 연구팀이 출판한 것이다.

1. 계획
프로젝트 계획에서 성공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공적인 저널 역시 견고
한 사업 계획에서 비롯된다. ‘사업 계획’이란 말에 저널이 그 자체로 사업이라거
나, 어떤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에 관한
저널인지, 저널의 발간 배경은 무엇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떤 사람
들이 참여하며 그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상 독자들은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독자들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사업계획은 저널의 론칭 및 출판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핵심 문제
들을 고려하였으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사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증하
는 것이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편집 직원, 마케팅, 재정 및 제작 직원 등 모든 팀원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 설명할 활동의 주 성과는 바로 사업 계획 그 자
체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은 저널의 론칭과 운영을 위한 제안서에 대한 집단 정보
이며, 3년간 예산, 저널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설명, 시장 분석, 간략 운영 계획
등과 같은 기타 결과들 또한 이 활동들을 통해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널을 론칭하고 출판할 때 수행해야 하는 거의 모든 기타 활동들에 중요한 입력
9) http://www.britannica.com/bps/additionalcontent/18/32637854/Developing-Open-Access-Journals-A-Practical-Guide%C3%84%C3%AC-David-Solomon
10) http://firstmonday.org/htbin/cgiwrap/bin/ojs/index.php/fm/index
11) http://www.ub.uit.no/wiki/noap/index.php/Nordic_Journals_using_O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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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또는 제어 수단이 될 것이다.
편집팀과 출판팀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금을 조달하고 잠재적 파트
너들을 구할 때에 잘 쓰인 사업계획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 계획을 작성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 역시 살아 숨쉬는 문서라는 사실이다. 관련된 생산
품, 시장,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므로 이따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정 보고서’(5.1 저널 재정 관리 참조)와 ‘마케팅 보고
서’(4.5.1.4 마케팅 보고서 작성 참조)같은 결과물이 나중에 사업 계획을 수정할 때
입력 값이 될 것이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최고의 도구 중 하나는 ‘사업계획모델: 오픈액세스 저널
개발자와 출판인을 위한 추가안내서’12)이다. 이 문서를 읽어보기를 간곡히 권유한
다. 그러나 경험으로 보면 이 안내서를 완벽히 따라하거나 할 수 있는 학술연구자
들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활동만을 선정하여 아래에
서 설명하였다.
사업 계획 내용
사업 계획은 대체로 7개의 핵심 요소를 가지며, 그 각 요소들을 장마다 설명해
두었다. 7개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개념 - 저널을 론칭하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널의 목적과 범위

는 무엇이며, 저널이 연구계 및 혹은 다른 이들에게 제공해 줄 것은 무엇인가?
∙ 시장 분석(독자층 및 저자들) - 누가 저널을 읽고 또 누가 저널에 기여할 것

인가?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어떻게 많은 충실한 저자와 독자층을
확보할 것인가)?
∙ 관리 설명(편집자들) - 누가 저널을 운영하며 그들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는 특정한 능력과 자원은 무엇인가?
∙ 운영 계획 - 매일같이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 매일의

업무는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
∙ 재정 계획 - 저널은 얼마만큼의 재정 비용이 들 것인가? 이 비용은 어떻게
12) Model Business Plan: A Supplemental Guide for Open Access Journal Developers & Publishers by the
Open Society Institute http://www.soros.org/openaccess/oajguides/oaj_supplement_0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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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재정계획은 저널의 기반이 되는 재정 모델을 반
영하는 3-5년 간의 예산을 포함한다.
∙ 사업 전략 - 제한된 자원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기타 목적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 위험 관리 - 성공을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그에 맞설 것인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위의 문제에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움이 될
여섯 가지 활동들을 권고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저널 계획을 설명하라, 2)시장
분석을 하라, 3)재정 모델을 고려하라, 4)사업 전략을 정의하라, 5)3년간의 예산을
마련하라, 6)SWOT 분석을 실행하라.
1.1 저널 계획의 설명
사업 계획은 계획된 저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음
의 정보들이 설명에 포함될 수 있다.
∙ 제시할 제목/가제
∙ 다룰 분야/틈새시장
∙ 일반 목적과 범위(필요하다면 나중에 정의해도 됨. 2.3.4 목적 및 범위 작성

참조)
∙ 전자판만 제작하거나 혹은 전자판 + 종이판 제작
∙ 연간 발행할 호 수/또는 출판할 인쇄물 수
∙ 저널에 이용하기로 계획한 언어

차후 편집 기반을 구축할 때(2.3 편집 기반 구축 참조)나 저널 개요(2.3.3.1 저널
의 개요 작성 참조)를 작성할 때, 이 일반적인 설명이 앞으로의 가공을 위한 출발
점이 될 것이다.
1.2 시장 분석 수행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은 저널이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장에서의 기회를 심
도 있게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본질적으로, 시장 분석을 통해 저널의 론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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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좋은 것인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시장 분석은 최소한 세 가지 주요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첫째, 저널을 둘
러싼 출판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새로운 저널에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셋째,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고 잠재적 독자 및 기사제공자와 만날 것인가? 등이다. 시
장 분석을 도와 줄 수 있는 일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출판 동향

∙ 같은 분야에 어떤 저널들이 존재하는가?
∙ 그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 그 저널들은 성공적인가?
∙ 같은 분야에 오픈액세스 저널들이 이미 존재하는가?
기회

∙ 확립된 연구 문헌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틈새시장은 어디인가?
∙ 이미 확립된 저널들이 해당 분야 독자들과 제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 저널이 다루는 연구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가? 연간 얼마나 성장하는가?(최

소한 한 명의 경쟁자를 위한 여지는 늘 남아있다)
∙ 저널은 보통 세 가지 계층에 따라 범주화된다.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계층

이 있는가?(예를 들면 하나의 최상위급 저널이 존재하고, 수많은 하위급 저
널들이 존재하지만, 2등급 저널은 없다)
∙ 무엇으로 이 저널이 다른 경쟁 저널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인가?
∙ 독자들과 제공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오픈액세스가 될

수도 있다!)
시장 진입

∙ 어떤 독자들이 이 저널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누가 저널에 논문을 제공할 것이며 제공 집단은 얼마나 클 것인가?
∙ 어떤 방식으로 목표 독자와 제공자에게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가?

위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당신이 제안한 저널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알게 될 것
이다. 이 답변들로 인해 실제적인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성공적인 저널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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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도록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SWOT 분석13)(1.6 SWOT 분석 수행 참조) 또한 시장 분석에 도움을 줄
것이다.
1.3 사업 전략 정의
사업 전략이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기타 목적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업 전략은 사업 모델(재정 모델)과 운영 계획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남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수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대개 저널
의 생애 과정 동안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단기 전략 및 장기 전략 모두를 포
함하여 보는 것이 편리하다. 사업 전략은 당신이 선택한 재정 모델(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대로 재정 모델은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업 전략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사례 A : 저널 A는 학회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학술협회에서 재정적인 지
원을 받는 의학 저널이다. 저널 A는 제작 활동(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과 기술적 지원을 아웃소싱함으로써 편집팀이 양질의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추
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저널 A
를 양질의 출판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널 A의 전략이
다. 해당 분야에서 저널 A가 선호되는 출판 매체로 인정되면서, 출판비가 수
익이 되어 나중에는 학회에서 받은 자금을 대체하거나 그보다 늘어날 것이다.
사례 B : 저널 B는 소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받는 인문사회 저널이다. 저널 B의 사업
전략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오픈 소스 출판 시스템과 지역 연구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호스팅, 저널을 위
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포함하며, 이들 중 어떤 이들은
특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저널팀에 대한 협력을 구하면서 편집자는 성공
적인 저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다. 효율성
을 보장하기 위해 워크 플루를 조심스럽게 확정할 것이며 원고 교열과 같은
업무는 저자들이 맡을 수도 있다.

13) SWOT 분석 :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
협(Threat) 요인은 규정하고 이틀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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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정 모델 고려
“오픈 엑세스 저널을 위한 재정 모델 내에는 단일한 구성 요소가 거의 없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해 복합적인 구성 요소들이 조합될 것이다. 하지만 실
무에서 일부 구성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보다 상호보완적이기는 하다.”
출처 :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튜터트 모델 비즈니스 플랜

오픈액세스 출판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논의되는 것은 재정
모델이 무엇인가이다. 현재로서는 유력한 재정 모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
운 저널 론칭을 고려하면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안을 완화시
키기 위해, 전통적인 출판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모델이 있다는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구독 모델이 가장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저널들이 구독을 통해서 자
금을 조달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저널들이 학계의 지원, 광고 수익, 상업용 재판
및 기타 수익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출판 산업의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따르
면 새 저널이 구독 수입에서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5-6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장래의 오픈액세스 출판인으로서 처한 상황은 구독 저널을 론칭하는 팀이 직면한
상황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
현재 학술 출판인들의 재정모델은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와 현물 지원에 대부분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출판 비용(때로는 논문 처
리 비용이라고 지칭)을 받기도 하고 자금 지원기구(예를 들면, 미국국립연구위원회
또는 대학/학회)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함된 다른 모든 것들에
다음과 같은 가능한 자금원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 제품(재판 혹은 허가)
∙ 광고
∙ 자금 모금(기부금)
∙ 학회 보조금
∙ 회원 회비와 기타 학회 기금
∙ 출판 비용/혹은 제출비용
∙ 기금
∙ 후원금
∙ 구독 수입(인쇄본의 경우)

96 외국도서관 정책자료Ⅳ

위 내용 외에도 Open Access Directory14)의 “OA journal business models”15)에서
점차 늘고 있는 재정 모델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
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보여준다.
자금 조달 선택안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 팀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
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분야나 영역에서도 당연히 기회가 있을 것이
다. 사실상, 오픈액세스 저널을 위한 자금 조달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만약 출판 비용/혹은 제출 비용을 도입하기로 선택했다면, 충성도가 있는 저자
기반을 구축하고 저널이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성을 가지기
전까지 낮은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재정 모델 선택은 사업 전략을 특징지을 것이며, 동시에 사업 전략의 선택은 재
정 모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1.3 사업 전략 정의 참조).
핵심 고려 사항

∙ 저널이 출판되는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 분야의 다른 오픈액세스 저널 혹은

이전에 페이지 당 돈을 내야 하는 저널에서 출판 비용을 내던 것에 익숙한가?
∙ 관련 연구위원회나 대학에서 (오픈액세스) 저널의 출판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 주는가?(5.1.1 기금 신청 참조)
∙ 해당 대학/기관 도서관에서 오픈액세스 저널을 위한 호스팅을 제공하는가?
∙ 저널의 웹사이트에서 웹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어떤 형태의

웹 광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가?
∙ 저널이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인쇄판 구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1.5 예산 작성
매년 계획된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는 3년간의 예산을 작성해보면 단기간에 걸친
저널의 재정 건전성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3년간의 비용과 수익은 상당히 달
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픈액세
스 저널을 시작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디지털 출판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실행 경비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요구되고 필요한지에 달려있다. 이
것은 첫 해 예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큰 액수의 1회성 비용이다. 그러나 만약 재정
14) http://oad.simmons.edu/oadwiki/Main_Page
15) http://oad.simmons.edu/oadwiki/OA_journal_business_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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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구독과/또는 출판비용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자금이 거의 없을 때는 그런
비용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다음은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스스로 고려해보면 도움이 될 질문 사항이다.
∙ 저널에 대한 재정상 목적(손익균형, 약간의 이익 창출, 혹은 기타)은 무엇인가?
∙ 팀 내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활동은 외부 파트너에

게 아웃소싱 할 것인가?
∙ 장단기 재정 상황은 어떤 모습인가?
∙ 저널의 성장 계획은 무엇인가(매년 제출되는 논문과 출판되는 논문이 몇 부

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안은 저널의 예산 책정을 조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며, 그 안
에는 어떤 유형의 비용(예를 들면, 아웃소싱)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비용 충당
또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유형의 수익이 필요한지가 포함될 것이다.
예산을 작성할 때, 비용과 이익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Roger Clarke(2007)은 그의 저서 “The cost profiles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journals publishing”16)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확인하였고,
그 비용들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 규명하였다.
∙ 설립 비용
∙ 제출 관련 비용
∙ 논문 관련 비용
∙ 호(issue) 관련 비용
∙ 일반 경비
∙ 기반시설 유지 비용
∙ 금융 비용

‘1.4 재정 모델 고려’의 수익원을 상기하면서,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 예산상의
수익을 구별하라. 예를 들면 매년 들어오는 수익(예, 기금)과 제출, 출판 시에 그리
고 페이지 당 들어오는 수익은 구별해야 한다.
예산 작성의 책임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편집장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
16) http://www.uic.edu/htbin/cgiwrap/bin/ojs/index.php/fm/article/view/204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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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집장은 아마도 재정책임자 및 다른 팀원들의 정보와 협력해서 이를 작성할
것이다(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는 마케팅 비용을 말해 줄 수 있다). 또한 소속
기관의 재무 부서에 있는 직원이 예산 작성을 일부 도와줄 수 있다.
1.6 SWOT 분석 수행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시행해야 하는 과정은 SWOT 분석이다. SWOT은 강
점(Strengths)의 S, 약점(Weaknesses)의 W, 기회(Opportunities)의 O, 위협(Threats)의 T
를 조합한 단어이다. 이 분석은 1960~70년대에 시행된 연구에 근거하여 사업에 도
입되었으며 이때까지 많은 사업 논의를 통해 다듬어지고 통합되었다. 이 분석을
통해 단순하게 저널의 론칭과 운영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팀 전원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난 후, 저널의 핵심 강점과 저널을 시작할 때
기회라고 간주되는 항목들을 정리하라. 사업 계획의 핵심 사항은 이러한 강점과
기회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점을 어떻게 최대화하고 기회를 활용할 지
에 관한 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A
강점 = 편집자는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다.
최대화 방법 = 이는 저널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에서 언급될 것이다.
사례 B:
강점 = 열 명의 저자들이 론칭 전에 논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화 방법 = 우선 5개의 원고가 접수되고 출판된다면 저널은 공식적으로 론칭할 것이
다. 이메일로 광고가 진행될 것이며 수신자들은 이러한 논문에 대한 링크를 받을 것이다.
사례 C
강점 = 저널이 X라는 학회의 공식 학회지이다.
최대화 방법 = X학회의 이름이 저널이 웹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학회 역시 저
널 웹 링크를 걸어둘 것이며 회원들에게 무료로 일부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X학회 회
원들은 논문을 투고하라고 요청을 받을 것이며 (가능하다면) 출판 비용을 할인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D
기회 = 해당 분야의 핵심 회의가 다음 해에 개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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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 방법 = 해당 저널의 공식 론칭을 회의와 함께 진행한다. 편집팀원들은 그 회의
에 참석할 것이고 새로운 저널에 투고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사례 E
기회 = 최근 해당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위한 몇 개의 학과가 창설되었지만, 그 분야에
오픈액세스 저널은 없다.
최대화 방법 = 마케팅은 이 학과들을 겨냥할 것이고, 최근에 생겨난 오픈액세스 출판의
정점을 강조할 것이다.

대부분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비록 어렵다
해도, 해당 저널의 약점 및 가능한 잠재적인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위협을 확인
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약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정된 예산
∙ 저널 편집이 미숙함
∙ 저널이 해당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음
∙ 해당 분야에서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음
∙ 저널이 영향력 지수17)가 없음
∙ 경쟁 저널들은 XY 색인에 실려 있지만 해당 저널은 등재되지 않음

일부 잠재적 위협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변화 가능성(예, 미국국립보건원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법안18) 철회)
∙ 연구위원회가 연구 2년차 이후 자금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오해로 제출된 원고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기 침체로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 역량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사업 계획에 중요한 것은 후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
과 저널의 약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17)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 : 저널의 피인용 지수를 의미한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계산하여 산출된 수치로서 저널을 평가하는 양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18) NIH Mandate: 미국국립보건원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논문은 무료 디지털아카이브인 PubMed Central에
제출하도록 해서 오픈액세스 이용을 의무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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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약점 = 저널의 영향력 지수가 없다.
계획 = 편집팀이 가능한 빨리 영향력 지수의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일하
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강조하라. 저널의 영향력 지수는 논문 제출 시 뿐만 아니라 학
술연구자들이 구직할 때에도 중요하다. 몇 년 동안에는 해당 저널은 현재 저자들이 참조
할 수 있는 영향력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편집팀은 한동안은 비공식적인 영향력
지수를 만들기 위해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이용할 것이다(4.5.3 영향력 조사).
사례 B
위협 = 오픈액세스에 대한 오해가 논문 제출 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계획 = 현재의 자금으로는 처음 2년간의 저널 운영을 책임질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적인
재정 위협은 초기부터 최소화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위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편집팀과 마케팅팀은 해당 분야에서의 오픈액세스를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한 논의
에 참여할 것이다. 저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오픈액세스의 이점에 대해서 알려 줄 것이다.

SWOT 분석을 통해 나온 정보와 계획들은 시장 분석(1.2 시장 분석 수행 참조)
과 사업 전략(1.3 사업 전략 정의)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재정 모델을
다시 고려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4 재정 모델 고려).

2. 구축
이 장은 저널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룰 것이다.
이 장이 전체 안내서에서 설명한 모든 시스템을 통틀어 가장 광범위한 분야이다.
여기서 설명된 활동 및 세부 활동을 통해 차후 오픈액세스 저널을 성공적으로 출
판할 수 있는 기본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저널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모두 6개
의 하위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6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 활동들에 따르면, 어느 곳이나 저널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개
월부터 일년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만 제공되
는 오픈액세스 저널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구독자를 모집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
기 때문에 저널을 1월 1일부터 창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창간 날짜를
맞춰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예를 들면 핵심 회의, 모임 등)가 없는 이상 편집팀원
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을 때 론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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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적 기반시설 구축
지침서의 이 장은 저널의 무난한 진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기술적 기반 시설이 일단 제자리를 잡으면, 매일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출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명세서는 앞으로 수행할 업무와 워크플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의 다른 하위 장들도 읽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2.1.1 ‘홈’ 설정

새로운 저널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어디에 파일과 소프트웨어를 보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른 이들이 인터넷상으로 저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버 공간과
URL이 필요하다. 이 활동들은 종합적으로 비(非) 기술적인 단어들을 활용하여 저
널을 위한 ‘홈 설정’이라고 지칭한다. 사실상 이는 URL, 즉 도메인 네임(2.1.1.2 도
메인 및 URL 선택) 설정, 실제 서버 공간 혹은 웹 호스트(2.1.1.1 호스팅 선정)의
물색을 말한다.
2.1.1.1 호스팅 선정

출판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와 파일(2.1.2 출판 시스템 선택)은 서버 상에 저장
되거나 웹호스팅될 것이다. 서버 구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차라리 기존 서버의 공
간을 빌리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쩌면 해당 기관의 웹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아프리칸 저널 온라인19)과 같은 지역 저널 또는 좀더 일
반적인 스칼러리 익스체인지20)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호스팅(서버 공간)
과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한 자신들의 플랫폼(오픈저널시스템21)에 기반)을 저널
소유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떤 사업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
가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비용을 청구한다. 예를 들어 스
칼러리 익스체인지에서는 저널 구축과 첫 해 운영비가 무료이다. 그 후 스칼러리
익스체인지는 연간 비용 미화 750달러로 서비스를 지속해주며, 모든 수익은 스칼
러리 익스체이지와 저널이 50대 50으로 나누어 갖는다. 오픈저널시스템을 개발한
시몬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 SFU)은 연간 요금을 받고 서버 유지와

19) African Journals Online : http://ajol.info/
20) Scholarly Exchange : http://www.scholarlyexchange.org/
21) Open Journals System(OJS) : 오픈액세스 저널의 관리 및 출판 시스템으로 여러 대학이 참여한 Public
Knowledge Project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http://pkp.sfu.ca/?q=o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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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능한 지원을 포함하여 호스팅을 제공한다. 만일 웹호스팅을 위해 외부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SFU가 시간 단위22)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SFU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웹 호스트를 포함하는 것도 독립적인 대안
이 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어떠한 서버 해결책을 선택하든, 충분한 백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라. 또한 현
시점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저널이 수많은 논문과 파일을 가지게 되면(텍스트 파
일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다
양한 형식의 파일은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함), 서버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
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저널의 기술지원 직원이 출판팀을 대표해서 참
여하거나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도메인 이름을 선정할 때는 편집팀과 마케팅 담당
자가 그에 대해 정보를 가질 것이다.
핵심 고려 사항

웹 호스트를 선택할 때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표에 그 요인들과
유용한 링크 몇 개를 표로 정리하였다.

고려 대상

고려 내용

URL

일부 웹 호스트는 도메인 등록기관이다. 저널의 특정 URL을 별도의
도메인 등록기관을 통해서 구매한다 하더라고 해당 웹 호스트는 해당
등록기관을 통해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다(2.1.1.2 도메인 및 URL
선정 참조).

위치

속도

∙
∙
∙
∙

소속 기관이 필요한 설비들을 제공해 주는가?
지역 사업이 있는가? (예를 들면 아프리칸 저널 온라인)
협력하여 출판하는가? (예를 들면 스칼러리 익스체인지)
상업 광고 공급자는 존재하는가? 많은 선택안이 있으며 개괄적으로
전부 볼 수 있는 방법은 Web Hosting Geeks 또는 Web Hosting
Reviews.com와 같은 웹호스팅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는 것이다(더 많
은 링크를 위해서는 추가 정보원23) 참고).

웹 호스트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제공하는가? 어쩌면 사이트
방문자들이 접속을 끊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 때문일 수도 있다. 만일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사이트를 떠날 수
도 있다.

22) http://software.lib.sfu.ca/files/sfu.support.op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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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대상

고려 내용

소프트웨어

이용하려는 해당 저널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선정한 웹 호스트가 원하
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면 오픈액세스 저널 시
스템 요구조건24)을 참조하라

공간

디스크 공간이란 웹 호스팅 제공자가 할당해주는 저장 공간이다. 대역
폭이란 제공자가 허가하는 웹사이트에서 들고나는 트래픽의 양이다.
많은 그래픽을 포함한 저널은 주로 텍스트 문서로 제작된 저널보다 더
많은 하드 드라이브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추가 공간과 대
역폭 제공에 대해 웹 호스트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라. 원하는
만큼의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일반적으로 디스
크 공간과 대역폭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수록 매달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비용

오늘날에는 다양한 웹 호스팅 회사들이 있고 낮은 비용에 좋은 공급자
를 찾을 수 있다.

백업

매우 중요하다! 웹 호스트에 백업 일정을 확인하라. 그들이 어떤 절차
를 밟고 또 유사시 얼마나 빨리 사이트를 복구할 수 있는가?

지원

웹 호스트가 제공하는 ‘가동시간 보장’을 확인하라. 가동 시간은 서버
가 가동되고 해당 웹 페이지를 관리하는 시간이다. 웹 호스팅 회사들
은 99.9%의 가동 시간을 위해 노력하며, 이는 하루에 2분 미만은 서버
가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사이트의
호스트 이전

다른 웹 호스트로 웹사이트를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러나 등록기관에 도메인 네임과 새로운 호스트 IP 주소를 이전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새로운 사이트가 완벽히 준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2.1.1.2 도메인 및 URL 선택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주소이다. 도메인 네임은 웹사이트의 페
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URL에 이용된다.
URL이란 인터넷상의 특정 정보원, 보통은 웹페이지를 찾기 위한 정확한 주소이
다. URL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네트워크 프로토콜, 호스트 네임 혹은 주소,
파일 혹은 정보원 위치이다. 이러한 하위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특정 문자로 구별
된다.

