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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오 액세스 랫폼(AccessON)의 개인 연구 작물 리포지터리인 Self Archiving과 학회의 

Journal Repository 서비스의 경제  가치측정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와 서비스 수혜자  계자 

15명과의 심층면담, 국내 연구자 1,313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 로 가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 다.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시간가치법을 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감 시간가치를 측정하 다.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국내생산 OA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측정한 후, 연도별 

이용 목표치를 토 로 총 수요를 추정하여 총 가치를 산출하 다. Journal Repository는 시장유추법을 용하여, 

상용 서비스의 객단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감비용을 산출하 다. 분석결과, 총 사업기간 8년 동안 Self 

Archiving의 가치는 1억 450만 원, Journal Repository는 31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두 서비스의 총 가치는 

8년간 총 313.5억 원, 연평균 3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OA 환경 구축을 한 핵심 략인 개인  학회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경제  가치를 핵심 수혜자 에서 실증 으로 추정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repository services of the National Open 

Access Platform (AccessON), namely Self Archiving and Journal Repository. The value of Self Archiving 

was measured by applying time-saving value and the value of Journal Repositories by applying market 

analogy. Based on existing statistics, in-depth interviews with service beneficiaries and stakeholders, 

and a survey administered to 1,313 researchers, the value of Self Archiving was estimated to be 

145 million won and an additional 12 million won with the OA legalization. The value of Journal 

Repositories was estimated to be 31.2 billion won. The total value of the repository services was 

31.35 billion won over the 8-year business period. This result presented an estimated economic value 

of a