23)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24) http://pkp.sfu.ca/ojs/REA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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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프로토콜

호스트

위치

예시

http://

www.globalhealthaction.net

/index.php/gha/article/view/1947/2259e

인터넷에서 해당 저널을 찾는 것에 관해서는, 그 저널이 제공되는 웹 서버에 대
해 기존 URL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www.EthicsandGlobalPolitics.net
과 같이 새로운 도메인 네임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새로운 도메인 네임
을 구입하면 저널 명을 URL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며, 길고 복잡한 URL(보통 웹
서버에서 근거함)을 외우는 것보다 이용자 입장 및 브랜드화에 관해서도 유리할 것
이며 독자들은 단지 저널 명만 기억하면 된다. 또한 도메인 네임을 구입하면 영속
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웹 서버와 관련된 기본 URL에 해당 도메인 네
임을 지정할 수 있고,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새 서버로 이전하게 된다면, 도메인
네임은 이용자에게 아무런 불편이나 혼란을 주지 않고 전환된다. 도메인 네임 제공
자 및 도메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추가 정보원 목록을 이용하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는 IP 주소라는 유일한 번호를 할당 받는다. IP 주소
는 마침표로 구별된 네 개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마침표는 점이 찍힌 네
자리 수라는 뜻의 ‘dotted-quad'라고도 불린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웹브라우저 주소 창에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저널
을 호스팅하는 웹 서버의 IP 주소로 자동적으로 변환해 준다. 이 과정은 DNS 솔
루션이라 불리며 인간 친화적인 컴퓨터 호스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는 ‘전화번
호부’ 역할을 한다.
도메인 네임은 문자, 숫자, 하이픈을 포함하여 최소 세 글자에서 최대 67글자까지 가
능하다. 짧은 이름 혹은 저널 명의 줄임말은 기억하기도 더 쉬울 수 있고 저널을 찾는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도 더 적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들이 자연적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널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
면 이용자들이 해당 저널의 이름을 찾기 위해 구글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서 저널
명이 가장 상위에 나올 수도 있다(예시 www.ethicsandglobalpolitics.net)(2.3.3.1.2 제목 선
정 참조). 각 도메인 네임은 확장명 즉 net, org, edu와 같은 확장명이 따라붙는다. 어쩌
면 두 개 이상의 확장명을 구입해서 해당 저널을 찾는 이용자들이 .com이나 .net 모
두를 이용해서 결국 동일한 웹사이트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공통적인 확장명이나 TLD(탑 레벨 도메인)라고도 불리는 접미사는 다음과 같으
며, 국가 확장명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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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상업적 기업
∙ .net 네트워크나 조직
∙ .org 비영리 단체
∙ .edu 교육 기관

만일 서버 호스트에서 도메인 네임을 제공한다면, 서버 호스트에게서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다. 아니라면, 도메인 등록기관을 통해 도메인을 구입하면 된다. 도메
인 등록기관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
구25)나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 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이다. 많은 도메
인 등록기관이 있으며, 그 리스트를 찾기 위해서는 간단히 구글을 검색해 보면 된다.
도메인은 연 단위로 1~10년 동안 등록할 수 있으며(몇몇 예외를 제외) 그 후
1~10년 동안 자동/수동으로 갱신된다(다시, 몇몇 예외를 제외). 도메인 네임이 등록
되었고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등록기관에 확인하라. 도메인 등록비용은 각기
다르지만 대개 적절한 수준이다. 도메인 네임 그 자체를 위한 비용 외에도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링크 전달(link forwarding), 이메일, 전환 비용(도메인
을 현재 사이트로 안내해줌)과 배포 비용(등록기관에서 도메인을 옮김), 개별 등록
등에 드는 비용이다.
주요 고려 사항

∙ 도메인으로 어떤 네임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 하나 이상의 도메인과 여러 확장명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비용을 모두 충

당할 수 있는가?
∙ 몇 년 동안이나 도메인을 등록할 것인가?
2.1.2 출판 시스템 선택

저널을 구축할 때 핵심 활동은 동료 평가 과정 및 출판 워크플로를 처리하기 위
한 출판 시스템을 선택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을 통해 어떤 활동을 했
는지 추적하여 수작업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수많은 활동을 자동화한
웹 기반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제출
및 출판 원고 양, 편집팀의 기술 능력, 재정 자원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5)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http://www.ican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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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해결책으로 확고한 워크플로를 따라가고 과
정 중의 모든 일을 가까이에서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그 선택은 또한 관련
된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야 한다.
출판 시스템은 관리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원고의 제출, 동료 평가 과정을 관
리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동료 평가가 끝나면, 교열 편집, 레이아웃 편
집/판 제작을 통한 원고 최종 작업, 그리고 마지막 실제 출판까지 관리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료 평가자, 원고 제출자, 기타 핵심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모든 작업 처리를 수동으로 갱신하는 것은 적은 분량의 저널을 위해서는 충분할
지 몰라도 웹 기반 시스템은 더 큰 규모의 학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보
다 작은 규모의 출판물을 위해서도 시간을 절약해 주고 보고서와 통계를 쉽게 작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꼭 필요하다. 저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저널에 대한 인상에 전문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적인 상업적 대안은 SPARC 정보원26)에서 찾아볼 수 있다(추가 정보원27)
참조). 원고 제출과 동료 평가부터 출판까지(아카이빙/리포지토리에 배포 포함) 출
판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전자 출판 시스템(또는 저널관리시스템)이
일부 있다. 추가 정보원28)에서는 출판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용한 표가 있는데, 가
장 보편적인 시스템과 이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일부 특징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
다. 대안을 살펴보기 위해 구글로 ‘관리 시스템’을 검색해보더라도, 자세히 살펴본
다면 리스트에 나와 있는 곳들이 중단되었거나 거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에 주의해야 한다. 덜 알려진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 본
다른 사람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라.
원고 시스템을 선정할 때는 수많은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다. 아래에 일부가
열거되어 있다. 다른 우수한 개요는 PLoS 백서(6-7페이지)29)와 D. 살몬이 작성한
오픈액세스 저널 개발 안내서(4장)30)에서 볼 수 있다.
자체적인 전자 출판 플랫폼 설치 및 구축의 대안으로는 지역적이든지 아니든 간
에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웹 기반 출판
플랫폼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는 호스트이다. 일반적으로 백업도 포함된다. 추가
26)
27)
28)
29)
30)

http://www.arl.org/sparc/publisher/journal_management.shtml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http://www.plos.org/downloads/oa_whitepaper.pdf
http://www.developing-oa-journ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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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31)에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2.1.1.1 호스팅 선정을 참조하라
주요 고려 사항

∙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나?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지만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얼마 안 되서 ‘사라진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활동과 기업의
배후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 무엇이 최신 버전이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일정이 있는가?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 누가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 시스템이 여러 이용자를 위해 다른 접근을 제공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가?
∙ 시스템이 편집자와 저자를 위해서 통계와 보고서를 제공하는가?
∙ 시스템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 시스템이 다양한 검토 절차인 이중 맹검법32)과 단순 맹검법33)을 허용하는가?
∙ 시스템이 저자가 모든 출판 흐름을 따르도록 허용하는가?
∙ 시스템 설명서가 있는가?
∙ 시스템은 어떤 백업 기능이 있는가?
∙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생성하는가?
∙ 공개토론장 등과 같은 지원이 있는가?
∙ 시스템에서 얻은 것에 비례하는 비용인가?
2.1.3 아키이빙과 보존 구축

저널 콘텐츠가 안전하게 영구 보존되고 미래 세대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산한 데이터와 정보를 파손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재난
에서 보호해야 하며, 새로운 표준 포맷이 나타나면 파일을 그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도서관 및 기타 기관이 아카이빙을 대부분 책임진다 하더라도, 출판인들은
파일이 적당한 연구소나 기관으로 확실하게 이전되거나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함
으로써 책임을 공유한다. 학술 출판인은 저널의 아카이빙과 보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하면서 아카이빙과 보존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31)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32) 이중 맹검법 : 환자와 의사 양쪽에 치료용 약과 플라시보의 구별을 알리지 않고, 제3자인 판정자만이
그 구별을 알고 있는 약효의 검정법
33) 단순 맹검법 : 약효를 조사할 때 피실험자가 그 약을 먹은 줄 모르게 하여 실험하는 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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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험
법칙으로 보면 콘텐츠를 보존하는 아카이브가 많을수록 보존이 더 잘 된다. 주제
기반 아카이브, 기관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카이브도 존재한다. 일부
경우, 한 국가에서 출판된 출판물에 관한 법 때문에 국립도서관 아카이브나 유사
한 곳에 공식적으로 보존해야만 할 수도 있다. 어떤 아카이브에 저널을 보존할지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아카이브를 다룬 표(Archives: an overview)가
추가 정보원34)에 있으므로 참조하라
주요 고려 사항

∙ 편집자와 저널은 아카이빙 기관의 표준과 요구 조건을 따를 수 있는가?(예

를 들면 PubMed Central35)은 NLM DTD36)에 기반한 XML 양식으로 데이터
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저널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저널을 위해 어떤 아카이브가 가장 중요한가?

아카이브는 또한 저널을 위한 접근점의 수를 늘려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4.5.2 복수 접근점 만들기를 참조하라. 파일 형식에 관한 정보를 위
해서는 2.4.2 파일 형식 정의를 참조하라
2.1.4 백업 보장

백업은 원본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생각해서 생산된 파일 복제본
이다. 정기적인 백업을 통해 저널의 콘텐츠가 재난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행히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드웨
어 고장, 소프트웨어 변형, 손상된 디렉토리 구조, 실수로 삭제된 파일, 바이러스
에 감염된 파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파일 등을 쓸모없게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 등이 그 예이다.
파일의 백업은 매일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떨어진 두 곳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만일 저널관리시스템(2.1.2 출판 시스템 선택 참조) 및 외부 호스트를 이용
한다면 이러한 제공사들이 충분한 백업 및 복구 정기 작업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야만 한다. 만약 시스템 전체를 백업하거나 정기적인 백업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기
34)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35) http://www.ncbi.nlm.nih.gov/pmc/about/pubinfo.html
36) 미국의학도서관 데이터 표준으로 저널 콘텐츠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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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맥과 윈
도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동 백업 및 시스템 복원 기능을 갖춘 많은 프로
그램이 있다.
백업에 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Developing Open Access Journals: A
Practical Guide(2008, 요약본37))’, Kevin Strananck의 ‘Getting Found, Staying Found,
Increasing Impact’38) 29-31p를 읽어보라
주요 고려 사항

∙ 적절한 백업 절차가 있는가?
∙ 무엇을 백업하는가? 모든 것인가, 폴더인가, 파일 등인가?
∙ 얼마나 자주 백업을 하는가? 매일 하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백업 자료를 보존하는가?
∙ 백업 자료는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는가?
∙ 필요할 경우, 파일 복구를 위한 비용이 청구되는가?
∙ 필요할 경우, 파일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2.2.1 웹사이트 설계 및 구축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구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어
떤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는가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결정할 때, 단순히 기존 저널 웹사이트의 페이지나 디자
인을 단순히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기존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오픈 저널 시스템을 통해 일을 한다면, 사전에 마련된 페이지 덕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에 관한 실마리를 알 수 있다. 일부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범위
∙ 편집자, 편집팀, 편집위원회
∙ 연락처
∙ 오픈 엑세스 정책
∙ 저작권 및 라이선싱 정책
37) http://www.developing-oa-journals.org/Guide_to_developing_oa_journals.pdf
38) http://pkp.sfu.ca/files/GettingFoundStayingFou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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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호
∙ 아카이브(지난 호)
∙ 초록 및 색인
∙ 부과되는 모든 비용
∙ 저널의 역사(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출판인일 경우)
∙ 영향력 지수 그리고/또는 특혜에 관한 기타 정보
∙ 저자 안내
∙ 서지 정보(ISSN, ISSL 등)

가장 효과적인 웹사이트는 기술적인 기능을 갖춘 아름다운 디자인과 마케팅적인
이해가 함께 조합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쓰인 책과 과목들이 많으므로 여기서
철저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을 제안한다.
∙ 저널 이름과 로고는 웹사이트 상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한다.
∙ 웹사이트는 탐색이 쉬워야 하며,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찾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웹사이트는 필요 없는 ‘혼란'이 없어야 한다. 필요 없는 자료들과 기능은 가

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
∙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웹사이트를 설계하거나 웹사이트에 글을 쓸 때는 웹에서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편집팀원이 웹사이트 설계나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못하다면, 외부 파트너들에
게 이런 활동의 일부를 아웃 소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웃 소싱은 비쌀 수 있다.
만약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상적인 웹사이트 버전으로 계획한 다음, 처음에
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론칭하는 것을 고려하라.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이상적인 웹사이트의 모습과 느낌을 서서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이다.
오픈저널시스템을 이용하면 표준 오픈저널시스템 웹사이트 템플릿을 ‘있는 그대
로’ 혹은 개별 요구 및 선호도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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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커버 및 로고 디자인

해당 저널이 전자 저널뿐이든지 혹은 인쇄 저널도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마케팅 자료 및 저널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
고를 만들기를 권한다. 정기적으로 인쇄본 부록을 출판하는 인쇄 저널과 전자 저
널은 로고와 함께 커버 디자인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저널이 전자 저널만 있는 경우, (만약 하나의 로고를 선정한다면) 이
러한 매체에 들어 있는 로고는 론칭에 앞서 핵심 디자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
나 마케팅 자료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로고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한 경
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거나 그 인식된 가치를 잃는 일 없이 쉽게 수정
할 수 있는 로고 디자인을 찾아야 한다. 원래 로고와 분명한 관계가 있는 더 작은
미니 로고, 즉 더 작은 인쇄자료나 트위터 같은 다른 매체에서 이용될 수 있는 로
고를 만들기를 원할 수도 있다.
로고는 이미지, 자유롭게 그린 디자인, 또는 저널 이름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만
약 로고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는
1) 이미지 창작을 위해 디자이너 고용, 2) 기존 이미지의 저작권의 구입 이용, 3)
공공 재산에 속하는 이미지 이용 등이다.
디자이너의 고용뿐만 아니라 기존 이미지 저작권 구입은 자체적으로 창작하거나
공공 재산에 속하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
로고에 이용된 색채, 폰트 및 크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 있게 로고를 이용하
고 다른 매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만약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한다면,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크기를 변경하고 이미지를 선명하
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록 온라인으로만 해당 저널을 출판할 계획
이더라도, 인쇄용 고해상도 로고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마케팅 자료
를 인쇄하거나 다른 매체에 저널을 노출하는 것과 같이 우수한 품질의 로고가 필
요할 때 로고를 이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 파일에서 온라인에서 이용하기에 좋은
낮은 해상도의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커버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고려하라
∙ 가능하다면, 저널 이름과 로고
∙ ISSN 번호(2.5.1 ISSN 등록 참조)
∙ 권, 호 수
∙ 년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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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주소
∙ 적용 가능하다면(크기에 따라) 목차(앞쪽 혹은 뒤에) 책 등

그 외에도 외부 디자이너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양한 항목의 위치에 대
한 상세한 계획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뒤 표지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곳은 목차와/또는 로고, 웹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다.
2.2.3 논문 레이아웃

저널을 인쇄할 의도가 없더라도, PDF나 HTML 포맷을 따르는 논문의 적절한 레
이아웃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 레이아웃을 위해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항
목들을 결정해야 한다.
∙ 포맷
∙ 단(段)의 수
∙ 여백
∙ 폰트와 크기
∙ 각 장의 제목
∙ 참조목록
∙ 줄 간격
∙ 표와 그림 디자인
∙ 저작권 선언
∙ 필수 문구(예를 들면 이해관계명시39))
∙ ISSN, DOI, 인용
∙ 로고(만약 바람직하다면)
∙ 저자의 약력과 사진 등 기타 특별 요소들

이러한 레이아웃은 저널의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식
의 기본이 될 것이며(2.4.1 스타일시트 만들기) 또한 저자들에게 제공할 지침(2.2.5
저자 안내문 작성)이 될 것이다.
39)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 논문을 제출하는 저작가 해당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항, 연구비 수혜여부, 자문료 및 주식 취득과 같은 이해관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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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 제작자과 함께 일한다면, 그들은 같거나 비슷한 분야의 저널에서 나온
서식을 공유하는 것을 아마도 좋아할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서식을 채택하면 일
이 쉬워지고, 판 제작자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그들의 일 역시 더 쉬워질 것이다.
일단 레이아웃이 채택되면, 레이아웃 편집자 혹은 판 제작자가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가능하다면 실제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단계에
서 마지막 교열 편집자가 기사 견본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여 저널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좋다. 교열 편집자가 자신만의 지침서를 만들 수 있도록 견본 논문, 저
자 안내서, 서식 양식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2.4 서식 채택

대부분의 저널은 해당 주제 분야의 표준에 따르는 고정된 서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저널이 속한 해당 주제 분야가 표준 서식 가이드를 일반적으로 따른다면 학
술지가 대개의 기본적인 서식 지침을 따른다면, 저널 편집 업무와 제출자의 업무
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서식을 따르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서식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 APA(미국심리학회 양식)40) –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 쓰인다.
∙ 시카고작문법41) –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저자–날짜)와 인문학 분야(주

석과 서지사항)에 쓰인다.
∙ ICMJE(국제의학저널편집자협회, 보통 “벤쿠버” 서식으로 불린다)42) – 주로

생물 의학 저널에 쓰인다.
∙ IEEE(전기전자공학회)43) – 주로 거의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쓰인다.
∙ MLA(현대어문학회)44) – 어느 정도는 APA 서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에서 주로 쓰인다.
어떤 서식을 따르든,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철자(예를 들어 미국식 영어인지, 영국식 영어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 인용 시스템
40)
41)
42)
43)
44)

http://www.apastyle.org/
http://www.chicagomanualofstyle.org/home.html
http://www.icmje.org/
http://standards.ieee.org/guides/style/
http://www.mla.org/store/CID24/PID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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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시스템 (모든 유형의 정보원에 대한 참조 시스템)
∙ 구두법
∙ 숫자 표기
∙ 요약과 기호들
∙ 그림과 표 번호 매기기
∙ 측정 단위

서식을 채택하고 모든 출판된 논문들이 이 서식을 따르리라고 가정하는 목적은
출판물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저자들에게 주는 안내문에 채택한 서식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2.2.5 저자 안
내문 작성 참조) 이는 저널을 출판할 때 따르기 위한 서식지침서를 만들 때 기본
이 될 것이다(2.4.1 스타일시트 만들기 참조). 만약 외부 교열 편집자를 활용한다
면, 그는 저자들이 서식을 준수하고 레이아웃 편집자나 판 제작자들을 위해 원고
를 준비하도록 다짐받을 것이다.
2.2.5 저자 안내문 작성

저자들에게 정확한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많은 작업 시간을 아낄 수 있
다. 저자들이 투고하기 전에 더 많은 사항을 제시할수록, 저널의 기술적 특징과
기타 특징을 깔끔하게 따르는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줄어든
다. 저자를 위한 안내문은 보통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그러나 이것에만 한정
되지는 않는다).
∙ 제출 시 원고 텍스트의 파일 포맷
∙ 제출 시 그림 및 표의 파일 포맷
∙ 저널이 따르는 참조 양식(2.2.4 서식 채택 참조)
∙ 원고 장절의 조직
∙ 초록의 길이
∙ 표제어의 수
∙ 숫자 표기, 요약 표기 방법 등
∙ 언어
∙ 포함될 필요가 있는 특정 선언과 확인(통계, 동의, 라이선싱, 저작권 동의)
∙ 익명 심사가 있다면 성명 제거에 대한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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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내문은 출판 팀원 중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나 안내서가 업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책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레이아웃 편집자 혹은 판 제작자 그리고 편집장에게서 정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들이 저자 안내문의 주요 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
도록 저자 제출 검토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라. 시작을 도와줄 견본 검
토 리스트는 추가 정보원45)을 참고하라. 일부 저널은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자들이
저널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2.3.1 편집팀 체계 정립

저널을 구축할 때 처음 고려해야 할 것은 편집팀 체계를 확정짓는 것이다. 편집
팀은 동료 평가 절차를 관리하고, 편집된 콘텐츠 개발을 이끄는 책임을 진다. 이
를 위해 다양한 체계가 가능하며, 저널의 유형, 권 수, 기타 측면에 따라 서로 다
른 이점이 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체계들과 그 체계가 언제 가장 적절한지 설
명해 주고 있다.

체 계

체계는 언제 가장 적절하며, 업무는 어떻게 배분되는가?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이며 (하위 주제로 쉽게 분할되지 않는)
명확한 주제가 있는 국제적인 저널에 적합. 일상적인 업무는
편집장 1명
+ (운영 편집자/편집 비서) 대부분 편집장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운영 편집자/편집 비서
가 일을 돕는다. 보조 편집자들은 편집장과 정책을 논의하고,
+ 보조 편집자들
일상적인 행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보통 편집장을 돕는다.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까지의 저널에 적합. 편집장들 사이에
좋은 유대 관계와 대화가 필요하다. 편집장들은 상호보완적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몇몇 편집장들은 원고나 호 수에
편집장 2명
관한 책임을 번갈아 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동료 평가와
+ (운영 편집자/편집 비서)
콘텐츠 확보의 두 가지로 역할을 나누어 하기도 한다. 이 체
+ 자문위원회
계에서는 보조편집자들을 보통 포함하지 않지만 자문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규 편집위원들보다 더욱 활발하게
참여한다.
편집장 1명
+ 장 별 편집장
+ 자문위원회

하위 전공 분야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더 큰 저널에 적합.
학제 간 학술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 이 체계는 과도한 업
무량을 가진 보통 편집장을 구해주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장 별 편집장들은 원고의 제출에서부터 수락/거절까지 책임을
진다.

45)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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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

체계는 언제 가장 적절하며, 업무는 어떻게 배분되는가?

편집장 1명
+ 보조 편집자(들)
+ 자문위원회

더 규모가 작은 저널에 적합. 보조 편집자는 편집장과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후배 연구원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원회가
정책 등에 대해 밀접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편집장 1명
+ 편집위원회
+ 자문위원회

중간 규모의 저널에 적합. 편집위원회는 편집장과 긴밀하게
일하며, 각 위원들이 원고 할당량(보통 같은 기관에서 일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문위원회는 일상적인 저널 운영 업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편집장 1명
+ 자문위원회

매우 작은 범위를 가진 작은 규모의 저널에 적합. 자문위원회
가 자주 평가자들의 역할을 한다.

주요 고려 사항

∙ 해당 저널에 몇 단계의 편집자가 필요한가? 부편집장, 장 별 편집자, 지역

편집자, 운영 편집자, 보조 편집자, 평가 편집자, 편집자문위원회, 편집위원
회 등 - 선택은 당신 몫이다!
∙ 주요 편집자들이 저널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제출 및 출판 시스템을 이

용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한 그럴 의향이 있는가?
2.3.2 편집위원회 모집

편집위원회란 저널을 위해 ‘이름들’을 구성하여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저널의
대사로서 활동하고 편집장과 함께 저널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열심히 일하는 연
구자들의 집단이다. 위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학술적인 공적 때문
에 선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고 심사는 물론 지적 자본을 제공하고, 동료 학
술인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저널 정책에 대해 편집자(들)에게 조언
을 제공한다. 강력한 편집위원회는 저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며 저널 발전의 기
반이 된다.
보통은 편집장 혹은 집행/출판위원회, 때로는 출판인이 위원회를 선정하며, 또
일부 저널은 실제로 공석을 광고하여 새 위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존경받는 저널 편집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이는 중요
한 학술적인 활동이며 거의 언제나 자원자가 있다.
새로운 해당 저널의 편집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유망한 후보 위원들에게 저
널의 목적과 범위, 저널 발간의 이유, 편집팀 소개 및 저널 출판 방식, 어떤 유형의
동료 평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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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 사항

∙ 위원들이 저널 영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저널의 다른 면모들을 만족스럽게

대표하고 있는가?
∙ 위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그들이 얼마동안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

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 편집 정책을 의논하기 위해 위원들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가능

한가, 아니면 화상 회의만으로 충분한가? 누가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 위원들 중 누구라도 비용을 대어 주기를 바라는가?
∙ 저널의 발전에 대해 편집팀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들

의 열정과 헌신을 유지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2.3.3. 편집 정책 채택

편집팀은 편집위원회에서 나온 데이터로 편집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의 경우 편집장이 이러한 활동을 주관한다. 만약 위원회나
이사회가 해당 저널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그룹은 편집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
하기 위한 토론장이 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편집 정책이 기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예를 들어 어떤 파일 포맷이 수락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나 공개 온라
인 동료 평가를 선택해야 할 때 등)과 함께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출판팀에도 자문을 구한다.
2.3.3.1 저널의 개요

저널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저널의 범위, 콘텐츠 유형, 제목 및 발간 횟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함께 결정되는 이런 사항들은 잠재적인 저자들에게 같은
분야의 다른 저널과 해당 저널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가장 즉각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장에 설명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유일무이한 저널을 정의하
기 위해 다른 저널의 웹 페이지를 참고해 보고자 할 수 있다. 해당 저널의 개요가
명확할수록,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쉬울 것이다(4.5.1 저널 마케팅 참조).
저널의 개요의 다양한 면모를 정의할 때 편집팀/출판팀 전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저널이 내규에 따라 운영된다면, 이러한 개요는 내규에 포함될 것이며
경영자들이 채택할 것이다(2.5.5 관리 문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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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1 저널 유형 결정
새로운 학술저널 또는 과학저널을 창간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저널의 유형은 저널의 관리를 위해 장단기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널을 창간할 때부터 저널의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저널은 폭넓은 저자와 독자층이 있을 것이며, 더 많은
편집자/편집 관리자, 더 큰 편집위원회(그래서 더 정교한 조직/관료), 그리고 더 다
양한 홍보 역시 필요하다(그래서 마케팅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학문 분야만 지향하는 저널만을 읽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오픈액세
스 저널이 적합하다. 이러한 저널의 명성은 빠르게 쌓일 수 있지만, 구독 기반 저
널이 명성을 쌓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구독 기반 저널은 인지도를 쌓기 위
해 충분히 저널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오픈액세스는 연구 집단을 뛰어 넘어선 독자층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
며, 이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저널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의
학 저널은 환자 협회 혹은 관련 산업계에서 흥미를 가질 것이며, 사회 과학 및 인
문학 분야 저널은 정책 입안자, 저널리스트,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큰 연구 분야의 단일 주제 혹은 어떤 지역이나 기관에 한정된 연구 형태에 집중
하고 있는 좁게 정의된 저널을 위해서는 저자, 독자와 평가자 모두가 저널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 많아야 한다. 작은 규모의 편집 조직이 가능하며 마케팅 역시 훨
씬 한정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저널은 기관이나 지역, 국가를 위해
제공하는 이익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널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가 좀더 쉽다.
2.3.3.1.2 제목 선정
새로운 저널의 제목은 해당 연구자 공동체에 잠재적 독자층을 겨냥한 발행물이
한 개 이상 있을 때 잠재적 목표 독자들을 위한 첫 번째 신호가 된다. 그러나 그
와 동시에 저널명은 이 저널이 같은 연구 공동체의 다른 출판물과 다르다는 사실
을 나타내야 한다.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해서는 저널이 오픈액세스라는 단순한 사
실 그 자체가 차이를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저널명만으로는 전달하
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오픈액세스 저널 명에 ‘Open’ 혹은 ‘Online’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솔깃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구식이면서 장황해 보일 수 있다. 차라
리 이 저널이 오픈액세스 모델로 발행되었다고 확실하게 저널 웹사이트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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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 사항

∙ 저널명이 명확하게 저널의 콘텐츠와 범위를 반영하고 있는가?
∙ 저널명이 기억하기 쉬운가? 이는 저널의 URL이 저널명 자체로 이루어 질

때 특히 중요하다(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2.1.1.2 도메인 및 URL 선택
참조).
∙ 저널명이 로고, 광고, 게시판 등에서 시각적인 기호로 어떻게 보이는지 고려

하라. 색채 및 그래픽 디자인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DOAJ46)에서 검색해서 기존 오픈액세스 저널명을 확인하라. 울리히 정기간

행물 디렉토리47)에서는 (거의) 모든 학술 저널명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 저널명을 지을 때 ‘a’, ‘an’, ‘the’ 같은 정관사는 제거하라. 대부분의 온라인

저널 목록은 저널명을 검색할 때 정관사들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 (웹사이트에서 지원되는) 저널명으로 이 저널이 학술지이며 대중지가 아님

을 암시하는지 확인하라
- 저널이 웹상에 게재되면, 국가ISSN센터에서 ISSN/e-ISSN 번호를 받기 위
해 저널을 등록하는 절차를 잊지 마라(북유럽 국가들에서 ISSN 등록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정보원에서 확인하라48)). ISSN을 할당받았다고 해서
저널명(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2.5.1
ISSN 등록 참조).
- 저널명 보호를 원하는가? 저널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얻기 위한 방법은
2.5.3 상표 보호 등록을 참조하라.
- 저널명이 축약형으로는 어떻게 표기되는가? 생략해도 알아볼 수 있는가?
일부 편집자들은 (저널명이 축약형일 때) 참조목록에 완전한 저널명을 제
시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편집자들은 참조목록에 생략된 저널명을 제
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일 짧은 저널명을 선택하더라도 임의적
인 생략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Medline49)에 등재된 의학 저널의 경우
생략된 저널 명이 일반적이다.
2.3.3.1.3 콘텐츠 유형 결정
출판하기로 결정한 저널 유형에 따라서 심사 및 출판을 하기 위한 편집 콘텐츠
46)
47)
48)
49)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 http://www.doaj.org/
Ulrich's Periodical Journals : http://www.ulrichsweb.com/ulrichsweb/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http://www.nlm.nih.gov/bsd/ai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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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학문적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오리지널 연구50)(Original research)
∙ 리뷰 논문
∙ 논평
∙ 독자 투고
∙ 서평
∙ 사례 연구

저널에 포함하기로 한 콘텐츠 유형은 저널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5
예산 작성 및 5.1.3 업데이트 및 보고서 참조). 특히 서로 다른 콘텐츠 유형은 보
통 길이가 다양하다. 오리지널 연구 논문이 7-10페이지(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의 분량이 된다면, 사례 연구는 1-3페이지 정도의 길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페이지 수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예를 들어 조판비용)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산 작성 과정을 쉽게 하고 초과된 비용을 계속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 및 출
판을 위해 받아들이는 원고의 유형별로 최대 페이지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라.
만일 논문 처리비/출판비용을 책정했다면, 출판된 논문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
른 비용을 책정할 수도 있다. 일부 콘텐츠 유형은 일반적으로 비용 없이 받아들인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요청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출판 비용을 요
구하지 않는다. 리뷰 논문은 노동 집약적이면서 저널이 많이 인용될 수 있게 해준
다. 이 사실 또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3.3.2 동료평가 정책 결정

학술 능력의 지표로 널리 알려진 ‘동료 평가’는 오픈액세스저널을 포함한 학술
저널출판의 핵심에 있다. ‘동료 평가’는 저자들이 제출한 원고가 학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기 위해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원고를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
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 과정은 저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표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 부적절한 연구결과, 공인되지 않은 주장, 편향되거나
근거 없는 해석이 배포되는 것을 막는다.
50) Original research : 이전 혹은 현존하는 다른 논문들을 검토하거나 요약하여 종합한 연구가 아니고, 새
로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121

편집장 및 편집자들은 편집팀과 함께 반드시 동료 평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저널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공개/투명성 - 평가를 위해 원고를 보낼 때는 익명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평가자는 이미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저자 또한 평가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혹은 저자 자신이 평가자를 제안했을 수도 있다.
∙ 단순 맹검 – 평가를 위해 원고를 보낼 때는 익명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저

자는 평가자의 이름을 모르지만 평가자는 저자가 누구인지 안다.
∙ 이중 맹검 – 평가를 위해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익명이어야 한다. 저자

도 익명으로 처리되고 평가자도 익명으로 처리된다.
∙ 두 단계 평가 - 위의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평가자가 수정을

제안한 대로 논문을 수정한 후에 평가를 받기 위해 원래 평가자에게 다시
보내질 수도 있다. 고칠 부분이 아주 적다면, 편집자가 평가자를 위해 수정
된 원고를 확인할 수 있다.
∙ 한 단계 평가 - 평가자는 원고의 최초 심사에만 참여한다. 즉, 평가자의 논

평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평가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집장이
최초 평가에 근거해 원고를 진행한다.
∙ 공개평가 논평 – 출판된 논문에 대한 논평(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던 간에)

저자들이 이에 답하도록 권고한다.
정책을 선택할 때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 덜 알려진 대학이나 기관,
여성, 외국인 이름처럼 들리는 사람들의 저작물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막
을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해당 학문 분야의 전통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더욱
빠른 혁신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더욱 공적인 평가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저널의
방칙에 따를 수 있다.
동료 평가 정책은 어떤 유형의 논문을 평가할 것인지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특
정 저널이 동료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저널의 개별 기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기사 유형(새로운 항목, 논설 등)은 동료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도 있다.
모든 동료 평가 정책은 저자를 위한 안내서 및 저널에 대한 설명, 저널의 목적
과 범위와 함께 저널 웹사이트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당연히 투고하
는 저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독자들에게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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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평가 정책은 다른 곳, 예를 들면 울리히 정기간행물 디렉토리 같은 곳에도
알려질 것이다. 울리히 정기간행물 디렉토리는 특정 아이콘으로 ‘(동료 연구자가
평가했다는 의미로) 참조된’ 저널임을 알려준다. DOAJ에 오픈액세스 저널이 등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료 연구 평가나 편집팀의 질적 검열이 시행되어야만 한
다. EBSCO 호스트가 운영하는 ‘Academic Search Premier’51)에서는 작은 박스에 체
크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동료 평가를 거친 저널들의 기사만을 간추릴 수 있으
며, 일부 ‘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52)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있
다(주: 울리히 정기간행물 디렉토리에서 사용되는 ‘참조된(referred)’의 의미는 DOAJ에
서 사용되는 ‘참조된’의 의미와 다르며, 훨씬 제한적이다).
동료 평가 정책은 동료 평가 과정을 위한 워크플로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영
향을 줄 것이다(2.3.5 동료평가 과정 설계 참조).
2.3.3.3 결과물 정책 결정

대부분의 사서들이 권 번호, 호 번호 및 페이지 범위 등으로 저널 기사들을 등
록하고 색인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픈액세스 저널은 그러한 서지 계량적인 방식
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저널의 온라인 버전이 인쇄본과 함께 출판되지 않는
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 호의 페이지 순서를 맞추고 번호를 매기기 위해 특정한
수준까지 페이지 수를 합산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 권 호수 번호, 페이지수가
아니라 디지털객체식별자(DOI)를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페이지 수를 매긴) 원고
를 받은 후 바로 출판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원고를 받는 순간부터 출판까지의
시간을 빠르게 하고, 그리하여 인용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널의 알림메일을 신청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널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한 논문이 빠른 시간 안에 준비됨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저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오픈액세스 저널들은 온라인 버전 외에도 인쇄본이 있으며, 인쇄본의 정기
구독을 판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
나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보다 호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있으
나, 결코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51) Academic Search Premier(ASP) : 과학, 기슬, 의학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널 논문을 수
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http://www.ebscohost.com/thisTopic.php?topicID=1&marketID=1
52) 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CSA) : 전 학문분야에 걸친 최신 색인과 초록정보, 원문을 제공해주는 데
이터베이스 http://www.c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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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 사항

∙ 권수를 표기할지 결정하라. 만약 권수를 표기할 것이라면, 1년에 하나의 번

호만 부여하고 계속 번호를 매기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2009
년은 Vol.1, 2010년 Vol.2 등으로 매기는 것이다(2.3.3.3 결과물 정책 결정 참조).
∙ 호 수를 표기할 것인지 결정하라. 만약 호수를 표기할 것이라면 연간 권수

에 이어 연속적으로 호수를 표기하라. 예를 들면, Issue 1, Vol. 1, 2009년;
Issue 2, Vol. 1, 2009; Issue 1, Vol. 2, 2010년 등으로 매기는 것이다.
∙ 논문을 받아서 호(issue)가 완성될 때, 논문을 연속적으로 출판하는 것과는

관련 없이 디지털객체식별자에 등록하라. 디지털객체식별자는 권이나 호 수
에 상관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구분할 때 이용된다.
∙ 연속적으로 논문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논문이 주제별 혹은

시리즈로 발행된다면, 모든 논문들이 출판 가능해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방식으로 좀더 강점을 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저널을 종이로 인쇄한다면, 어떻게/어디에 출판물을 저장할 것이고, 어

떻게 지불 기능을 포함한 소비자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구독자들
에게 출판물을 배포할 것인가?
2.3.3.3.1 출판 일정 확정
만일 어떤 저널 호에 기사들을 싣겠다고 결정하면, 이 호들이 언제 준비되고 언
제 온라인 혹은 인쇄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출판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이 출
판 일정은 저널 웹사이트에 명확히 게재되어야 하며, 편집팀 및 출판팀은 이 일정
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출판팀은 다 같이 원고 제출의 주기적인 변화(예를 들면 많은 분야에서 여름방
학 직전과 한 해 마지막 직전에 투고를 가장 많이 한다고 보고 있다)를 고려하여
출판 일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논문 처리 과정을 관리하고 파일을 준비하며 온
라인 상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출판 일정은 ISI53)(인용지수)나 Medline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을 등록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4.1.6 색인 작업 참조). 이러한 기관들은 저널 출판에 있어 다
53)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 이 기관은 1961년부터 전 세계 과학기술분야의 잡지에 수록된 논문
을 대상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SCI에는 각 논문의 서지정보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의 정보도 함께 구축됨으로써 특정 논문이 발표된 이
후에 그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논문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ISI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인용되는 빈도수를 집계하여 그 논문이 실린 저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잣
대의 하나로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라는 것을 고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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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점보다도 규칙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출판 일정은 또한 마케팅 자료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광고주를 모집한다면,
광고비용을 알릴 때 출판 일정 역시 게재해야 하며, 출판 일정에 관련하여 광고를
위한 파일을 받을 때도 마감 시간을 정해야만 한다.
2.3.3.3.2 연간 권 수 결정
저널의 회계연도 1년 동안 출판할 저널의 권수를 결정하는 일은 해당 년도의 예
산 및 수입을 책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표준 작업량을 계획할 때 중요하다.
만일 해당 년도에 정해진 페이지 수로 된 정해진 호수가 발행된다고 하면, 예산
책정 및 계획은 매우 쉽다.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논문이 들어오고 한
해에 계획한 호수에서 다 부담할 수 없다면, 한 가지 대안은 논문들을 거부하거나
내년에 더 많은 호를 발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
논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출판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계획된 것보다 더 많
게 끝날지도 모른다. 만일 사업모델이 자원봉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주된 관심
사는 업무량을 부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만일 사업모델이 출판물 요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업무량을 어림잡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 출판물
요금이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더 많은 논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더 많
은 업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
문을 거절하는 것이 대안이다.
새로운 저널을 만들 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세우지 마라! 저자들에게 저널이
그들에게 올바른 출판 수단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4.5 영향
력 보장 참조).
출판할 예정인 논문의 수는 원고의 질적 수준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저널들이 해당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과학자들이
쓴 영향력 있는 논문만을 출판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저널들은 엄격한 과학적인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많이 인용될 필요는 없는 원고를 받아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견실한 수단이 되고자 할 수도 있다(PLoS는 높은 영향력 지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픈액세스 저널 중 하나이다). 이런 점은 특히 저널이 한번 높은
영향력 지수를 얻게 되면 보통 투고 증가로 이어지므로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편
집자와 출판사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출판을 위해 더 많은 원고를 받으면 더 낮은
영향력 지수로 이어질 것인가? 최후까지 명확한 답은 없고 어디까지 ‘영향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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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편집장에게 달려있다.
주요 고려 사항

∙ 몇 편 정도의 논문이 예상되는가? 해당 학술 분야의 규모 및 경쟁 저널의

수를 고려하라
∙ 저널 권수는 예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엑셀 시트에서 계산을 한

번 해 보라
∙ 원고를 받을 때마다 논문을 출판하는 것보다 호 별로 출판하는 것이 더 낫

고 합리적인지 고려해보라(2.3.3.3.1 출판 일정 결정 참조)
∙ 만약 예상보다 질이 더 높고 더 많은 원고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만일 계획된 정기 호 출판을 못 할 만큼 적은 수의 논문이 접수된다면 어떻

게 하겠는가?
∙ 저널이 만약 권리 포기 각서를 제공하거나 혹은 저널을 위한 논문을 써 달

라며 저자들을 초대한다면 예산에서 수입이 이 만큼 부족해지는 것을 명심
하라
∙ 받아들이는 논문들이 얼마나 훌륭해야 하는가?
2.3.3.4 라이선싱/저작권 정책 채택

오픈액세스 저널을 새로 만들 때, 일반적으로 간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는
저작권/라이선싱 정책을 선정하는 일이다.
오픈액세스 저널을 위한 업계 표준은 정책이 다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 오리지널 연구에는 무료 접근을 허용한다. 그것은 제한 장벽(즉, 구독료, 라
이선스 비용 등) 없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콘텐츠의 재이용을 허가한다. 최소한 비영리적/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허
가한다.
오픈액세스 표준을 충족시키는 가장 쉽고 또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크
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s54)), 특히 CC-BY(저작자 표
시: 모든 유형의 재이용을 허가하는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나 CC-BY-NC(저작자
표시-비영리: 허가받지 않은 상업적 재이용은 배제함) 중 한 가지를 채택하는 것이
54) Creative Commons Licenses : http://www.creativecomm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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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사람과 기계 모두가 읽을 수 있고, 세계적으
로 알려져 있어, 매우 유용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각자의 요구사
항에 최적화 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을 가지고 있다.
저널의 모든 저자 및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저널 웹사
이트에서 검색한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
널의 저작권/라이선싱 정책은 웹사이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그 내
용은 저널에 실린 각 논문의 끝에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2.3.3.5 권리포기정책 채택

만약 저널이 논문 처리비, 출판 비용, 제출 비용 등을 징수하게 된다면 만일 저
자들이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비용을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전문적인 오픈액세스 출판사들은 개발도상국 저자라면 면제해 준다.
비용면제를 할 것인지와 또 그렇게 하는 조건을 결정함으로, 후일 저자와의 불
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면제 정책은 동료 검토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원고를 받을 것
인가 거부할 것인가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 면제정책의 일부로 면제에 대한 신청
을 제출하라고 공지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원고 수락 및 거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편집팀 관리자 혹은 출판팀의 다른 직원에게 면제신청을 제출하라고
공지하는 것이 있다.
면제정책이 무엇이든, 저자와 독자들에게 투명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정책이 저자들을 위한 안내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며 또한 징수되는 비
용에 관련한 모든 정보도 있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면제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제출 방식에 포함될 수도 있다.
만약 하나의 면제정책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저널의 예산 안에 계획한 면제 건
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1.5 예산 작성 참조).
2.3.3.6 기타 정책 채택

위에서 언급한 정책 이외에도 불만 처리에 관한 정책과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
반적인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불만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
절차에 대한 짧은 설명도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에서 다른 저널들을 발간해본 팀원들은 해당 학문 분야와 관련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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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이해관계상충
∙ 동물 혹은 인간 실험대상의 보호
∙ 윤리적 고려사항
∙ 자료 납본

필요한 정책 목록을 완벽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저널들의 표준을 알아보고
해당 저널도 따라야만 하는지 고려해보라
2.3.4 목적 및 범위 작성

웹사이트 상(만일 인쇄본이 있다면 거기에도)에 저널의 목적과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목적과 범위’는 저자와 독자 모두를 위한 안내서로
서 저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발간하고자 하는 논문 유형을 설명해준다. 독
자와 저자들은 여기에서 정보를 발견하여, 결국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며, 논문을
제출하거나 혹은 다른 저널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목적과 범위에는 특유의 ‘저널의 차별화된 강조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라. 즉, 스스로 다음을 물어보라. 연구 분야와 출판 모델에 관해 이 저널은 다른
저널과 어떤 점이 다른가? 왜 저자가 저널에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가?
명확히 정의된 목적과 범위로 인해 우수한 논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저널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다듬는 것은 색인 서비스를 적용할 때
나 자금지원요청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홍보 업무를 해야 할 때 많은 일거리를
줄여 줄 것이다.
목적과 범위에는 초점이 있어야 한다(문서 예시가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원을
확인하라). 저널이 오픈액세스모델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핵심 메시지이며 이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주요 고려 사항

∙ 저널의 목적, 즉 편집의 초점은 정확히 무엇인가?
∙ 저널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오픈액세스의 면모가 소개될 수 있다.
∙ 전체 연구 분야에서 저널은 어떤 연구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 명확히 하기 위해, 저널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의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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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라
∙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저널과 어떻게 다른가? 다시 말하지만, 오픈액세스

라는 점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저널은 전문 저널 또는 학제 간 학문 저널 중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가? 후

자의 경우, 그러한 방식일 경우 오픈액세스가 적합함을 강조하라(2.3.3.1.1
저널 유형 결정 참조)
∙ 저널 뒤에 단체 혹은 학회가 있다면 밝히는 게 중요한 일인가?
∙ 저널이 대상으로 하는 목표 독자층은 누구인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 왜

오픈액세스가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라
∙ 저널이 어떤 유형(예를 들면 오리지널 논문, 리뷰 논문, 짧은 보도, 투고 논

문 등)의 논문을 받아들일 것인가?
2.3.5 동료 평과 과정 설계

대부분의 편집자 및 편집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평가를 빨리 마치는 것이
다. 두 가지 주된 요소가 빠른 동료 평가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로 평가자
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워크플로이다. 저널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평가
워크플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워크플로는 저널이 일단 론칭되고 난 후 평
가자들과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소규모 저널 및 대규모 저널 각각을 위해 제안하는 워크플로를 묘
사한 것으로 서로 다른 과정이 나타나 있다.
소규모 저널

아래 순서도는 평가 과정의 다양한 단계 즉, 저자의 원고 제출에서부터 결정, 그
리고 관련된 여러 역할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소규모 저널’이라 함은 편집장이 평가 과정을 직접 관장하는 저널을 말
한다. 즉, 원고를 수락한다는 메일을 보내고, 평가자를 선정하며, 모든 과정을 관
리하는 것이다. 해당분야별 편집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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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널의 경우 : 제출에서 결정까지의 편집 흐름

저자가 편집사무실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고 제출

원고를 받았음을 알리는 편지를 저자에게 보내야 한다.
편집장의 첫 번째 평가

원고가 저널의 범위 및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틀렸거
나 적합하지 않으면, 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원고는 보존하거나 요청한다면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거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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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원고

저널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는 거절한다. 저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편지
를 보낸다. 원고는 보존한다.
평가를 위해 수락된 원고

만일 원고가 저널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고, 공식적으로 저자 안내사항을 지키
고 있다면, 이는 평가를 위해 보내진다. 초청 논단, 서평과 같은 원고 유형은 편집
장이 바로 출판을 허락할 수 있다.
평가된 원고

원고가 저널의 서식에 맞추어 씌어졌는지 검토하고, (만일 적용된다면) 초록, 키
워드, 정확한 참조목록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단순맹검, 이중맹검,
혹은 오픈시스템에서 정확한 익명 시스템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부
족한 것이 있다면 평가를 위해 원고를 보내기 전에 저자에게 완성해 달라고 요청
해야 한다.
편집장의 평가자 배정

보통 최소 두 명의 독자적인 평가자에게 원고를 보낸다. 때때로 저자들에게 평
가자를 제안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평가자

평가자가 원고를 읽고 평가한 뒤 편집장에게 평가 보고서를 보낸다. 평가에 소
요되는 시간은 학문분야에 따라 2-6주 사이이다(인문 및 사회과학 논문의 경우 일
반적으로 시간을 더 준다). 평가자에게 업무를 위한 명확한 지시사항(예를 들면 검
토보고서 형식 설명 및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수 등)을 제공했는지 확인하라
편집장의 결정

평가자의 의견에 근거해 편집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 더 이상의 원고 수정 없이 수락
∙ 원고 수정 후 수락
∙ 저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
∙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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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이 더 이상의 원고 수정 없이 수락

저자에게 원고 수락 편지를 보내고, 출판을 위해 최종 원고를 받는다.
편집장이 원고 수정 후 수락

저자들은 평가자 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장에게 업데이트된 원고를
보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시간은 학문분야, 추가된 데이터의 유형, 요구된 정보나
논의에 따라서 2~8주 정도 주어진다.
다시 제출

저자들은 원고를 상당히 많이 수정하여 새로 평가를 받도록 제출해야만 한다.
다시 제출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편집장의 거절

저자에게 원고 거절 편지를 보내고 원고는 보관한다. 평가자들에게 이런 결정을
알릴 수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저널에 어떤 평가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2.3.3.1.1 저널 유형 결정을 참조하라
∙ 단순 혹은 이중맹검인가?
∙ 원고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자는 몇 명인가?
∙ 수정본을 평가자에게 다시 보내야 하는가?
∙ 재평가/수정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허용할 것인가?
∙ 평가자들에게 최종 결정을 알려야 하는가?
∙ 저자들/평가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표준화된 편지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편지를 선호하는가?
대규모 저널

아래 순서도는 평가 과정의 다양한 단계 즉, 저자의 원고 제출에서부터 결정, 그
리고 관련된 여러 역할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대규모 저널은 편집장이 해당 분야별 편집자(공동편집자 혹은 보조 편집
자일 수 있음)의 도움을 받는 저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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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저널의 경우 : 제출에서 결정까지의 편집 흐름

저자가 편집사무실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고 제출

원고를 받았음을 알리는 편지를 저자에게 보내야 한다.
편집장의 첫 번째 평가

원고가 저널의 범위 및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틀렸거
나 적합하지 않으면, 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원고는 보존하거나 요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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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거절이다.
거절된 원고

저널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는 거절한다. 저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편지
를 보낸다. 원고는 보존한다.
평가를 위해 수락된 원고

만일 원고가 저널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고, 공식적으로 저자 안내사항을 지키
고 있다면, 이는 평가를 위해 보내진다. 초청 논단, 서평과 같은 원고 유형은 편집
장이 바로 출판을 허락할 수 있다.
평가된 원고

원고가 저널의 서식에 맞추어 씌어졌는지 검토하고, (만일 적용된다면) 초록, 키
워드, 정확한 참조목록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단순맹검, 이중맹검,
혹은 오픈시스템에서 정확한 익명 시스템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부
족한 것이 있다면 평가를 위해 원고를 보내기 전에 저자에게 완성해 달라고 요청
해야 한다.
편집장이 해당분야 편집자 배정

편집장은 원고가 완벽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평가자의 의견이나 결정과 함께 돌
아올 수 있도록 해당분야 편집자에게 배정한다.
해당분야 편집자의 평가자 배정

보통 최소 두 명의 독자적인 평가자에게 원고를 보낸다. 때때로 저자들에게 평
가자를 제안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평가자

평가자가 원고를 읽고 평가한 뒤 해당분야 편집자에게 평가 보고서를 보낸다.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문분야에 따라 2-6주 사이이다(인문 및 사회과학 논문
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을 더 준다). 평가자에게 업무를 위한 명확한 지시사항(예
를 들면 검토보고서 형식 설명 및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수 등)을 제공했는지 확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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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편집자의 권고

평가자의 의견에 근거해 해당분야 편집자는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더 이상의 원고 수정 없이 수락
∙ 원고 수정 후 수락
∙ 저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
∙ 거절
편집장이 더 이상의 원고 수정 없이 수락

저자에게 원고 수락 편지를 보내고, 출판을 위해 최종 원고를 받는다.
편집장이 원고 수정 후 수락

저자들은 평가자 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장에게 업데이트된 원고를
보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시간은 학문분야, 추가된 데이터의 유형, 요구된 정보나
논의에 따라서 2~8주 정도 주어진다.
다시 제출

저자들은 원고를 상당히 많이 수정하여 새로 평가를 받도록 제출해야만 한다.
다시 제출로 돌아가는 것이다.
편집장의 거절

저자에게 원고 거절 편지를 보내고 원고는 보관한다. 평가자들에게 이런 결정을
알릴 수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저널에 어떤 평가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2.3.3.1.1 저널 유형 결정을 참

조하라
∙ 단순 혹은 이중맹검인가?
∙ 원고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자는 몇 명인가?
∙ 수정본을 평가자에게 다시 보내야 하는가?
∙ 재평가/수정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허용할 것인가?
∙ 평가자들에게 최종 결정을 알려야 하는가?
∙ 저자들/평가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표준화된 편지를 선호되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편지를 선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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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스타일시트 만들기

수락된 원고는 최종 파일 형식을 따르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정리될 것이다.
이는 채택한 서식(2.2.4 서식 채택 참조)과 이미 계획하거나 채택한 레이아웃(2.2.3
논문 레이아웃 참조)을 따를 것이다. 이 요소들을 활용하여, 레이아웃 편집자 혹은
판 제작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서, 즉 스타일시트를 만들어야한다. 만일 판
제작자와 함께 일하고 그들이 제안하는 레이아웃을 채택했다면, 스타일시트가 이미
있을 수도 있다. 견본 스타일시트 체크리스트는 추가 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실제 논문을 출판하기 전에, 레이아웃 편집자나 판 제작자에게 실제 논문을 가
지고 샘플 기사를 만들어 보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스타일시트 만들기는 제작 편집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작업이나, 레이아웃 편
집자나 판 제작자의 정보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4.2 파일 형식 정의

출판하기 전에 어떤 파일 형식으로 논문을 다시 제작하여 출판할 것인지 반드시
정해야 한다. 최종 파일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은 PDF와 HTML이다. 자체 팀 내에
서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많은 학술 출판사들은 어도비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PDF파일로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HTML 형식을 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사이즈가 더 작아서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역동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 널리 이용될 수 있다.
XML 버전 또한 수집과 보존 목적에서 유용하며 특히 PubMed나 PubMed Centra
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색인 서비스에도 유용하다. 오늘날 많은 제공자들이 텍스
트문서를 받아서 XML로 코딩하고 거기서 HTML, PDF 파일로 변환한다.
2.4.3 디지털객체식별자 등록

저널을 론칭하기 전에, 출판하고자 하는 논문들의 디지털객체식별자55)를 얻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객체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사
서함과 같은 기능을 하며, 비슷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서함의 주인이 때때로
이사를 해도, 그의 주소는 같다. 사서함만 새로운 실제 주소를 부여받으면 된다.
우편물은 계속해서 영구적인 주소로 날아들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디지털객체식
별자는 저널 논문들이 고정된 ‘주소’를 가지도록 영속적인 ‘사서함’을 제공한다.
출판사가 논문의 새로운 URL을 안내하면서 다른 호스트나 서버로 이전하더라도,
55) Digital Object Ident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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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객체식별자 등록기관에 ‘주소’ 변경 사항만 통지하면 된다. 디지털객체식별
자가 있는 논문들은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사용해 인용되고, 미래에도 현재 URL과
는 상관없이 논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객체식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술 출판사는 디지털객체식별
자를 발행하고 과학 논문들 사이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회원제 협회
인 ‘CrossRef'56)를 의지하고 있다. 디지털객체식별자를 발행하고 영속적인 ’주소‘를
제공하는 일 외에도, CrossRef는 논문 메타데이터에 부착된 디지털객체식별자를 통
해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로 인해 연구자들이 저널에 있는 참고 목록을 클릭
하면 즉각적으로 인용된 논문으로 연결해 주는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링킹 시
스템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저널에 대한 트래픽이 일어나
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작하기

a) CrossRef에 가입 신청서를 보낸다. CrossRef는 서명을 받기 위해 동의서를
보낼 것이다.
b) 가입과 동시에 디지털객체식별자 접두부를 받는다.
c) 논문계층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위한 구조를 결정하라. CrossRef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객체식별자의 이용방법

메타데이터와 디지털객체식별자 번호를 포함한 참조목록
1. 새로운 원고를 받게 되면, 새로운 논문의 참조목록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CrossRef에 제출하라
2. 논문 출판 이전에, CrossRef에서 메타데이터를 조회하고 검색한 뒤 링크주
소를 추가하거나 붙인다.
3. 논문을 출판할 때 디지털객체식별자 번호를 제출한다.
만약 전문적인 판 제작자와 함께 일한다면, 그가 대신하여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제출해 줄 것이다.
56) CrossRef : 디지털객체식별자(DOI)의 공식적인 등록기관으로 학술논문이 인용한 다른 출판사의 논문들
을 DOI를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참고문헌의 원문으로 접근을 제공해 준다. 가입과 동시에 각 출판사에
디지털객체식별자 접두부를 부여하는데 출판사는 부여받은 접두부에 자신들이 발행한 저널의 논문 등
에 부여한 유일한 문자열을 붙여 DOI를 생성한다. http://www.crossr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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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CrossRef는 서비스에 대해 2가지 유형의 요금을 부과한다. 하나는 출판 수익에
근거한 연간 비용이며, 다른 하나는 제출 시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백만 달러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면 연간 275달러를 부과하며, 하나의 논문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제출하면 제출할 때마다 1달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안내서를 출판할 당시, 오픈액세스출판협회 OASPA57)는 CrossRef와 협약을
맺고 학술출판사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디지털객체식별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OASPA에 연락하라
CrossRef 요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라
CrossRef는 여러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58) 기능
을 포함하고 있다. ‘Cited-by Linking’은 인용된 논문들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이
런 정보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에서 보일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rossRef 웹사
이트를 참조하라
2.4.4 제작 과정 설계

저널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수락된 원고들을 실제로 출판할 수 있도
록 관리하는 효율적인 워크플로를 계획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이 워크
플로의 활동들을 보통 ‘제작 업무(production work)’라고 한다.
제작 역할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가능한 워크플로를 소개하기 전에, 이 과정 중에 있는 관
련 역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런 일 중에 일부는 아웃소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 내부 편집팀원, 지정된 제작 편집자, 외부 지원을 통하거나 이 모든 것이
혼합한 상태에서 다양한 제작 단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저널의 유형, 논문의 수,
호수, 자금 지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저널이 원고 레이
아웃을 위해 특정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저자들은 원고를 제출할 때(수정 및 최
종 버전 제출 포함) 저널 형식에 맞춰 원고를 조정해야 한다. 이는 원고 교열편집
자나 레이아웃 편집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제작 역할
은 팀의 역량에 따라 다르며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할 수 있는지와
57) Open Access Publishers Association : http://www.doaj.org/bpguide/set-up/4/#2-4-3-register-for-dois
58) http://www.crossref.org/citedb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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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범위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 논문은 편집팀 내에서 처
리할 수 있지만 10건 이상은 외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제작 편집자

일반적으로 편집팀의 한 명은 제작 편집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제작 편집자
는 원고가 수락되어 온라인으로 출판하고 제 3자에게 배포될 때까지의 과정 내내
원고를 따라다닌다. 제작 편집자 외에 또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
열 편집자, 언어 편집자, 레이아웃 편집자, 판제작자 등이다.
교열 편집자

많은 학술 출판인들은 스스로 교열자 역할을 하거나, 출판팀원 한명이나 대학원
생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프리랜서 교열편집자를 고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인터
넷을 통해 교열 편집자를 구할 수도 있고(일부는 추가 정보원59) 참조) 구두 추천
을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 제작자들이 추가 요금을 받고 원고 교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저널들은 저자에게 템플릿을 이
용하고 신중하게 저자 안내문을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교열편집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교열 편집자의 역할은 참조시스템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저널 서식과 레이아
웃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교열 편집에는 또한 편집자들이 내린 결정에 따라서
여러 수준의 언어 편집 단계가 들어 갈 수 있다.
레이아웃 편집자/교열 편집자

최종적으로 레이아웃 편집자(제작 편집자 자신일 수 있음)를 둘 것인지 판 제작
자를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명 혹은 나머지 사람은 그림과 도표를 논문에
삽입하고 여러 가지 포맷으로 바꾸는 일을 포함하여 원고를 체계화 시켜야 한다.
레이아웃 편집은 편집자나 편집 팀원이 하는 반면, 판 제작은 외부의 판 제작 업
체가 한다.
만약 저널이 원고 레이아웃을 위해 엄격하고 매우 구체적인 템플릿을 사용한다
면,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저널 서식에 따르도록 원고를 조정할 수 있고 또한
편집자가 스스로 최종 원고를 편집할 수 있다(2.2.4 서식 채택 참조).
만약 예산과 출판할 논문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편집팀 내에서 레이아웃 편집을
59)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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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 논문은 편집팀
내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10건 이상은 외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편집팀 내에서 MS 워드같은 문서 작성 시스템이나 어도비의 출판디자인 소프트
웨어인 InDesign을 이용하여 논문 레이아웃을 할 수 있다. 교정쇄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문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자료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판 제작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판 제작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또
한 교열 편집역시 포함될 수 있으며, 저널 논문이 필요로 하는 교열 수준에 달려
있다).
색인이나 아카이빙 서비스 등을 제3자에게서 제공받으면 공급자가 직접 해준다
는 장점이 있다. 이는 디지털객체식별자 생성도 마찬가지이다(2.4.4. 디지털객체식
별자 등록 참조).
메타데이터에 관한 논평

제작 과정 중에 논문에는 메타데이터로 태그를 붙일 것이다. 메타데이터는 제작
과정 자체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논문을 수집할 수 있게 하고 검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높은 수준에서 기술(記述)하며, 각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한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문서의 저자, 작성 시기, 단
어 수와 문자 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림이나 이미지도 그래프/
그림의 크기, 해상도, 그림/이미지의 창작 시점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메타 태그 형식(html 문서 상단에 문서의 키워드를 나열된 줄)에 있는 메타데이
터는 주로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기술하고 검색엔진이 검색 인덱스에 페이지를 추
가할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구 논문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레코드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색인을 위해 수
작업으로 만들어진다. 논문을 기술하기 위한 필드의 유형은 제목, 저자명, 소속,
초록, 키워드, 분류 등이 있다. 출판할 때는 논문이 잘 검색되도록 메타데이터 수
집기가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구글을 통해서)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찾은 사람이 이 자료가 관심이
있는 자료인지 빨리 추측하고, 가능한 쉽게 정보를 검색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가 우수할수록 논문의 이용 및
인용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4.5 영향력 보장과 4.5.3 영향력 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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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수집기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수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는 조직되고 구조화 되어있어야 한다. 이는
메타데이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제일 잘 알려진 프로토콜 가운데 하
나는 보통 OAI-PMH라고 불리는 것이다.
저널 콘텐츠를 배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OAI 수집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이다. 메타데이터 수집기는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자원의 종합목록인
OAIster60)는 다양한 저널, 도서, 디지털 리포지토리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
으며, PKP 수집기61)도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한 지침서를 정할 때는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진 표준을 이용하라. 예를 들면 만일 의학 저널을 발간하면, 저자들에게
미국립의학도서관 주제명표목(MeSH) 키워드로 자신들의 논문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라
∙ 저널과 관련 있는 메타데이터 수집기를 확인했는가? 도서관이 지역에서 진

행하는 사업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 사용 중인 저널 관리 시스템이 OAI 프로토콜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PKP 수집가가 OJS 소프트웨어 내에 내장되어 있
는 것처럼 말이다.
작업 순서도

아래 순서도는 제작 처리를 위해 추천된 워크플로를 보여준다. 이는 수락된 원
고가 온라인으로 출판될 때까지 처리되는 단계 별로 조직되어 있다. 해당 박스 위
로 커서를 올려보면 각 단계별 지시사항이 나올 것이다. 과정을 설명하는 원문은
표 아래와 추가 정보원에 제작 워크플로라고 이름 붙은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60) http://www.oclc.org/oaister/
61) http://pkp.sf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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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흐름도 - 원고 접수부터 출판 이후까지

원고 접수

일단 원고가 들어오면 제작 과정으로 들어간다. 들어온 원고들은 이메일이나 저
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작 편집자에게 전달된다.
원고 등록

만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저자가 웹사이트에 최종 원고를 올리면 그
원고는 이미 시스템에 ‘접수’되어 있을 것이다. 제작 편집자, 편집자, 편집 비서에
게 문서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원고들은 최종본으로 접수된다.
원고의 질 평가

제작 편집자가 레이아웃, 스타일, 기타 지시 사항이 지켜졌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그림/도표가 우수한 상태인가?
∙ 올바른 참조 시스템이 사용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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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수 있다면, 체계화된 초록이 있는가?
∙ 키워드가 제공되는가?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원62)을 참고하라
원고는 품질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만일 충
족시킨다면, 원고는 바로 언어 및 교열편집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충족시키지 않
는다면, 제작 편집자 혹은 저자가 원고를 수정해야만 한다. 만일 저자에게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면, 다시 제출할 때까지는 며칠만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고 교열 및 언어 편집

모든 공식적인 안내서를 따른 원고를 교열편집하고 언어도 편집한다. 원고 교열
은 문법, 일관성, 기타 요소 등을 바로잡아서 금지된 서식을 따르지 않고 정해진
저널 서식에 맞게 하는 것이다.
판 제작/레이아웃 편집 - 페이지 조판 교정쇄 준비

레이아웃 지침에 따라서 외부 판제작자나 내부 담당자가 원고 조판을 제작하고
레이아웃을 편집한다. 저자들을 위한 지침서 및 안내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페이지 조판 교정쇄를 PDF 형식으로 만든다.
교정쇄 확인 및 배포

제작 편집자는 저널 서식에 따라 만들어진 PDF 파일을 검토하고 그림/도표들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그 후 저자, 편집자, 교정자에게 교정쇄를 보낸다. 저
자 질문표를 교정쇄와 함께 보낼 수 있는데, 교열을 보면서 일어난 질문을 적고
교정쇄에 정확하게 표시한다. 저자가 수정하기 위한 안내서를 서면이나 온라인으
로 제공해야만 한다.
표시된 교정쇄의 수정

저자 및 편집자의 수정이 교정쇄에 반영되어 정확한 파일이 만들어진다. 제작
편집자는 교열 편집자가 제출한 저자 질문표에 저자가 모두 응답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62)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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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자가 많은 수정을 했다면 최종 승인을 위해 두 번째 교정쇄를 저자에게
보내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는 원고를 출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밟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파일 제공(예: PDF, HTML, XML)

이 단계에서 판제작자 혹은 레이아웃 편집자는 요청된 양식에 맞춰서 최종 원고
를 준비하고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CrossRef에서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것이
며(2.4.3 디지털객체식별자 등록 참조) 하이퍼링크를 추가할 것이다. 그 후에는 최
종 수정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다양한 파일들이 정확하게 열리고 참조 링크들
이 잘 활성화 되는지 확인하는 제작 편집자가 파일을 검토한다.
온라인에 파일을 올리고 가능하다면 제3자에게 전송

레이아웃 편집자/판 제작자가 파일(들)을 출판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원고 순서를
검토한다. 이후 논문이 공식적으로 출판된다. 그와 동시에, 혹은 조금 뒤에 제3자
(PMC, ERIC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게 파일을 전송한다.
파일들은 다양한 색인서비스, 초록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해 전송된다.
RSS를 통해 알린다.
또는
저널 호 구성

저널 호에 대한 일을 한다면, 호에 어떤 순서로 원고를 실을지 정하라
저널 호 페이지 매기기

제작 편집자는 목차를 확인한다. 그리고 권 호수가 있는 책등을 포함한 표지, 페
이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업로드한다. 이는 만약 저널을 인쇄본으로 출판한다면
필요한 일지만, 상당한 수의 온라인 저널 역시 새로운 호를 표지와 함께 발간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쇄본을 출판할 때에는 판권지를 확인하고 업로드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 편집자에게 저널 호 교정쇄 배포

편집자와 교정쇄 확인자에게 교정쇄를 보낸다. 즉 레이아웃 편집과 판 제작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제작 편집자들은 모든 최종 수정이 원고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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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페이지 수도 맞는지 검토하며, 목차와 표지도 올바르게 갱신되었는지 확인한다.
표시된 저널 호 교정쇄의 수정

최종 수정이 이루어졌다. 필요하다면 최종 승인을 위해 교정쇄를 새것으로 만들
어라
저널 호 승인

저널 호는 이제 인쇄할 준비가 되었다.
인쇄 및 제본

만일 저널이 인쇄본으로도 나온다면, 인쇄 및 제본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
다. 종이, 표지, 제본, 인쇄부수, 컬러 페이지, 배달 정보 등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판매점으로 이동 및 배포

저널 호는 바로 판매점으로 보내거나 인쇄소에서 바로 배포한다. 배포를 위한
주문서(구독자 명단)나 라벨을 준비한다.
메타데이터의 수집

메타데이터의 수집, 추출, 배포한다. 위에서 언급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논평’을
참조하라
보존 및 아카이빙

아카이빙과 보존을 위해 파일을 보낸다.
백업 생성

주기적으로 행해지며(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가능하다면 두 곳에 저장한다
(2.1.4 백업 보장 참조).
2.5 절차 상 처리
새로운 저널을 구축할 때는 밟아야 하는 많은 절차들이 있다. 이 절차들은 매우
절차가 번잡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은 한 번
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편집장이 개입해야 하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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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은 자신이 혼자 일을 해결하거나 혹은 출판부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해
결할 수 있다.
2.5.1 ISSN 등록

ISSN이란 정기간행물 자료에 대한 저자를 밝히지 않는 식별자로서, 출판사나 위
치 같은 그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제목이 변경 될 때
마다 정기간행물에 새로운 ISSN이 배정되지만 출판사가 바뀔 때는 배정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저널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널이 보이는 각 매체마다
ISSN을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저널의 온라인 버전과 인쇄본은 같은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ISSN을 가지고 있다. 두 버전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내기 위해, 고유 ISSN 뒤에는 ISSN-L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시:
저널

ISSN

ISSN-L

인쇄본

1748-1708

1748-1708

온라인 버전

1748-1716

1748-1708

기타 버전(예.CD-ROM)

1748-1734

1748-1708

그러므로 ISSN은 정해진 매체의 특정한 연속물을 위한 고유한 식별자이다.
ISSN-L은 계속되는 자료, 즉 일반적으로 저널의 다른 매체 버전을 식별하고 연결
하면서, 이러한 개별 ISSN을 하나로 묶어준다.
사서들은 특히 저널의 식별과 분류를 위하여 ISSN/ISSN-L을 이용한다.
저널이 ISSN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저널의 제목이 보호받는 등록상표가 아니라
는 점을 명심하라. 등록상표/저널 제목을 보호하고 싶다면, 2.5.3 상표 보호 등록을
참조하라
ISSN/ISSN-L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국립 ISSN 센터에 연락하든가 혹은 만일 자
국에 그러한 센터가 없다면 국제 ISSN 센터63)를 이용하면 된다. 북유럽의 출판물
을 위한 ISSN을 받기 위한 신청서 양식은 추가 정보원64)을 참고하라. ISSN 배정
은 무료이다.

63) http://www.issn.org/2-22648-Contact-the-International-Centre.php
64)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2-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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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과 ISSN-L 넣기

ISSN과 ISSN-L은 대문자로 씌어져야 하며 공간은 8자리 숫자를 표시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인쇄본 : ISSN 0001-6772, ISSN-L 0001-6672
온라인버전 : ISSN 1365-201X, ISSN-L 0001-6672
인쇄본 표지에 ISSN/ISSN-L 번호를 넣기 좋은 곳은 오른쪽 상단 코너이다. 번호는 판권
지에도 인쇄/반복할 수 있다. 온라인 버전에서 ISSN/ISSN-L 번호는 홈페이지나 각 논문 첫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예 : http://www.ethicsandglobalpolitics.net/index.php/egp/article/view/1938).
2.5.2 계약서 서명

저널 출판과 관련하여 다양한 파트너/판매상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
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해 당신과 상대방이 해야 하는 일과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 판제작자 혹은 다른 공급자
∙ 호스팅 서비스(예: 대학도서관)
∙ 콘텐츠 집합제공자(예: EBSCO host)
∙ 파트너(예: 저널을 학회의 공식 출판물로 채택하는 학회)

계약은 보통 다음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정의
∙ 저널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
∙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각 파트너들의 의무와 책임
∙ 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상세설명
∙ 어떤 조건 하에서 계약이 갱신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 계약이 파기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설명
∙ 모든 지불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지불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지침에 따라

관리되는지에 대한 설명
∙ 적절한 배상 약관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147

주요 고려 사항

∙ 누가 혹은 법적으로 가능한 어떤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가?
∙ 계약 각 조항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했는가?
∙ 계약서는 너무 길고 귀찮지 않으면서도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 일부 공급자, 집합제공자 등은 표준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할 때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

다(합리적이고 국제적인 법률 자문가를 원한다면 기타 정보원을 참고하라).
2.5.3 상표 보호 등록

등록된 상표는 저널 그 자체를 복제당하거나 ‘도용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저널 소유주에게 주기 때문에, 저널이 최소한 성공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더
라도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상표는 지적 재산의 한 유형이며, 보통 이름, 단어, 구, 로고, 상징, 디자인, 이미
지, 혹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한 것이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된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허가 받지
않은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상표를 침해당하면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상표는 특정한 관할권을 가진 ‘상표 등록소’에 등록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그
러나 하나의 관할권 이상에서 상표를 보호해 주는 다양한 국제상표법과 시스템이
있다. 국제 상표 등록은 국제적인 오픈액세스저널을 위해 적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정보원을 참고하라
일반적으로 상표는 비용이 들고 일정 시간(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갱
신되어야 한다. 모든 등록소는 자체적인 규칙과 규정이 있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한다.
2.5.4 출판물 인증서를 위한 등록

대부분의 국가들이 언론자유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체 및 출판물들은 당국
(검열제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북유럽 지역과 다른 많은 국가들에
서는 출판물이 그러한 법령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출판물 인증서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 기관은 인쇄본 저널을 위해서 출판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또 다른
기관은 온라인 저널(데이터베이스)을 위해 출판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저널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 혹은 논문이 수락될 때마다 계속 발간되는지에 관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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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다. 각 국은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을 적용하는지 자체 관할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당국에 대한 링크는 추가 정보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5.5 관리 문제

아래 2.5.5.1 내규 작성과 2.5.5.2 소유주 등록/통합은 관리와 관련된 중요 문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2.5.5.1 내규 작성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내규를 확정하고자 할 수 있다. 내규는 저널 관리 방법,
기본 체계, 이런 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스스로가 정한 지침이 된
다. 내규는 확고하며 쉽게 수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유연할 수 있도
록 폭넓게 작성되어야 하며, 혼동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써야한다.
새로운 저널의 발기인들이 내규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며, 편집/출판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학술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저널의 경우에도 이 그룹은 동일할 것
이다.
내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 저널의 사명 / 목적
∙ 저널의 소유권/법적 지위
∙ 관리 기구(이사회/위원회)
∙ 정족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 편집장은 어떻게 선출되고 임기는 얼마인가?
∙ 편집팀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예를 들면 편집자들에게)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

인가?
∙ 회계 정책
∙ 어떤 조건 하에서 저널을 무효로 만들고 과월호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등
∙ 어떤 조건 하에서 내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주요 고려 사항

∙ 내규는 법적 문서이므로 채택하기 전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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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안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기

타 정보원 참조).
∙ 외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저널 출판이나 편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두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2.5.5.2 소유주 등록/법인화

저널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여러 명으로 된 집
단이 저널을 소유해야 된다면, 이런 집단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법인화하는
것을 고려하라. 어떤 상황에서는 법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를 해야 할 때, 저작권 위반 혹은 부주의함에 대해 보상
해야 할 경우, 하청업자와 법적 계약을 해야 할 때 등이다.
법인 등록을 위한 법과 지침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우수실무사례
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어떤 형태의 법인화가 금융적인 이점이 있는가?(예: 일부 법인체는 부가가

치세 납부를 면제)
∙ 당신이 고려하는 법인 유형은 공인회계사를 필요로 하는가?
∙ 법인화 형태에 따라, 저널이 손실을 입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 법인에 속

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만일 저널이 파산하거나, 혹은 청구서를 처리할 수 없다면, 법인에 속한 개

인은 법인화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저널은 선정한 법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 신고서를 정리해 둘 것인가?
∙ 만일 법인에 속한 개인의 국가가 서로 다르다면, 한 국가 이상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저널의 소유자들을 법인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은 저널을 대신하여 계약에 서
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자 등록 및 법인화를 통해서 일
어날 수 있는 결과(예: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든지)는 내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150 외국도서관 정책자료Ⅳ

2.6.1 업무와 요구조건 확인

이 지침서의 4장 출판과 5장 관리에서 확인된 사항은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수
행하는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체크리스트로서 이 장의 항목을 활용하라. 동료 평가를 위해 개발해야 하
는 작업흐름도(2.3.5 동료 평가 과정 설계)와 제작 과정(2.4.4 제작 과정 설계)을 참
고하라. 이러한 과정 속의 각 단계는 해결해야 하는 업무처럼 간주될 수 있다.
각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에
대해 짧은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 안내서의 추가 정보원에는 그런 도움을 주기 위
해 업무확인표를 위한 템플릿이 있다.
업무와 필요조건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업무를 적합한 팀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 부분 참조).
2.6.2 업무 할당

계획을 개발할 때는 저널을 출판하는 것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능력들과 심지어 다양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저널을 출판할 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판 제작과 교정은 세세한 부분까지 집중해야 하며 지겹고 반복적인 일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반면, 저널을 홍보하고 콘텐츠를 모으는 일은 창의
성과 사교적인 성격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판팀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포함하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 인적 자원 평가표를 위한 템플릿을 포함하고 있
다. 개인이 특정한 것을 할 수 있으며(경험과 기술), 그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을 기꺼이 할 것이며(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 그 일을 하는 것이 적
합하다(개인의 자질/성격)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 표는 만들어진다. 각 표제에 따라
팀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특성과 업무를 잘 맞춰줄
수 있을 것이다.
팀원들의 능력을 파악했다면, 목표 업무 목록으로 돌아와 구체적인 역할과 과제
를 할당한다.
2.6.3 파트너 고려

팀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맡기고 나면, 운영 계획에 몇 가지 구멍을 발견하게 되
거나 예측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팀의 업무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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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오늘날의 출판 환경에서는 학술 저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학술 저
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최소 네 가지 선택안에 직면한다.
(1) ‘독립적으로’ 저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웃소싱 활동이 있거나 혹은 없이
혼자 출판한다.
(2)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출판사/도서관과 협력한다.
(3) 출판협력체 참여
(4) 전문 출판사와 동업
(1) 아웃소싱 활동 혹은 그 없이 홀로 출판
오픈액세스저널 출판은 웹과 인터넷의 잠재된 힘을 알아본 연구자들 사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늘날은 연구자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혼자 일하거나 다른
연구자들과 팀으로 협력하여 수백, 수천 개의 저널들을 셀프 출판하고 있다. 일부
학술 출판자들이 출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지만 대다수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할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호스팅, 판 제작, 교열 등의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셀프 출판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판 제작과 같이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 유형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
면 잠재적인 제공자들을 찾을 수 있다.
출판 컨설턴트들은 특정한 출판 서비스 외에도 보통 시장 진입, 콘텐츠 개발 및
전략 문제에 중점을 두고 좀더 일반적으로 도움을 준다. 출판 컨설턴트를 찾아보
려면 간단하게 구글에 ‘출판 컨설턴트(publishing consultant)’나 ‘학술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scholarly communications consultant)’를 검색해 보면 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는 ‘OpenAccessSolutions.com’65)인데, 여기에는 출판
을 지원하는 여러 공급자들의 서비스를 목록화한 하나의 가상공간이 있다.
‘OpenAccessSolutions.com’의 장점은 특정한 요구를 들어주는 한명 이상의 공급자들
을 연결할 수 있는 단일한 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청구
서로 만들어 주고, 출판물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골라 받을 있다는 것이다.

65) http://www.openaccesssolu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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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또는 대학출판사와의 협력
북유럽지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현재 호스팅과 관리, 동
료 평가 구성 및 출판 소프트웨어/시스템 측면에서 저널 출판 지원을 해 주고 있
다. 도서관이 호스팅해주는 저널 대부분은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수익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모기관의 직원과 관련 있는 저널을 위
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소수의 저널들만이 도서관이나 출판사(아래 (3)
항 참조)가 제공하는 보완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금
을 받는다. 대학도서관이 호스팅을 해주는 저널 대부분은 사회과학 분야 또는 인
문과학 분야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연구 분야의 저널이 나오고 있다.
대학도서관 혹은 대학출판사와 협력하는 저널들 역시 아웃소싱으로 이러한 지원
을 늘리려고 할 수 있다(윗부분 참조).
NOAP66) 프로젝트는 그런 업무의 일부로서 북유럽 지역에서 호스팅 및 기타 서
비스를 제공하는 출판사, 기관, 대학도서관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리스트는 정기
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링크는 추가 정보원 ‘북유럽에서 이용 가능한 호스트 리스
트’에서 볼 수 있다.
(3) 출판협력체 / 플랫폼 참여
2.1.1.1 호스팅 선정에 명시된 것처럼, 자격이 된다면 아프리칸 저널 온라인이나
스칼러리 익스체인지와 같은 출판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에 따라,
무료 혹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플랫폼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그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더 큰 공동체들
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전문 출판사 파트너
전문적인 오픈액세스 출판사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 안내서가 출판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출판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다.
만약 새로운 편집자와 팀이 저널을 맡았는데, 기존 팀이 가진 기술이나 이해도가
없다면 출판 파트너를 찾아가는 것이 적합하다. 만일 스스로 전문 출판사 파트너
를 찾아야 한다면, 오픈액세스출판사협회67)의 회원들인 출판사들이 있다. 이런 출
66) 오픈액세스 출판을 하는 과학 저널을 위한 돕는 프로젝트.
http://www.nordbib.net/Projects/Scientific-Journals-and-OA.aspx
67)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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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진지한 파트너임을 보증해 주는 오픈액세스출판사협회가 제정한 전문적
인 행동강령을 따른다.
다양한 파트너 선택의 장점과 단점

파트너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변수는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이다.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은 ‘혼자 하는 것’이거나 혹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출판사 또는 도서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오픈액세스 저널의 편집과 자비 출판에 든 자발적인 노력에는 금전적인 비용은
직접 안 들 수 있지만, 시간과 기타 자원이 들어간다. 또한 만약 편집 팀원들이
저널을 위해 정규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시간을 더 들였다면 간접적인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는 자신이 가진 시
간 대비 저널 운영에 필요한 시간이다. 아래의 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각 협력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데, 각 협력을 위한 가장 적합한 상황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을 설명한다.

장점

셀프
출판

가능한
단점

어떤 조건이
가장 적절한가?

∙ 저널 출판에 대해 완전 ∙ 과다한 업무량. 특히 ∙ 팀에 다양한 기술과 ∙
처음 시기에 업무량이
한 통제권을 가짐
능력이 있음
과도함. 다수의 기술을 ∙ 적어도 팀원 한 명은
∙ 출판의 시점에 있어서
새로 배워야함. 시행착
IT 기술에 능숙하고
도 완전한 통제권 가짐
오.
이런 기술 개발에 관 ∙
심이 있음
∙ 최소한 한 명의 편집
자는 영업기질을 가져
저널 마케팅을 할 수
있음

고려해야 할 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작
업흐름도는 시간이 현
명하게 활용되기 위해
서는 필수임
팀원이 심각하게 아프
거나 긴 휴가를 갔을
경우를 위해 대비책이
있어야함

∙ 저널 호스팅의 기술 ∙ 만일 도서관이 템플릿 ∙ 저널의 예산이 한정되 ∙ 명백하게 하기위해 출
적인 부분은 이에 익
을 엄격하게 따른다면
어 있는데, 도서관이
판사와 서면 협약서를
숙한 이들이 처리할
저널 구성에 한계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
체결해야 함.
대학
수 있음
있을 수 있음
스를 제공함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
출판사 ∙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 ∙ 저널 호스팅을 제공하
고 어떤 서비스를 제
및 대학
관의 모기관의 직원인
는 대학도서관은 일반
공하지 않는지, 서로가
편집자들을 위해 무료
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어떤 것을 기대하는
도서관과
제공하지는 않음. 편집
지, 어떤 상황에서 계
로 제공됨
의 협력
자는 여전히 많은 출
약을 종결하는지, 누가
∙ 도서관은 이미 전자출
판 업무를 처리해야
저널을 소유하는지에
판시스템(원고 관리 및
함
대해 설명을 포함
출판)을 개발하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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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가능한
단점

어떤 조건이
가장 적절한가?

고려해야 할 점

하기 때문에 쉽게 저
널에 이용할 수 있음

위
협력을
조합한
자문
서비스

∙ 컨설턴트는 팀에 부족 ∙ 이 선택안은 시작 자 ∙ 편집팀이 시간에 좇기 ∙ 서비스 가격을 협상해
한 기술 및 능력을 증
금부터 컨설팅 비용까
지만 출판 과정 및 최
야 함. 시간당 비용이
종
결과물에
대한
통
이 덜 비싼 것 같아도,
진시킴
지 필요함
제권을
유지하고
싶어
고정급여가 예산 작성
∙ (론칭과 관련된)일회성
함
에는 더 쉬움
활동인 요소들은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빠르
∙ 아웃소싱 활동에 쓸 ∙ 어떤 서비스가 어떤
수 있는 추가적인 자
가격에 제공될 것인지
게 처리할 수 있음
원을 편집팀이 활용할
서면으로 된 견적이나
수 있음
계약서를 요구해야 함

아웃
소싱

∙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 이 선택안은 잠재적 ∙ 편집팀은 출판 과정에 ∙ 서비스 가격을 신중하
서비스로 질적 수준이
파트너들의 가격과
서 특정한 도움을 요
게 협상해야 함. 고정
높은 출판물을 제작하
서비스를 확인하고 비
청할 것이며 이용할
급과 시급을 잘 비교
고 여전히 완전한 통
교하기 위해 초기에
해야 함. 일을 시작하
수 있음
기 전에 서면으로 된
제권도 가질 수 있음
투자가 필요함
견적서/서명한 계약서
∙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
를 요청해야 함(2.5.2
하며, 이는 제공되는
계약서 서명 참조)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회성일 수도 있고
계속 될 수도 있음(예:
웹사이트 개발 또는
판 제작)

∙ 다른 누군가가 나머지 ∙ 출판사에 따라서, 편집 ∙ 편집팀이 편집문제에 ∙ 누가 저널을 소유할
일들을 해결해 주는
과 관련 없는 분야에
것인지 고려해야함
만 집중하길 원함
동안 저널 콘텐츠와
대해 여러 수준의 통 ∙ 셀프 출판을 위해서는
(2.5.5.2 소유주 등록/
동료 평가에 집중할
제권을 가질 수 있음
법인화 참조)
핵심기술과 시간이 부
전문
수 있음
∙
출판사와 공식적인 계
족함
출판사와
∙ 출판사에 따라서, 본인
약서를 작성해서 각자
∙ 되도록 적게 걱정하면
협력
이 편집자로 일하는
의 의무를 서술하고
서 빨리 저널을 론칭
것에 대해 월급을 협
그 관계를 언제 어떻
시키고 싶어함
게 종료할 것인지 설
상할 수 있음
명해야 함
∙ 출판협력체는 저널을 ∙ 대학도서관과 일하는 ∙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 협력체에 다음을 확인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것과 비슷하게 출판협
협력체에 참여하기 위
해야 함
출판
분명한 지침서와 체계
력체와 일하는 것은
한 자격이 부족할 수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
협력체에
일부 도움을 받을 수
를 제공함
있음
고 또 제공하지 않을
참여 ∙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는 있지만 저널의 모
지, 서로에 대한 기대
든 분야에서 받을 수
것은 비슷한 활동을
가 어떠한지, 어떤 조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155

장점

가능한
단점

어떤 조건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더 큰 공동체와
는 없음
연결 가능케 하고, 정 ∙ 편집과 관련된 결정
보 교류도 할 수 있음.
외에도 할일이 많이
협동조합은 무료이거
있음
나 적은 비용이 듦
∙ 출판협력체에 참여하
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유사한 공동체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음
∙ 출판협력체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함

고려해야 할 점
건에서 관계가 종료되
는지 누가 저널을 소
유하는지 등을 포함해
야함

주요 고려 사항

∙ 저널을 위해 어떤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가?
∙ 저널을 위해 시간이 얼마나 지원되는가?
∙ 저널을 출판할 팀은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는가?
∙ 부족한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 저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가?
∙ 저널이 어느 정도까지 전문적이기를 원하고 또 어느 정도에서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가?
∙ 파트너는 저널에 이익이 될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 잠재적 파트너가 당신의 학술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잠재적 파트너가 일을 할 자격이 되는지 증명할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잠재적 파트너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시간을 낼 수 있는가?

3. 론칭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중에서 이 부분은 가장 짧은 부분
이다. 수개월동안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저널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저널을 활성화시키고 세상에 널리 알릴 준비가 된 것이다.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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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저널 론칭에 참여할 사람들은 기술 지원 담당(웹사이트를 활성화 시킬 인력), 론
칭을 발표할 마케팅 혹은 홍보 대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제출된 논문
을 처리하도록 준비된 편집팀이다.
3.1 편집 회의 개최
새로운 오픈액세스저널을 창간하는 ‘행사’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편집위
원회는 이 출판 모델을 잘 알고 참여해야만 한다. 편집위원들은 저널의 홍보대사
로 일하기 때문에 편집자(들)가 그들을 독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런 다음 편집위
원들은 잠재적 저자들에게 논문을 제출하라고 장려해야 한다(2.3.1 편집팀 체계 정
립과 2.3.2 편집위원회 모집 참조).
편집장이 저널의 실제 론칭 이전에 저널 팀과 편집위원 일부를 편집 회의로 부
를 수 있다. 이 회의는 직접 만나도 되고 전화나 웹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도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 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론칭 과정, 시간 조절, 각자 역할 검토
∙ 팀과 편집위원회이 론칭에 대해 열의를 가지도록 함
∙ 어떤 마케팅이 론칭과 함께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팀이나 편집위원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 확인
∙ 저널에 대해 알리고 싶은 메시지나 오픈액세스의 장점 검토

또한 다음 업무들을 하려는 편집위원들과 일하기 위해 이 회의를 활용할 수 있다.
∙ 학계 내외부의 관련 모든 매체에 저널 론칭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언론배포자료를 위한 데이터 제공(3.4.1 창간호 언론 홍보 참조)
∙ 가능한 가장 넓은 많은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처럼 창간호

에 실릴 가장 적합한 자료를 확인(3.2 첫 콘텐츠 준비 참조)
∙ 특정한 연구공동체와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저널이나 호수를 주제별로

구별하도록 계획하라
∙ 관련 있는 연구 공동체를 확인하고 이들 공동체가 저널의 링크를 직접 추

가하는 포털을 초청하라(4.5.1.2 마케팅 채널 선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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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에 일정표를 보내야 하며, 회의록을 기록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회의 약속에 대해 예의 있게 다시 일깨워 줘야 한다).
3.2 첫 콘텐츠 준비
새 저널을 방문한 사람들이 실제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저널에 대
한 정보를 배포하고 독자와 첫 투고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쉽다. 새로운 저널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저널에서 눈을 뗄 수 없도록” 첫 사설과 몇 개의 논문
을 출판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는 편집자들이 론칭 훨씬 전에 기사를 부탁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자들이 적합한 저자들을 선택하도록 도울
것이며(2.3.2 편집위원회 모집) 또는 그들 스스로 기사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중요
한 머리기사는 창간사이며, 보통 편집장이 집필한다(3.2.1 창간사 작성).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저널의 경우, ‘새로운’ 저널을 창간할 때 과월 호를 전자
형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론칭 전에 논문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논문을 청탁할 수 있다. 그러나 리뷰 논문이 일반적인
연구논문보다는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인용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널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리뷰 논문을 모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유명한 연구자 혹은 연구 집단의 뛰어난 논문 몇 편만을 초기에 출판시키는 것
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들은 많은 관심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저널의 학술적인
기준을 세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제별 분류/호를 계획하는 것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전문
성에 중점을 둔 저널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또한 주제별 분류는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저자에게 논문을 부탁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저자들이 논문을 제출하
고 발간될 저널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접근하게 할 수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편집팀이나 편집위원회에서 누가 저널에 논문을 실을 예정인가?
∙ 요청한 논문이 어떤 분야를 대표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 누가 선정된 저자를 초대할 것인가?
∙ 논문을 요청한 저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금액은 얼마인가?
∙ 론칭할 때 3~5건의 정도의 논문을 출판하려는 준비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들 저자와 평가자들은 촉박한 마감일을 지킬 수 있는가?

158 외국도서관 정책자료Ⅳ

∙ 출판 전에 미리 논문들의 주제별 분류를 계획하라. 각 과정의 세부 스케줄

을 확인해서 모든 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마감일을 지키라고 요구
해야 한다.
3.2.1 창간사 작성

온라인에서 제일 먼저 출판되는 기사는 늘 편집장이 쓴 창간사이다. 이는 새로
운 저널은 물론 오픈액세스로 전환되는 저널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편집자 사설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저널의 목적과 범위, 론칭 이유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논문 기고를 요청하고, 편집위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다.
오픈액세스 측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저널이 구독을 기반으로
한 출판 모델에서 오픈액세스로 전환되었을 때이다.
주요 고려 사항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 론칭의 근본 이유
∙ 저널의 목적
∙ 저널의 범위
∙ 모집하는 논문 유형
∙ 왜 오픈액세스인가?
∙ 동료 평가 과정 설명
∙ 편집위원회 제시
∙ 전자 원고 처리에 대한 언급
∙ 만약 있다면 출판자 선정에 대한 언급
∙ 논문 요청
∙ 미래 계획

3.3 웹사이트 활성화
보통 임시 URL을 이용하여 저널 웹사이트를 개발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
면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공식 URL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만일 등록기관을 통해 도메인 네임을 호스팅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서버
공간에 공식 URL을 지정하고 웹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관과 접촉하여 도
메인네임서버 구축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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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웹사이트가 ‘활성화’ 되려면 48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Open Journal System을 이용하는 출판팀들은 ‘사이트에 저널 공식 게재’는 버튼
을 누르고 만일 필요하다면 웹 포워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활성화
하려면 모든 ‘검색엔진 중단’ 메타 태그를 제거해야 한다.
3.4 시장 진출
만약 수준 높은 논문들이 저널 론칭할 때 출판된다면, 실제 론칭은 강력한 마케
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이 안내서의 중복되는 정보를 피하기 위해 아래 항목들은 간략하게 론칭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 마케팅에 대해 더 철저한 토론을 원한다면,
독자들을 4.5.1 저널 마케팅을 참조하라
3.4.1 창간호 언론 홍보

언론 보도자료 배포는 해당 분야에 새로운 저널이 생겼음을 알리는 최고의 도구
이다. 많은 대학 출판사가 그러한 보도 자료를 쓰고 배포하는 것을 기꺼이 돕는다.
만약 이 일을 혼자서 해야 한다면, 보도 자료를 쓰는 법과 공식을 구글에서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요령들은 다음과 같다.
∙ 보도 자료의 헤드라인/제목은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므

로,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보도 자료에 쓰인 내용은 본질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보도자료 본문에는 자료가 만들어진 날짜와 도시가 있어야 한다.
∙ 실제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은 단번에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 첫 문단은 메시지를 요약해야 하며, 두 번째 문단은 메시지를 확실히 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실과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 저널에 관한 작은 문단(회사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쓰는 란)을 더하고, 거기

에 웹 주소를 넣어야 한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를 위해서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이

름, 전화번호, 출판사 이메일이다.
∙ 최종 보도 자료를 확정하기 전에 많은 초고들을 써야 한다.

보도 자료는 광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뉴스가 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야 한다. 특히 이 저널이 해당 분야나 대학의 첫 번째 오픈액세스 저널 이라면 론
칭 자체가 뉴스가 될 수 있다. 특히 론칭하는 시점에서 선정적이고, 논쟁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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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중요한 논문들을 출판하면 보도 자료의 중점이 될 수 있다. 보도 자료
의 본문이나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단에 이런 논문들이 최근에 론칭
된 저널에 실렸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보도 자료를 배포기 위해서 수신자 목록을 만들고 그들이 특정 양식으로 된 자
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뉴스(보통은 무료)와 해당 독자들에게 적합
한 특별한 출판물 모두를 고려하라.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다룬 적 있는 저널리스
트를 찾아보라. 각 저널리스트에게 연락할 때는 그들의 이전 작업들과 보도 자료
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거론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출판사가 보도자료 배포를 도
와줄 수 있다. 최소한 대학출판사에 한 부를 보내서 가능하다면 대학 웹사이트에
올리게 하면 좋다.
만일 예산이 더 많다면, 보도 자료를 쓰고 배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 서비스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3.4.2 초기 마케팅 계획 수립

마케팅과 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철저하게 논의하려면 4.5.1 저널 마케팅과
4.5.1.3 마케팅 계획 수립을 참조하면 된다.
저널이 론칭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저널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 저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이용자들이 없다.
∙ 마케팅할 콘텐츠가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만일 저널의 론칭이 주요 콘퍼런스나 미팅과 시간이 맞는다면, 이것이 웹사이트
나 프로그램에서 저널을 광고할 기회가 되고, 대량으로 직접 배포할 수도 있고 홍
보용 가방에 삽입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유용한 다른 마케팅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련 외부 연락처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다.
∙ 메일링 서비스에 게재한다.
∙ 관련 커뮤니티에 트위트(Tweet)한다.
∙ LinkedIn68)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토론 주제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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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론칭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고, 보도 자료를 블로거들에게 보낸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케터로 일한 적 있는 편집팀원이나 마케팅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파트너가 할 수 있다.
3.4.3 마케팅 활동 시작

저널을 론칭하는 것은 단 한번이다. 론칭이 가져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마
케터가 마케팅 계획에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모든 출판팀원들은 당분간 마케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 때 검토
되거나 제출 중인 원고는 거의 없을 것이며, 편집자들은 새 저널에 관한 소식을
퍼뜨릴 것이다. 저널을 창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관심을 갖고 제
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에 입소문을 내고 전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마케팅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예를 들면 편집위원회)에게 매우 의존할 것이다.

4. 출판
몇 개월간 저널을 계획하고, 출판 및 론칭을 하기 위한 시스템과 워크플로를 설
계하고 나면 이제 저널 출판의 중심이 되는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일들은 편집 업무 관리(4.1 편집 업무 관리), 제작 처리(4.2 제작), 논문/저널의 배
포(4.3 저널 배포), 콘텐츠의 보존과 아카이빙(4.4 저널 보존 및 아카이빙),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높이는 업무(4.5 영향력 보장) 등과 관련된다.
4.1 편집 업무 관리
편집장과 나머지 편집팀원들의 일상 업무 대부분은 편집 업무 관리와 관련된 것
들이다. 이 항목에서는 저널의 편집 관리 업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8) http://www.linked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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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동료 평가 수행

동료 평가 과정은 학술 저널 출판의 핵심이다. 처음에는 동료 평가를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고(2.3.5 동료 평가 과정 설계 참조) 동료 평가 정책들을 결정
할 것이다(2.3.3.2 동료 평가 정책 결정 참조). 이제는 그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
로 옮길 시간이다.
편집 기반시설을 구축하기위해, 워크플로를 고안했을 것이며 동료 평가 수행과
관련된 업무들을 출판팀 및 편집팀의 특정 멤버들에게 할당했을 것이다. 이제 매
끄럽고 효율적인 동료 평가 과정을 위해 이 계획된 워크플로를 따라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저자 및 평가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언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동료 평가자들이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여 저자들이 첫 번째 답을

듣기까지 터무니없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책임 편집자는 자주 또는 특히 복잡한 경우에 표준 서식을 쓰지 않고 평가

자의 논평을 종합할 수 있다.
∙ 평가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특정 평가자에게 과다한 업무 부담을 주지 마라. 적합한 평가자를 찾기 위

해 편집위원들을 활용하고 PubMed/Medline 혹은 BioMedExperts.com과 같은
곳을 이용한다.
∙ 원고의 내용과 평가자의 관심이 일치될수록 평가자도 논문 평가에 더욱 관

심을 가질 것이다.
∙ 편집자가 직접 저자에게 거절 편지를 쓰도록 해서 논문이 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범위에 벗어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을 추천한다. 이 경우에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무례해 보일 수 있다.
∙ 선정한 동료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스템이 새롭거나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자 리스트를 목록을 다시 고려하고 싶어질 것이다. 필

요한 사람을 추가하고, 계속 평가를 거절하거나 빨리 보내주지 않는 사람은
제거할 수 있다.
4.1.2 편집위원회 참여 유지

앞서 언급했듯이 저널의 편집위원들은 저널을 다방면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특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163

사’가 되어 준다. 편집위원들이 계속 저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편집위원회의 충성도와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정기적으로 직접 혹은 사이버(예를 들면 인터넷전화 스카이프를 이용한 회

의)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나 이메일을 보내 현 상황을 보고하고, 통계(제출 수,

다운로드 수 등)를 제공하며, 가장 최근의 서비스를 업데이트한다.
∙ 회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편집위원들에게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

케팅 자료들을 제공한다.
∙ 두 평가자의 의견이 충돌하면 편집위원들을 평가자 혹은 중재인으로 활용

한다.
편집위원들이 계속 도움을 주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편집장이 편집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편집 보조나 편집 관리자가 동료 평가 과정과 관
련해서 편집위원들과 자주 연락한다면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마케터 또한 편집위원들과 마케팅 자료를 공유하고 마케팅 기회가 되는 행사에
그들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참여를 이끌 수 있다.
4.1.3 논설 작성

논설은 편집자들이 연구 공동체에 저널 또는 이번 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나, 정해진 주제의 논문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기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논설은 출판된 논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구조나 체계를 세우는 것에 도움을 준
다. 어떤 저널은 모든 호에 논설을 싣기도 하고, 다른 저널은 가끔 싣는다. 편집자
는 관심을 끌거나 다음 호나 이번 호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동료를 초청
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객원 논설을 쓰게 할 수도 있다(객원논설 예는 추가 정
보원69) 참조).
많은 오픈액세스 저널이 호별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자는 논설작
성을 정당화할 기회, 예를 들면 특정한 주제 기사 출판이나 기념일 등을 찾아야
할 것이다(논설 작성 기회는 추가 정보원70) 참조).
논설은 일반적으로 잘 인용되지 않지만, 시기가 적절하고 도발적이거나 논쟁의
요소가 될 만한 논설은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논설은 저널의 영향력 지수71)에 포
69)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4-publish
70)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4-publish
71) Impact Factor : 한 문헌집단의 중요성이나 영향을 측정하는 지수. 주로 한 저널에 실린 하나의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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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는다.
4.1.4 콘텐츠 확보

편집팀은 저널 론칭 초기에 논문을 제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저널 제작 일정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널이 다루는 하나 또는 여러 연구 분야에서 논문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편집자는 편집위원들의 도움으로 그 분야의 논문을 미리 맡겨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아는 연구자에게 여태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 분야에 대한 리뷰논문을

요청한다.
∙ 각 편집위원에게 책임지고 특정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하나씩 확보해올 것

을 요청한다.
∙ 논문제출 요청 메일을 보내어서 관심 대상인 특정 분야에 대한 논문 제출

을 요청한다.
∙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논문제출 요청 메일을 보낸다.
∙ 특정한 연구 분야의 논문집을 계획한다. 우선 유명한 저자들에게 먼저 청탁

한다. 그러면 다른 저자들을 그 그룹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우
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이력서에 플러스 요인이다.
4.1.5 특별 콘텐츠 모집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발간한 호나 부록은 일정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많은 방문자를 웹사이트로 끌어들인다. 동일한 주제에 관한 동시에 출판된
논문들은 특히 광고를 많이 했다면 항상 어느 정도의 관심은 끌어 모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아는 전문가에게 객원 편집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그와 함께 특집/부록

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누구에게 논문을 요청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 경우
는 저널에서 특정한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논문 제출이 예상을 빗나
갔을 경우 적절하다. 논문 모음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의 새로운 분야’라든
지 ‘~를 위한 연구’와 같은 제목을 붙일 수 있다.
∙ 지역 학회나 대규모 의회를 위한 사전 회의같은 소규모 미팅은 특집이나
인용된 수를 그 학술지에 출판된 모든 논문이 수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으로 그 논문이 학계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저널의 중요성을 측정할 때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학술지
영향력지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영향력 지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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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의 모태가 될 수 있다. 회의 전에 개최기구를 만나서 발표문을 묶어 저
널에 특집이나 부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회의 자료의 초록도 부록으로 발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자는 회의 이

후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인쇄 초록집의 경우보다 더 많이 눈에 띌 수
있다(초록집 예시를 위해서는 추가 정보원72)을 참조).
편집위원이나 다른 편집팀원이 참여하더라도 특집이나 부록을 발간하는 책임은
편집장이 져야 할 것이다.
4.1.6 색인 작업

이 장의 제목이 ‘색인 작업’이지만 색인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되는 것도 모두 언급한다.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색인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의학 저널의 경우 MEDLINE73), 인문학 저널의 경
우 ERIH74)같은 최고의 색인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저자에게 높은 수준의 저널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면 저널이 더 눈에 띄게
된다(4.5 영향력 보장 참조).
다수의 색인 기관은 저널이 발행된 후 어느 정도까지는 저널을 평가하지 않는
다. 게다가 저널 수준이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저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모든 색인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각각 다른 승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에 등재를 지원하는 것은 섬세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색인과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위해 단기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한
다. 우선 저널을 등록해줄 만한 데이터베이스와 색인 서비스에 지원한 후 저널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명성이 높아지면 다른 서비스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널이 어떤 서비스에 색인되고 등재되어야 하는지에 확신이 없다면 동일 혹은
유사 분야의 저널을 방문하여 가능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작성한다. 아래
는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색인 서비스의 간략
리스트이다.
영향력 지수를 신청하는 것은 편집장이나 편집장의 도움을 받는 편집비서/편집
주간이 조정한다.

72) http://www.doaj.org/bpguide/publish/#4-1-5-recruit-special-content
73) http://medline.cos.com/
74) http://www.esf.org/research-areas/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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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75) -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함

룬드대학 도서관이 호스팅하는 DOAJ는 오픈액세스 저널 콘텐츠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DOAJ는 모든 주제 영역을 아우르며 여기에 등록되려면 저널은 질적
수준 검사 과정을 거치고 무료 오픈액세스여야 한다.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
널에게는 SPARC Europe Sea를 부여한다.
현재 DOAJ는 저널의 아카이빙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널
콘텐츠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e-Depot76)에 저장되어 있다.
Scopus77) -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함

출판사 엘스비어에서 제공하는 Scopus는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색인 서비스로 동
료평가를 거친 18,000개의 저널을 아우르며 수많은 오픈액세스 저널을 포함하고
있다. 15건의 논문을 실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한번 출판하면 ‘about Scopus’에
서 ‘이 저널 추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추천할 수 있다. 많은 도서관이
Scopus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 사서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Scopus는 인용을 추적하기 때문에 한번 이 데이터베이
스에 포함되면 비공식적인 영향력지수를 만들기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4.5.3 영향력 조사 참조).
울리히78) -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함

울리히는 300,000개 이상의 모든 형태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권위 있는 서지 및
출판정보원이다. 여기에는 학술저널, 오픈액세스 출판물, 동료평가를 거친 출판물,
대중잡지, 신문, 뉴스레터, 전 세계의 기타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인쇄물 연
속간행물과 전자 연속간훙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정보원이다.
DOAJ에 올라 있는 저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저널을 포함시키려면
http://www.ulrichsweb.com/ulrichsweb/areyou.asp를 이용하면 된다.
구글학술검색(Google Scholar) -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함

구글학술검색은 다양한 출판 형식과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학술문서 원문을
색인하는 무료 접근 가능한 웹 검색 엔진이다. 학술출판사 및 학회를 위한 검색
75) http://www.doaj.org/
76) 도서관연구소 웹사이트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전자출판물장기보존프로그램 e-Depot’을 참조
http://www.nl.go.kr/krili/madang/newsinfo/NLBoard.php
77) http://www.elsevier.com/wps/find/electronicproductdescription.cws_home/704746/description
78) http://www.ulrichsweb.com/ulrichs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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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기술 정보는 http://scholar.google.com/intl/en/scholar/publishers.html에서 찾을
수 있다.
Open J-gate79) -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함

Open J-gate는 영어로 출판된 4,000개 이상의 오픈액세스 저널의 메타데이터를
통합제공하며 출판사 웹사이트에 있는 원문 자료로 바로 연결해 준다. 무역 및 산
업 분야의 전문 저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료평가된 저널역시 포함한다. 연락
처는 http://www.openj-gate.com/Footer/Contact.aspx이다.
PubMed Central80) /PubMed – 생물의학 저널을 대상으로 함

이 웹사이트를 인용하자면, “PubMed Central(PMC)은 미국국립보건원의 생물의학
및 생명과학 저널 문헌을 위한 무료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ubMed Central을 MEDLIN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PubMed Central이 등재 기준
이 있긴 하지만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MEDLINE은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는 저널
만을 받아들여 색인하고 순위를 매기는 색인 서버이다.
Philosopher's Index81) - 철학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함

Philosopher's Index는 정기적으로 색인되는 40개국 이상에서 나온 622개가 넘는 현
저널을 포함하며 분기별로 업데이트 된다. 연락처는 http://www.philinfo.org/#contact이다.
CSA Sociological abstracts82) - 사회학 콘텐츠를 포함한 저널을 대상으로 함

CSA Sociological abstracts는 사회학과 사회행동과학 관련 학문 분야의 국제적인
문헌의 초록을 작성하고 색인한다.
PsychInfo83) - 심리학 콘텐츠를 포함한 저널을 대상으로 함

PsycINFO는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심리학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자신의 저널을 포함시키고 싶다면 http://www.apa.org/pubs/databases/psycinfo/publishers/
index.aspx을 참조하시오.

79)
80)
81)
82)
83)

http://jgate.in/
http://www.ncbi.nlm.nih.gov/pubmed/
http://philinfo.org/
http://www.csa.com/factsheets/socioabs-set-c.php
http://www.apa.org/pubs/databases/psycinfo/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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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H(European Reference Index in the Humanities) – 인문학 저널을 대상으로 함

현재 ERIH는 유럽 전역에서 15개 인문학 영역의 최고 저널을 위한 참고 색인으
로 가능한 모든 유럽 언어로 최고 수준의 유럽 인문학 연구를 한층 더 드러내고
자 하는 목표가 있다. ERIH는 유럽 전역을 걸쳐 동료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15명의 전문가 패널이 전 대륙을 걸쳐 자금지원단체, 주제별 협회, 전문가 연구
센터로부터 받은 정보를 면밀히 조사해서 통합한다. 자신의 저널을 포함시키려면
http://www.esf.org/research-areas/humanities/erih-european-reference-index-for-the-humani
ties/erih-feedback-form.html을 참조하시오.
ISI Thomson/영향력 지수

영향력 지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어떨지 몰라도 만약 저널이 속한 분야가 이
런 유형의 인용 영향력을 강조한다면 영향력 지수를 산출하여 할당하는 ISI
Thomson 색인을 신청해야 한다. ISI Thomson은 신청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콘텐츠
를 발행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어도 발행 2년차가 될 때까지는 지원
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발행할 때 질적 수준이 우수한 인쇄본 저널을 가지
는 것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권
고된다. 만약 저널이 거부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ISI
Thomson of Knowledge의 승인 기준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isiwebofknowledge.com/benefits/essays/journalselection/
만약 수록이 승인되었다면 3년 후에 첫 영향력 지수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영
향력 지수는 지난 2년간의 인용 횟수에 기준 한다.
4.2 제작
2.4.1 스타일시트 만들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작 활동은 학술 출판인에게 가
장 익숙하지 않은 출판영역일 것이다. 소규모 저널의 경우에는 확실히 예외로서
편집장이 혼자 제작할 수 있겠지만, 제작을 관리하는 제작 편집자의 고용을 고려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일은 섬세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교정 과
정에서 저자들과 밀접하게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
또한 필수조건이다.
제작하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명심할 점이 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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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 사항

∙ 저자를 얼마나 유연성 있게 대할지 사전에 결정하라. 만약 교정편집이 끝난

후 저자가 추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 수정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 언어 편집을 제공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인가?(최소한의 편집

대 최대한의 편집) 이에 대한 정보를 저자를 위한 안내서에 포함시킨다.
∙ 많은 학자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활동 중의 하나가 레이아웃 편집

이다. 판 제작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은 들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세련된
레이아웃을 보장할 수 있다. 최고의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
4.3 저널 배포
제작 공정을 보면 원고와 저널의 마지막 단계가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나 비슷
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저널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제3자들은 주로 색인 서비
스와 데이터베이스이다. 예를 들어 PubMed Central이 저널을 담당하고 있다면,
PubMed Central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해야 한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색인 서비스, 아카이빙, 기타 서비스들은 그렇게 하기 위
해 별다른 할일 없이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제작 편집자는 배포를 보장하고 배포 요구에 대한 견해를 유지할 수 있다. 판
제작자를 고용했다면, 비록 안내서를 제공하고 제3자와의 연락처로서의 역할을 한
다 해도 판 제작자가 대표로 제3자에게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다.
4.4 저널 보존 및 아카이빙
2.1.3 아카이빙과 보존 구축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널에 가장 적합
한 솔루션을 선택하였다. 포르티코84), 클락스85) 등과 같은 대행사를 일단 선정하
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팀원 중 한명이 아카이빙과 보존에 관한 견해를
유지하고 가끔 이 선택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술 지원 인력이나 제작 편집자
가 처리할 수 있다.
저널을 영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택한 표준 보존 해결책 외에도, 일부 저자
들은 논문을 기관 리포지토리나 다른 아카이브에 제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
84) http://www.portico.org/digital-preservation/
85) http://www.clockss.org/clocks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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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부 저널들은 저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런 지원을 제공한다. 만약
재이용을 허락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2.3.3.4 라이선싱/저작권 정책 채
택 참조)를 채택했다면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의 여러 버전이 인용되는 것을 걱정
하지 않고 최종버전을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4.5 영향력 보장
저널과 기사는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 출판된다. 영형력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
나는데, 예를 들면, 논문 인용, 임상실험에 적용, 해당 분야의 패러다임이나 접근
법 변화에 기여 등과 같다. 그러므로 저널을 통해 영향력을 만들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저널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이 실행되어야 한다. 첫
째, 저널 마케팅(4.5.1 저널 마케팅 참조), 둘째, 데이터베이스나 집합제공자와 같이
저널을 위한 복수 접근점 만들기(4.5.2 복수 접근점 만들기 참조)이다. 이런 복수
접근점은 디지털 세상에서 많은 이용자에게 저널을 배포하여 더 많이 눈에 띄고
찾기 쉽게 만들어준다. 셋째는 저널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추적(4.5.3
영향력 조사)하는 것이다.
아래의 세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활동의 결과물 대부분은 앞으로
의 활동에 연료가 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저널을 마케팅하면 저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구독이 증가하며, 충성스런 구독자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이런 항목을 추적해서 우수한 통계를 만들면(영향력 조사의 결과), 이는 미래
의 마케팅 목표와 활동을 위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 묘사된 주요 활동 및 하위 활동 대부분은 지목된 마케터나 팀에서 마
케팅 관련 활동을 하는 팀원이 실행한다. 제3자에게 마케팅 전체나 일부(예, 학회
프로그램에 사용될 광고 디자인)를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다. 누가 이 역할을 맡
든지 간에, 마케터는 다른 팀원들과 고립되어 일하지 않는다. 영향력을 보장하는
관련 활동은 (마케팅해서 영향력을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편집
팀원, (EBSCO 호스트와 같은 집합제공자와) 관계를 만들거나 출판 시기를 맞추어
서 마케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럼에 저널/논문을 배포하는 제작팀원과 협
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마케팅 실무자는 다른 팀 팀원에게서 정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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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저널 마케팅

이 세부 항목에서는 마케팅 실무 교육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나 혹은 지
원을 받아 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임무를 지적하려 한다. 마케팅 기법이나 광고
를 하는 것에 대해 더 배우길 원하면, 기업가 마인드로 쓰인 수많은 유용한 책과
도구가 존재한다.
마케팅은 저널을 알리고 논문을 읽거나 기고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구체적
인 활동을 지칭한다. 마케팅을 통해 저널과 개별 논문은 더 많이 눈에 띄게 되고
더 많은 수의 독자에게 친숙해진다.
저널 출판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널이 성
공하려면 적어도 잠정적 기고자와 독자들이 저널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만
약 누구도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 나무는 정말 쓰러진
것인가?”라는 오래된 말이 있다. 분야 최고 순위 연구자들이 저널에 논문을 싣더
라도 아무도 그 논문을 알지 못하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들도 그 저널에 기고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저널의 일반적인 성공 외에도 저자들은 자신의 연구물이 특히 오픈액세스로 배
포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중요하다. 그래서 저널 마케팅은 저자에게 제
공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구독 기반의 출판 시나리오는 마케팅 활동이 특히 도서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이들 도서관이 구독할 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마케팅 활동은 잠정적 저자와 독자인 연구자만을 거의 대상으로 한다. 어
떤 마케팅활동은 저널만큼 각 논문이 주목을 받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술 영역 밖에 있는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저널을 마케팅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오픈액세스 출판의 본질적인 가치는 실무자, 정책가, 산업
계, 일반 대중 등 연구 결과를 직접 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효과적인 메시지 선택

대상 그룹의 요구와 선호도에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저널의 경우에는
구독을 장려하고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을 한다. 물론 이들 대상 그룹에 속하
는 이들은 상당수가 겹친다. 비요크(Björk)과 홀름스트롬(Holmström)(2006)은 저자가
출판물 판매 수단을 선택할 때 중요한 8가지 요소를 식별하였다.
∙ 출판물의 이력 가치(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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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와 실무자에 미치는 영향력(독자 수)
∙ 리뷰 과정의 질적 수준(성과)
∙ 출판 연기(성과)
∙ 구독 거절 비율(성과)
∙ 저널의 서비스 수준(기반구조)
∙ 저널의 기술적 특징(기반구조)
∙ 저자 비용(기반구조)

이 요소들은 어떤 정보가 저널의 잠재적 대상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에 대해 실
마리를 준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저널의 강점을 말할 때, 수집 및 조사한 영향력
통계(4.5.3 영향력 조사)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강조점을 선택할 때 도
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최근 출판물이 해당 분야에서 위엄있는 입지를 달성
하지 못해도, 적절하게 마케팅을 한다면 출판 및 편집팀은 매력적인 구조를 구축
하고 경쟁력을 더해주는 성과수행능력(예, 구독에서부터 첫 판단까지의 단시간 동
안)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4.5.1.1 마케팅 목표 설정

일반적으로 마케팅 목표는 무엇보다도 독자를 끌어들여서 구독하도록 하는 것이
다. 두 번째로 마케팅은 충성도 높은 독자와 기고자 그룹을 만들 때 도움이 되어
야 한다. 기본적인 마케팅 상식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비
용과 노력은 현재 ‘이용자’를 유지하는 비용을 넘어선다.
저널을 마케팅하기 위한 기본 규칙 외에도, 마케팅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목표
를 세우도록 장려한다.
무엇보다 소규모 출판사의 이점은 극도로 맞춤화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수 있
고 대형 출판사가 따라야 하는 정형화된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들과 저널 콘텐츠에 기반한 이상적인 비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 야심찬 목표는 연속적인 단계와
하위 목표로 세분화되어 최종적으로 마음에 그리던 성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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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만약 해당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논문을
거의 출판하고 있지 않다면, 목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앞으로 18개월 동안 중국 독자층/논문 제출을 5% 늘린다.
예시 2
웹로그(예를 들면 구글 애널리틱)에 따르면, 독자층이 북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리적으로 폭 넓게 분포하지만 총 방문자수와 방문자 국가가 예상보다 적다면 목표
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6개월 동안 방문자 국가를 33개국에서 75개국으로 늘리고, 현재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월 10,000명으로 늘린다.
예시 3
만약 저널의 목적 및 범위에 저널이 관심을 가지는 5개의 세부 하위 영역을 나열하고
아직 4개 분야에서만 논문을 받고 있다면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올해까지 X라는 주제에 대해 최소 5건 논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위에서 말한 마케팅 목표는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적이던 질적이던 성공을 측정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세분화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a)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마케
팅 채널을 확인할 수 있으며(또한 적절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음), b) 마케팅을
하고 나서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4.5.1.2 마케팅 채널 선택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은 출판사들의 전통적인 활동(학회 참여)부
터 새로운 온라인 기회(예, 트위터)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마케팅 활동이나 채널의 선택은 세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 마케팅 활동/채널이 마케팅 목표에 부합하는가?
2. 마케팅 활동/채널이 대상 독자층에 어떻게 잘 도달할 것인가?
3. 가진 자원(시간, 돈, 능력)으로 마케팅 활동/채널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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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채널을 고려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추가 정보원86)에서 오픈액세스를
저널을 위한 마케팅 채널이라는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표는 오늘날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마케팅 채널과 유용한 이유, 적절한 이용 시기, 채널의 한계, 채널
의 활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입소문
∙ 허용 마케팅87)
∙ 전자 알림
∙ 학회 전시
∙ 메일링리스트
∙ 기타 학회 마케팅
∙ 검색엔진 최적화
∙ RSS 피드
∙ 구글 애드워즈(구글 검색광고)
∙ 교환 광고
∙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 논문 제출
∙ 블로그
∙ 웹기반 소셜 네트워킹
∙ 트위터
∙ 리스트서브
스팸에 관한 논평

스팸 메일을 보내는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는 스팸하우스(www.spamhaus.org)는
스팸을 “원치 않는 단체 이메일”로 정의한다. ‘원치 않는’이라는 의미는 받는 사람
이 메시지에 대해 분명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고 ‘단체’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
로 모두 같은 대규모 메시지의 일부라는 말이다.
SPAMHOUSE에 따르면, 메시지가 두 가지 조건, 즉 원치않고 단체로 발송되었
을 때 스팸이 된다. 이 정의는 많은 이들이 스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86)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4-publish
87) permission marketing : 네트워크 상의 1:1 마케팅의 하나. 네트워크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
운영자 측은 그 정보를 토대로 일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석, 추출해서 상용정보를 제공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 상에서 서적을 판매하는 아마존이 이메일 서비스의 일종인 선택 이메일을 활
용한 허용 마케팅을 실시해서 주목을 끌었다. -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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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반적으로 내용보다는 정보가 발송된 형태와 더욱 연관이 깊다.
일부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며 따라서 만약 단체 메일을 보낸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것만큼 중요
한 것은 독자가 직접 받은 마케팅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는 스팸메일을 금지하였고, 단체 이메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체(예, Constant Contact) 또한 스팸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서비스가 악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정기적인 감사를 한다.
의도하지 않은 스팸 발송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은 허용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허용 마케팅을 하려면, 독자와 기고자가 저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가
입시켜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 때 전자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버
튼을 클릭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약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허용 마케팅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입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개인이 저널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면, 가입 당
시 설명했던 한도 내에서는 정보를 발송할 허가를 받은 것이다.
4.5.1.3 마케팅 계획 수립

마케팅 계획은 선호하는 마케팅 활동과 채널을 목표에 통합하도록 해준다. 일반
적으로 계획은 종합 목표와 어떤 활동/채널로 그 목표를 달성할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에는 예산과 마케팅 활동 시간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4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국제학회 같은 특색 있는 행사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문을 저널에 싣는 것은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기회이다. 마케팅 활동은 자
주 편집 결정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저널의 범위에 속하는 주제를 다룬 특별 호
는 이목을 집중시켜서 저널 마케팅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세우고 유연해 질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두
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회에서 저널을 마케팅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어떤 학회인
지와 어떤 활동(가방에 문구넣기, 전시 부스 등)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러나 자발적 마케팅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얼마간의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에 좋은 기회인 예상치 않은 회의를 발견하게 되면 자발적 마케
팅이 필요할 수 있다. 논문 제출이나 저널 방문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알았다면
계획에 없던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추세를 뒤늦게 막는 것보다는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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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 사항

∙ 마케팅 기회가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와 일치하는가?
∙ 잠재적 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 예산은 얼마인가?
∙ 다른 저널과 출판물 판매 경로와 비교하여 저널의 장점은 무엇인가?
∙ 학술 분야 밖에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하는가?
∙ 어떤 메시지로 주 독자층에 호소할 것인가?
∙ 이 저널이 학술계에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만들었는가?
∙ 스팸으로 생각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피하고 있는가?
4.5.1.4 마케팅 보고서 작성

매년 간략한 마케팅 보고서를 쓰거나 그 대신 그 해 저널의 위치에 대한 일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저널 마케팅 및 발전 계획과
대조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떤
노력과 연결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저널 영향력 지수 같은 주요 지표, 구글
학술검색이나 다른 정보원에서 실린 인용, 출판된 논문 수와 유형, 저자와 독자의
지리학적 분포, 논문 제출에서 첫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 결정에서 실제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마케팅 보고서나 연간 저널 보고서는 저널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가 되면서 동
시에 미래의 편집/출판팀을 위한 기록이 된다. 또한 편집위원들이 저널과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보낼 수도 있다.
보고서는 마케터가 편집원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다.
4.5.2 복수 접근점 만들기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저널 트래픽을 늘리는 마케팅 활동 말고도 저널에 영구
접근점을 만드는 작업 역시 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저널은 가능한 폭 넓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원에서 저널을 이용할 수 있
어야 하며 따라서 복수 접근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자는 구글 같은 일반 검색을 통해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정보원의 꼬리를
물고 저널 사이트에 도착하게 된다. 극소수의 방문자만이 저널 URL을 알아서 사
이트로 바로 오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정보를 찾다가 콘텐츠를 우연
히 발견할 것이다.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177

추가 정보원88)에 있는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가능한 접근점 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표는 광범위한 접근점 리스트뿐만 아니라 접근점이 무엇인지, 왜 유
용한지, 예시, 주요 고려사항, 활용법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접근점이 항상 나타나
고 있고 그렇기에 이 리스트는 자주 업데이트 되어야한다. 일반적인 접근점은 다
음과 같다.
∙ CrossRef
∙ 집합제공자
∙ 색인서비스
∙ 디렉토리
∙ 검색 엔진
∙ 메타데이터 수집기관
∙ 도서관 장서
∙ 데이터베이스
∙ 트위터
∙ 블로그
∙ 기타
4.5.3 영향력 조사
영향력 지수

지난 몇 년간 논문의 가치,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를 수행한 연구소의 가치는 원
고가 출판된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왔다. 영향력 지수는 ISI
Thomson이 Web of Science를 통해 관리하는 출판물 계량서지 지수이다. 이 서비스
는 인용을 추적하고 영향력지수와 동일 분야의 다른 저널에 대조한 기타 지수를
바탕으로 저널의 순위를 매긴다.
영향력 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논쟁과 연구가 있었지
만, 유럽과 북미 대부분 국가 및 대부분의 학술 영역에서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주요 계량서지적 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
른 결정요인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저널이 ISI Thomson사의
Web of Science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4.1.6 색인 작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저널은 최초 3~4년 동안은 영향력
88) http://www.doaj.org/bpguide/additional-resources/#4-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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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저널의 범위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
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일정기간 후에 ISI Thomson이 저널을 추적하기 때
문이다. ISI Web of Science에 일단 등록되면, 저널은 3년 후에 영향력 지수를 받
게 된다. 왜냐하면 계량서지 산출법은 저널이 3년이 되는 해에 저널의 1년, 2년차
의 인용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ISI Thomson의 한계는 색인에 포함된 다른 저널의 논문에 대한 인용만을 기록하
는 것이다. 그리하여 발견되지 않은 다른 인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널의 확고한 영향력 지수에 대한 참조와 ISI 순위는 저자를 매료시키기 위한
강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저널이 ISI Thompson에 등재되기 전에 적어도 저널이
색인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여 잠재적 저자들에게 저널이 조만간 영향력 지
수가 생길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영향력 측정의 대안 방법

많은 오픈액세스저널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영향력지수가 어려운 문제이다. 저
자들이 영향력 지수가 있는 저널에 출판하는 것을 선호하고(높은 영향력지수를 선
호함), 아직 출판할 만한 우수한 논문이 없고 저널이 영향력지수를 적용할 수 없
다면 곤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과도기에는 일단 저널이 색인되면 예상되는 영향
력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안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인용을 측정하는 두 가지 대안은 Scopus와 구글학술검색이다. Scopus는 SCImago
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로서, SJR(SCImago Journal Rank)
에 따라 인용을 추적하고 저널 순위를 매기는 포털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생명
과학, 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른다. Scopus는 또한 오픈액세스 친화
적이다. 이 지침서가 작성된 2009년 만해도 Scopus는 1,200개 이상의 오픈액세스
저널을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다. 만약 Scopus에 등록되면, 사이트에 Scopus
배너를 걸 수 있게 된다.
구글학술검색은 인용 횟수를 측정하며 동일한 논문의 여러 버전에 사용된 인용
(예를 들어, 출판사의 최종본외에도 보존된 논문에 대한 인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구글학술검색은 또한 저널이 아닌 다른 출처, 즉 책이나 보고서를
포함해서 인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는 인문학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ISI
Thomson보다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안내서 이용자 중 일부는 Bio Med Central사의 ‘비공식적 영향력 지수’89)와
89) http://www.biomedcentral.com/info/about/faq?name=impactfactor#u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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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할 수 있다. 이는 ISI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지만 주로
Scopus와 같은 다른 추적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다른 형태의 영향력

다행스럽게도 전자출판시대가 영향력의 측정 방법 및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동향이 흥미롭다. 첫
째, 이용이 인용만큼 흥미로운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계량서지가 저널 단위
보다는 논문 단위의 영향력 측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9년 Public Library of Science(PLoS)는 영향력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대안 요
소를 포함해서 영향력을 측정하는 논문 단위 측정법90)을 소개했다. 이는 한 저널
이 조사할 수 있는 요소 리스트를 제공한다. 사실 Public Library of Science가 개발
한 것은 모두 오픈 소스이며 다른 출판사들이 채택할 수 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몇 가지 대안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용 데이터
∙ 페이지뷰
∙ 소셜네트워킹 링크
∙ 언론보도
∙ 댓글
∙ 이용자 평가
∙ 페이지 순위
∙ 백링크
∙ 블로그 등재
∙ 등록 이용자 및 독자 수

이 정보의 일부나 전부는 저널에 출판하는 저자나 잠정적으로 저자들을 평가할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다. 저널이 해당 학계에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나 정보는 어떤 것이라도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다른 것들보다 영향력지수, 폭넓은 배포(예, 2008년에 125
개국의 연구원들이 읽음), 랭킹(예, ISI Thomson에서 미생물학 분야 3위)을 높이 내
세운다.
90) http://blogs.plos.org/plos/2009/09/article-level-metrics-at-plos-addition-of-usag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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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 통계는 마케팅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리
고 저널이 대상 독자층에 닿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추적
통계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주요 고려 사항

∙ 이용자 통계를 발표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용 통계는 이용 수준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지 정확한 측정치는 아니다. 한편에서는 로봇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무작위로 다운로드 하는데 이는 저널이나 논문에 순수
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회 수를 올려 이용자 통계를 과장한다. 또 다른 한편
에서는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로 논문을 발행하면, 논문은 인터넷에
서 다운로드할 수는 있지만 추적은 불가능한 곳에 게재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용자 통계가 과소평가된다.
∙ 이용 통계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표준이용통계수집사업(SUSHI)과

Counter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라
∙ “가장 많이 본” 혹은 “가장 최근 출판된” 논문을 독자에게 알리는 일은 오

늘날 가장 일반적인 것이며 출판한 저자나 독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구글 애널리틱(Google Analytics)이나 비슷한 웹로그를 이용하면 이용 정보의

수집, 분석을 도울 수 있다. 웹로그는 저널을 호스팅하는 서버가 기록한 레
코드이며, 구글 애널리틱와 같은 서비스이다. 이는 저널 방문 횟수, 이용된
브라우저 종류, 접속 국가 및 도시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만약 웹로그
의 기능에서 통계를 보는 시점을 위한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면 유용할 것이다. 웹로그 또한 로봇의 방문을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이나 배포를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
4.6 저널 통계 조사
4.5.3 영향력 조사에서 논의되었던 이용자 통계 외에도, 일반적으로 저널의 실적
통계도 조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거절율
∙ 논문 제출부터 첫 결정까지 소요 시간
∙ 논문 제출부터 (승인되어) 출판까지 소요 시간
∙ 승인부터 출판까지 소요 시간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 181

저자는 논문을 제출하기에 앞서 자주 이런 정보를 요청하는데, 이런 정보를 웹사
이트에 게재하거나 문의가 때 응답해 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보조 편집자/편
집주간이 편집부에 문의하는 다른 질문과 함께 이런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한다
(5.4 현장 질문 참조)
많은 출판 시스템과 플랫폼은 자동적으로 통계를 추적하여 쉽게 보고서를 작성
하게 해준다.
이런 실적 통계가 특히 긍정적일 경우는 마케팅 자료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잠정
적 저자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5. 관리
저널을 출판하기 위한 주요 활동 외에도 관리해야 하는 많은 행정적인 업무가
있다. 이런 일들은 일상적인 저널 출판 일정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1 저널 재정 관리
이 장에서는 저널의 재정적 성공과 행정적인 처리를 계획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야 할 상기 사항과 주요 사항을 제공한다. 이는 1.4 재정 모델 고려, 4.5 예산 작
성에서 논의한 것에 기반을 둔다. 이번 장은 기금 신청, 재정 처리, 업데이트 및
재정 보고서 등을 다룬다.
출판팀의 한 명을 재정 담당으로 임명하여 저널재정에 관련된 모든 임무와 활동
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5.1.1 기금 신청

저널이 자금지원기관에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장에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기금 지원서를 준비하려면 이 안내서
의 처음에 설명한 문서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업 계획(1.계획 참조)
∙ 예산(1.5 예산 작성 참조)
∙ 목적과 범위(2.3.4 목적 및 범위 작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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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리스트 (2.3.2 편집위원회 모집)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기금기간 끝이나 지원 갱신 기간에 맞춰서 저널의 현황
(재정과/또는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문서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연말 재정 보고서(5.1.3 업데이트 및 보고서 참조)
∙ 이용 통계(4.5.3 영향력 조사 참조)
∙ 마케팅 보고서(4.5.1 저널 마케팅 참조)

일반적으로 편집장이 공식 지원자이기는 하지만 출판팀의 다른 사람들도 지원서
준비를 돕게 된다.
5.1.2 재정업무 처리

저널이 이익금(즉 지원금, 출판물 요금, 기타)을 받거나 (판매상에게) 지불해야
할 때 혹은 두 경우 다 해당된다면, 재정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업무를 관리
할 재정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재정 업무라는 것은 인보이스 보내기, 요
금 수금, 공급사 지불, 연체금 촉구, 인보이스 기록 및 추적, 지불을 말한다.
인보이스를 보낼 때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부
가가치세를 받는 것과 내는 것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모기관이 청구서와 영수증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저널이 전용계좌
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를 대신 처리
하고 일반적으로 계좌를 관리해주는 회계 담당자 고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예상되는 재정 처리 업무는 어느 정도인가?
∙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영수증 및 지불 책임자는 누구인가?
∙ 재정 업무 때문에 저널이나 저널관리 기관의 법인화가 필요한가?(2.5.5.1 내

규 작성 참조)
∙ 재정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얼마인가? 이 비용은 어떻게 체계화되는가?(거

래별, 연간, 등) (1.5 예산 작성 및 5.1.3 업데이트 및 보고서 참조)
∙ 인보이스 보내기, 출판물 비용 수금, 공급자 지급 같은 실질적 업무는 누구

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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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출판팀원이라면 누구라도 재정 업무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안내를 받기위해 모기관의 재정
부서 직원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만약 회계 담당자 아웃소싱을 고려한다면, 이
지침서의 2.5.2 계약서 서명, 2.6.3 파트너 고려, 5.2 파트너 관계 감독을 참조하라
5.1.3 업데이트 및 보고서

시작할 때 2년에 5년까지의 예산을 작성했을지 몰라도 저널이 발전하면서 예상
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거의 맞지 않는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을 수정하고 예측하며 실제 수입과 비용에 관련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을 낫다. 예
상은 6개월이나 9개월 후까지 가능하며 이는 회계연도 내에서 현재까지의 활동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예상은 예산 자체 보다는 연말 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다음 해의 예산 작성에 도움이 된다.
연말에는 일년간(보통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금 사정을 설명하는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정 보고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얼마 후에 작성되
어야 하는데, 그 해의 모든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외부 파트너들이 발행한 인보이
스를 확인했을 때이다. 최종 재정결과를 예산 및 해당 회계 연도 예상안과 비교하
여 심각한 차이점이 있는 지 확인하라. 최종 재정 보고서는 예산안과 회계연도 예
상안과 비교하면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차이에 대해서는 짧
게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해 예산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며
저널 정책을 점검하게 해준다. 보고서는 자금 지원기관, 기타 파트너와 협력할 때
나 미래의 출판팀에게 유용할 것이다.
출판팀의 누구라도 예산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으며 연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담당자는 다른 출판팀원이나 외부 회계사에게서 데이터를 받
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계좌에 근거해서 예측할 때 출판물 값과 같이 들어올 수입이나 판 제작비

와 같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건을 기억해야 한다.
∙ 예산과 예측 모두가 이루어지는 계좌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 재정 보고서는 누가 준비하는가?
∙ 재정보고서가 감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그 비용이 예산에 포함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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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 체계 있게 동향을 볼 수 있도록 한 해의 예산, 예측, 결과를 액셀

과 같은 한 장에 보여 주는 것이 좋다.
∙ 만약 2~3년 간 운영하고 난 후 실제 재정 결과가 처음 예산과 차이가 크다

면 사업 계획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1 계획 참조).
∙ 회계연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해야 한다. 모기관의 회계연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달력상의 연도를 따를 것인가?
∙ 저널은 이익이나 균형 잡힌 예산을 목적으로 하는가?
∙ 영업 이익이나 현금 보유는 미래 투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5.2 파트너 관계 감독
만약 파트너(외부 판매사, 기타 대학 학과 등)와 협력하기로 했다면 때로는 이들
과 체결했던 협약서를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부 경우
계약서를 갱신, 종료, 재협상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와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계약 취소나 재협상할 기회를 기다려서
는 안 된다. 무엇에 만족하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모든 출판사는 각자 특색이 있고 외부 파트너가 익숙해져야 하는 각자
의 스타일이 있다.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면
성공적인 관계로 이끌 수 있다.
판 제작자 같은 일부 파트너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공급
자로 바꾸게 되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갑자기 관계를 끝내기 보다는
현재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수한 방안이다. 만약 합의점에 이르
지 못하거나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출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 파트너와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새로운 파트너를 미리 찾아야 한다. 어떤 교체라도 저자나 독자들
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검
토해야 한다.
주요 고려 사항

∙ 각 파트너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 파트너들은 시간 준수를 잘하는가?
∙ 오류는 얼마나 빨리 수정이 되는가?
∙ 파트너가 만약 저자들과 직접적 접촉을 한다면, 그들의 소통 처리 방식이

만족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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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워크플로 및 사업계획 수정
학술 출판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기업이다. 학술 출판사는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업무에 열중하다보면 비
즈니스에 할애할 시간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저널을 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관
리하면서 가끔이라도 시간을 내어 저널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구상하고 수정해야 한다.
저널이 성장하고 경험을 많이 쌓이게 되면, 더 많은 논문 제출을 받거나 더욱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워크플로나 업무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실적을 측정하
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4.5.3 영향력 조사 참조)를 보면 애로점이 발생하는 곳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출판계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적인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기술을 채택해야 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5.5 지속적
인 업데이트 참조). 이는 결국 예산뿐만 아니라 워크플로 및 일상 업무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5.1.3 업데이트 및 보고서 참조).
일상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저널의 장기적 성공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주시하도록 출판팀원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는 편집장이 될 수도 있지만
보조 편집자나 편집주간이 될 수도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제작 과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가?
∙ 동료평가과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가?
∙ 저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 같은 분야의 비슷한 저널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 논문 제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제출된 논문 수가 줄거나 질이 떨어진 적이 있는가?
∙ 필요한 도구와 발전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 어떤 변화를 즉시 적용해야하며 어떤 것은 기다릴 수 있는가?
∙ 실제 예산과 비교해서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5.4 현장 질문
편집팀은 저널 이메일 주소나 혹은 편집팀원에게 직접 보내진 문의,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편집팀원 중 한 명이 편집팀을 대신하여 일반 메일이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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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받아 응답하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이는 보조 편집자나 편집주간이 맡을 수
있다.
주요 고려 사항

∙ 저널 팀이 시간 안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 질문을 위해 info@THEJOURNAL.XXX 같은 이메일 주소가 만들어져 있는가?

5.5 지속적인 업데이트
출판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학술
출판, 특히 오픈액세스 출판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 및 발전과 발맞추어 나가야 한
다. 발전이 이루어지면 출판팀은 언제 어떻게 저널과 서비스를 재편성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동향을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오픈액세스 출판에 관한 몇 개의
웹사이트, 조직,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Open-Access.dk

오픈액세스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DEFF91)가 운영하는 덴마크 웹사이트. 이 사이트는
오픈액세스에 관한 일반적인 뉴스, 다른 오픈액세스 정보원에서 나온 피드백, 블로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덴마크의 오픈액세스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다.
OpenAccess.se

스웨덴국립도서관 오픈액세스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에서는 스
웨덴 학술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및 학술연구자에 관련된 뉴스, 행사, 프로젝트를
다룬다. 스웨덴국립도서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보고서 또한 이용
할 수 있다. 메인 웹사이트는 스웨덴어로 되어 있고 일부 콘텐츠는 영어로 되어있다.
OpenAccess.no

오픈액세스에 관한 노르웨이 공식 위키. 이 위키는 NORA(기관 리포지토리를 개
발하고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웹페
이지뿐만 아니라 국제법, 다양한 주제, 활동, 회의, 행사들을 다룬다.

91) 덴마크전자연구도서관 http://www.deff.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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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oa.fi

핀란드의 공식 오픈액세스 사이트. 학술 정보의 오픈액세스를 장려하는 것에 관
심 있는 전문가 그룹이 운영한다. 메인 웹사이트는 핀란드어이며 간략한 영어 요
약이 있다.
정보 플랫폼 open-access.net

다음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open-access.net 플랫폼은 오픈액세스
에 관한 커져가는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팀은 여러 정보원에 흩어
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주제별로 묶어 다양한 대상 그룹에 제공한다.”
웹사이트는 영어와 독어로 되어있고 일반적인 오픈액세스 정보, 다양한 학문분
야의 오픈액세스,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위한 유용한 정보, 독일의 다양한 협회와
기관이 제공하는 특별한 오픈액세스 정보, 활동, 연구 등에 관해 제공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정보 소스북 - OASIS92)

다음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OASIS는 오픈액세스에 관한 권위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 원리,
이점, 방법, 아카이빙 방법 등을 다룬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추가 정보원과 사례
연구에 대한 링크와 함께 전 세계에 걸친 발전과 사업들을 살펴본다.”
이 사이트는 출판사들을 위한 탭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오픈액세스 출판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하고 출판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관한 논문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Open Access Directory - OAD93)

다음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오픈액세스디렉토리는 대규모 오픈
액세스 공동체가 운영하는 과학학술 오픈액세스에 관한 간략한 실제 리스트를 제
공한다. 오픈액세스디렉토리는 많은 오픈액세스 관련 리스트를 한자리에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더욱 쉽게 찾고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위키는 오픈액세스 활동에 대해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오픈액세스에 관한 논
문을 자주 출판하는 정기간행물’ 뿐만 아니라 ‘오픈액세스 지지 기관’의 리스트를
싣는다.

92) http://www.openoasis.org/
93) http://oad.simmons.edu/oadwiki/Main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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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슈버의 SPARC 오픈액세스 뉴스레터

이 무료 전자 뉴스레터는 선도적인 오픈액세스 지지자로 여겨지는 피터 슈버 교
수가 발간한다. 과월 호는 ‘기타 정보란’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뉴스레터에 가입하려면 SPARC-OANews-feed@arl.org로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Open Access News94). 오픈액세스운동에 관한 소식

피터 슈버와 부편집자 게이븐 베이커가 발행하는 주요 블로그이다. 수년 동안
이 블로그는 오픈액세스에 관한 주요 뉴스 정보원이었다.
OA Tracking Project - OATP95)

다음은 해당 위키에서 인용한 것이다. “OATP는 오픈액세스 개발을 포괄적으로
실시간 포착하는 소셜 태깅 프로젝트이다. 참여자는 코노티(Connotea)96)를 이용하
여 새로운 개발사실을 태깅한다.”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 OASPA97)

오픈액세스학술출판협회(OASPA)는 모든 유형의 오픈액세스 출판사를 위한 회원
조직이다. 출판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픈액세스 출
판 표준을 세우고 다양한 공급자의 서비스, 교육 기회, 학회 면에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다. 오픈액세스학술출판협회는 또한 LinkedIn과 Facebook에서 그
룹을 운영 중이며 트위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출 처】
Online Guide to Open Access Journals Publishing
http://www.doaj.org/bpguide/

94)
95)
96)
97)

http://www.earlham.edu/~peters/fos/fosblog.html
http://oad.simmons.edu/oadwiki/OA_tracking_project
과학학술정보를 위한 무료참조관리서비스 http://www.connotea.org/
http://www.oas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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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스펙터스 모델을 이용한 IFLA 장서개발정책 지침서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국제도서관연맹 장서수집개발분과, 2001년 발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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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4. 나아가서
장서개발정책 요소
A. 서론
B. 일반 선언
C. 설명문
D. 주제 프로파일
E. 장서평가방법
F. 장서수준측도
G. 언어코드(연구도서관그룹)
H. 언어코드(서부도서관네트워크)
I. 정책실행과 수정 일정
부록 1. 서부도서관네트워크/OCLC1) 컨스펙터스 24개 주류
부록 2. 컨스펙터스 장서수준측도 정의

1) WLN/OCLC : 미국 서부도서관네트워크(WLN)는 현재 OCLC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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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문서는 컨스펙터스 방법론을 이용해서 장서개발정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제도서관연맹 장서수집개발분과가 전 세계 회
원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유용한 입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
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 지침서는 장서개발이 처음인 직원과 장서개발을 글로
작성하는 전통이 거의 없는 영역을 위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장서개발정책을 작
성하는 업무에 대해 때로는 기죽을 수도 있는 사서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한다.
이 소책자는 장서수집개발분과 상임위원회 위원 마리-조엘 타린, 짐 비커리, 트
릭스 바커의 도움을 받아 도라 비브라즈가 작성하였다. 이 글은 국제도서관연맹
웹사이트 http://www.ifla.org/VII/s14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용할 수 있다.
- 국제도서관연맹 장서수집개발분과 상임위원회 2001년 3월

장서개발정책은 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적합한 대표 정보자원을 선정하고, 유지하며, 접근을 제공
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도서관은 대체로 소장 자료(경우에 따른 이용)에
서 접근전략(시간에 따른 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수집 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수집정책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정책은 직원과 이용자에게 작용하는 일종의 체계와 요소 집합이며 단순히
자료 선정 도구를 넘어서서 많은 기능을 한다. 정책은 현재 장서를 기술하는 것
외에도 직원이 다양한 활동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직의 장단기 목적과 목
표에 대해 재고하게 해준다. 그리고 예산 책정에 도움을 주며 도서관 내에서나 도
서관과 외부 구성원의 소통통로로 이용된다. 또한 협동장서개발을 지원하고 검열
을 막으며 기증, 제적, 연속간행물 구독 취소 등 종합적인 장서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장서개발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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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서면으로 된 장서개발정책의 주요 기능은 자관 장서를 위한 자원(인쇄자료 및
전자자료)을 선정하고 제적할 때 직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자료 정리의 각 단계에서 지침서로 이용된다. 이 단계는 장서의 깊이와 넓이의 특
정한 수준을 참조하면서 적합한 주제에 관한 모든 유형의 도서관 자료를 선정, 입
수, 정리, 소장, 제적, 유지, 보존(전자자원의 경우 아카이빙), 퇴출, 폐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장서구축의 목적 안에서 개별적인 선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서 개인의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 장서개발 책임에 있어서 격차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선정과 개정 측면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 준다. 게다가 자관
장서의 목적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책을 기반으로 선정 결정을 평가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장서 범위 내의 출판 자료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입수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지침서는 선정책임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줄여주고 새로운 직원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장서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도서관 직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계획
정책은 미래계획의 견고한 기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며
특히 재정 자원이 한정적일 때 그러하다. 정책은 또한 공정한 자원 분배의 기본이
되고 입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함으로써 도서관 자금을 보호하는데 도움
이 된다. 참고할 만한 공식 출판물이 있으면 계속성을 보장하고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공식 문서를 편집하는 그 자체에도 이점이 있는데, 현재 장서의 강점을 알
게 되고, 직원이 도서관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준다.
공식적인 목표는 일관된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목록 작성, 보존, 저장 같은 다른
장서 관련 활동을 도울 것이다. 또한 독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제적이 필요한 분야, 책을 수집하기 보다는 상호대차, 문서제공, 인터넷
접근이 더 적합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3. 홍보
공식 정책은 도서관이 이용자, 관리자, 자금지원기관과 일할 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공식 목적을 지원하고 합의된 목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보여준다. 이상적으로 정책을 편집할 때는 이용자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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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소통이 강
화될 수 있다. 정책은 도서관 이용자들과 맺은 계약의 역할도 한다. 즉 이용자 개
인이 도서관에 기대할 수 있는 장서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또한 개별 선정 결정이 표준화된 원칙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도서관 직
원은 공식 정책을 참고하여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의 비판이나 검열을 피할 수 있
고, 원하지 않는 기증 자료나 편협한 자료 혹은 잠재적인 논쟁 자료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
4. 나아가서
점차 개별 도서관 혼자서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여러 도서관
들이 협력, 연맹, 컨소시엄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하며 어떤 도서관이 무엇을 수집할 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한
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작성된 장서개발정책은 자주 지역 및 전국뿐만 아니라 국
제적 차원의 더 큰 규모의 협력이나 자원공유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장서개발정책 요소
A. 서론
장서개발정책을 작성하는 주된 이유는 행사, 개인의 열정에 도서관이 휩쓸리거
나 도서관 사명에 맞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자원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전자 자원은 모든 관종 및 규모의 도서관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자원의 구매를 위해 예산도 전에 없이 많이 할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 정보
자원의 선정 또한 명확한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별도의 장
서개발정책이 될 수도 있고 통합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서개발정책의 첫 번째 요소는 도서관의 사명 선언 및 정책의 목적과 그 대상
인 이용자들이다. 또한 지역사회나 이용자 집단에 관한 간략한 선언과 도서관 장
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서의 규모(연속간행물 수, 단행본
수, 전자정보자원, 이용되는 언어 수 등을 포함), 다양한 정보자원 유형에 할애하
는 상세 예산 개요, 장서정책이나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식 및 비공식 협
의 등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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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 선언
다음은 장서개발방향을 결정짓는 특성들이다.
∙ 현재 자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소급하여 수집할 것인가?
∙ 정보자원의 유형(단행본, 연속간행물, 논문, 회색문헌, 지도 등)
∙ 언어
∙ 형식(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전자)
∙ 특수한 자금원(보조금이나 기부금)
∙ 기증 자료에 관한 정책과 장서 유지(제적, 폐기, 보존)와 관련된 모든 특수

정책
∙ 장서의 규모

기타 선언에는 불만 사항을 다루는 법, 도서관 권리선언2) 같은 것, 기타 관련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 설명문
모든 도서관은 공동체와 다른 구성원을 포함해서 유일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도
서관의 정책도 유일해야 한다. 정책은 이런 특수한 도서관과 그 도서관이 봉사하
는 공동체를 반영해야 한다.
∙ 설명문은 유일한 자료를 대표하고 특수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나 형식의 장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외되어야 하는 포맷
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포함 범위(수집되는 언어 또는 제외되는 언어, 포함되는 지역 또는 제외되

는 특정 지역, 내용 측면과 출판일 측면에서 포함되는 시대, 제외되는 특정
시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
∙ 도서관의 분류 체계와 주제 기술 측면에서 주제가 기술되어야 한다.
∙ 장서를 책임지는 담당 부서나 선정자를 설명해야 한다.
∙ 학제 관계, 컨소시엄 관계, 정보접근 획득정책과 같이 유용한 지역 정보의

기타 범주를 제시해야 한다.
∙ 지역에서 중요한 기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Library Bill of Rights : 미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신념을 표현하는 선언으로, 1939년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이 도서관 권리선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http://dlibrary.tistory.co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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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제 프로파일
정책 중 이 부분은 장서 평가에 기반하며,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목표를 향해
발전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가장 선호되는 표현
방식은 모든 적합한 장서 정보를 포함한 컨스펙터스 보고서이다. 컨스펙터스는 장
서의 강점과 장서의 집중도를 요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제별 또는 분류별,
혹은 그를 조합해서 나열되며, 장서 또는 장서 수준, 수집된 자료의 언어를 표준
화된 기호로 나타낸다. 이러한 컨스펙터스는 도서관 장서의 요약이거나 컨소시엄
또는 네트워크의 합의된 장서개발 요약 또는 정책이다. 첫 번째 컨스펙터스는 연
구도서관그룹(Research Libraries Group)이 개발하였으며 그 후 미국 서부도서관네
트워크와 같은 단체가 수용하였다. 도서관이 평가하는 각 컨스펙터스 주류(24개),
강목(500개), 요목(4,000개)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컨스펙터스 주류 24개에
대한 리스트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계획,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장서수준측
도나 언어 코드를 부여한다. 이 정보는 도서관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관련된 일
반 업무를 결정할 때 이용된다.
E. 장서평가방법
장서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방법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
명할 수 있다. 데이터는 이상적으로 현 장서의 강점과 깊이를 간단명료하게 설명
하고 어떤 장서수준을 할당할지에 대해 기반을 제공한다.
일부 기술은 꼭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기술들은 특정 상황에서
만 가치를 발휘할 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평가
를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장서의 각 부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결
정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직원의 수, 받을 수 있는 기타 지원, 최종 성과를 위
한 목표(도서관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장서 평가에 활용되는 기술은 장서 중심 방법과 이용자 중심 방법 등 2개의 그
룹으로 나뉜다. 장서 중심 방법은 장서의 규모, 년수, 범위, 깊이를 외부 표준과
비교해서 확인하기 위해 정보자원의 내용과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용자 중심
방법은 장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하고 이용에 관련된 장서의 효율성을 나타
낸다.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와 함께 이용자 중심 방법과 장서 중심 방법을 조합
하고 이에 다시 데이터 수집과 기술(記述) 과정을 활용하면 장서 평가가 가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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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양적 측정

양적 측정은 장서의 규모, 년수, 이용, 비용, 기타 수치 데이터를 나타낸다. 양적
측정을 예를 들어 보면 장서의 주제나 분야에 따른 인벤토리, 실제 자료와 권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가 리스트를 들 수 있다. 년수의 중간 값이나 유사한 수치는 자
료의 최신성을 나타낸다. 장서의 주제나 분야의 연간 수서 증가량은 그 분야를 개
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표준 리스트와 비교
한 비율은 장서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 이용 통계(도서관 내부 이용 및 상호대
차 포함)는 장서 중심 방법인 동시에 이용자 중심 방법이다.
질적 측정

질적 측정은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얻어지며 사서의 전문적 판단, 주제전문가의
평가, 이용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해당 분야 장서의 상황, 특징, 적합성
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다. 또 다른 질적 방법은 장서의 한 주제를 다른 도서관의
비슷한 주제 혹은 주제 서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F. 장서수준측도
장서수준측도 혹은 장서수집수준은 도서관의 수집 활동과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이다. 장서 관리의 세 가지 측면 현재 장서 수준, 수서 활동, 장서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장서수준측도의 정의(부록2 참조)
0 = 범위 밖
1 = 최소 정보 수준
2 = 기본 정보 수준
3 = 학습 및 교육 지원 수준
4 = 연구 수준
5 = 포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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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언어코드(연구도서관그룹)
E : 영어 자료가 대부분이다. 장서에는 외국어 자료가 극소수 있거나 아예 없다.
F : 영어 자료 이외에 선별된 외국어 자료를 포함된다.
W :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된 자료를 폭넓게 선정한다. 어떠한 프로그
램적인 결정으로도 언어에 따라 자료를 제한할 수 없다.
Y : 자료가 주로 하나의 외국어로 되어 있다. 해당 분야의 자국어로 된 자료
를 수집하는 것에 종합적으로 초점을 둔다.
H. 언어코드(서부도서관네트워크)
P : 국가의 주언어로 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외국어 자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S : 주언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선별하여 포함한다.
W :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제공한다.
X : 자료가 국가와 도서관의 주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주로 되어 있다.
I. 정책실행과 수정 일정
이 부분에서는 정책 실행 과정, 수정 일정, 기타 공식적인 채택 문제를 설명하고
제어 개념을 소개한다.
제어

미래의 수서를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속 주문과 구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존 장서에 현재 정
책 표준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갱신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헌은 이전해야
한다.
수정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자주 정책을 재조사하고 새로운 요구나 예산 삭감
과 같은 최근의 변화, 새로운 활동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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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부도서관네트워크/OCLC 컨스펙터스 24개 주류

구분

미의회도서관 접두기호

듀이 접두기호

농업

AGR

AGD

인류학

ANT

AND

예술 및 건축

ART

ARD

생물학

BIO

BIS

경영 경제

ECO

BUD

화학

CHE

CHD

컴퓨터 공학

COM

CSD

교육

EDU

EDD

공학 기술

TEC

END

지리 및 지구과학

GEO

GED

역사 및 역사보조학

HIS

HIS

언어, 언어학 및 문학

LLL

LAD

법학

LAW

DLA

문헌정보학

LIS

DLS

수학

MAT

MAD

의학

MED

DME

음악

MUS

MUD

공연예술

PER

PED

철학 및 종교

PAR

PHD

체육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PHR

DPH

자연과학

PHY

PUD

정치학

POL

POD

심리학

PSY

PSD

사회학

SOC

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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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컨스펙터스 장서수준측도 정의
다음 수정된 컨스펙터스 장서수준측도 정의는 1996년 및 1997년 초에 서부도서
관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고 연구도서관협회의 후원으로 개발되었다. 미국과 해외에
있는 활발한 컨스펙터스 이용기관 30곳 이상이 모여 원래 정의가 가졌던 평가가
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컨스펙터스 정의를 더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 원문을
갱신하였다.
수정된 정의는 모든 주제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 정의들은 포괄적이다. 픽션, 어린이문학, 건축 등과 같은 특수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지침서도 있으며 계속 발전할 것이다.
또한 수정된 정의는 비인쇄 자료 및 전자 형식 정보를 더욱 적합하게 다뤄야 하
는 필요성과 장서를 개발할 때의 접근 및 소유권 문제를 반영한다.
기본 정보 수준 이상의 비인쇄 형식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제, 즉 무용, 음악
등을 위해 적합한 시청각 및 기타 자료들도 수집될 것이다. 비인쇄정보자원이 핵
심적인 주제의 적합한 수집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단행본 및 참고자료의 수집에
대한 상세 설명란에 “적합한 비인쇄 매체”라는 구절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음악
장서의 기본 정보 수준은 “한정된 단행본 장서, 참고자료, 적합한 비인쇄 매체 자
료”라는 구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 정보의 이용 정책과 절차가 최소한 인쇄자료 정보를 찾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과 동등하다면, 관련 전자정보 자원은 어떤 수준에서도 인쇄 자료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전자 저널이 원격으로 서비스되거나 자관에 저장되는 것과 상관없이 다
음과 같다면 전자저널은 인쇄신문과 동일하다.
1. 전자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인쇄물과 최소한 동일하다.
2. 충분한 수의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정보 이용을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비슷한 경우로 단행본, 연속간행물, 이미지 등의 원문 전자 아카이브도 자관이나
인터넷 상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용자의 접근과 비용이 동일하거나 더 상위라
면 원본 자료의 이용 방식과 동일하다.
즉각적이지 않은 문헌제공서비스는 현장에서든 전자형식으로든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헌을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다르다. 컨스펙터스는 도서관과 분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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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측정한다. 컨스펙터스는 다른 도서관 시스템
이나 판매사로부터 시간(그 지연시간이 10시간이건 10일이건 간에)을 두고 입수한
자료는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컨스펙터스 이용 기관들은 도서관 소장 정보자
원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보완하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비고란에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컨스펙터스 장서수준측도 정의
0 : 범위 외
도서관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형식의 자료도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1 : 최소 수준 정보
이 주제에 관한 최소한의 의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서로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단행본과 참고자료를 포함하는 매우 제한적인 일반 자료의 장서
∙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속간행물과 깊이 있는 전자 정보 자원은

수집하지 않는다.
장서의 정보 최신성은 체계적으로 자주 점검해야 한다. 대체본과 시대에 뒤떨어
진 정보를 담은 자료는 제적되어야한다. 고전이나 표준 소급 자료는 유지되어도
좋다.
2 : 기본 정보 수준
주제를 소개하고 정의하기 위한 자료로서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나타낸다. 대학 2학년까지의 교육을 받은 일반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도
움이 되는 장서로 다음을 포함한다.
∙ 단행본과 참고 자료로 구성된 한정된 장서
∙ 일반적인 대표 연속간행물로 구성된 한정된 장서
∙ 소장하건 원격으로 접속하건 간에 전자서지도구, 텍스트, 데이터, 저널 등으

로 구성된 한정된 장서로의 정의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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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의 정보 최신성은 체계적으로 자주 점검해야 한다. 대체본과 시대에 뒤떨어
진 정보를 담은 자료는 제적되어야한다. 고전이나 표준 소급 자료는 유지되어도
좋다.
3 : 학습 및 교육 지원 수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 주제에 관해 정보제공을 하는 장서로서, 연구 중심 수준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학과 대학원 초반 교육을 받은 일반 도서관 이용자의 요
구에 부합한다.
∙ 일반 단행본과 참고자료 및 선별된 전문 단행본과 참고자료로 구성된 광범

위한 장서
∙ 일반 연속간행물과 대표적인 전문적인 연속간행물로 구성된 광범위한 장서
∙ 적절한 외국어 자료로 구성된 한정된 장서. 예를 들면 비(非) 원어민을 위한

외국어 학습자료 혹은 독일에서 이용하는 독일 역사 같은 주제에 관한 외
국어 자료 등
∙ 잘 알려진 저자의 저작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장서와 잘 알려지지 않은 저

자의 저작들로 구성된 선집
∙ 소장하건 원격으로 접속하건 간에 전자서지도구, 텍스트, 데이터, 저널 등으

로 구성된 한정된 장서로의 정의된 접근
자료의 최신성을 자주 점검해야 하며, 상당한 수의 소급 고전 자료를 포함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도 체계적으로 자주 검토해야 한다.
4 : 연구 수준
박사과정 및 독립 연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출판 자료를 포함하는 장서로서 다
음을 포함한다.
∙ 일반 및 전문 단행본 및 참고 자료로 구성된 매우 광범위한 장서
∙ 일반 및 전문 연속간행물로 구성된 매우 광범위한 장서
∙ 적합한 외국어 자료로 구성된 광범위한 장서
∙ 유명 저자 및 무명 저자의 저작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장서
∙ 소장하건 원격으로 접속하건 간에 전자서지도구, 텍스트, 데이터, 저널 등으

로 구성된 한정된 장서로의 정의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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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유지되는 오래된 자료

5 : 포괄적 수준
특별히 정의된 지식 분야의 장서로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언어로
된 모든 자료를 망라한다(예, “특수 장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된다.
∙ 출판물을 총망라한 장서
∙ 매우 광범위한 필사본 장서
∙ 기타 모든 적절한 형식으로 된 매우 광범위한 장서
∙ 국가적 혹은 국제적 정보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포괄적 수준의 장서

【출 처】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http://archive.ifla.org/VII/s14/nd1/gcdp-e.pdf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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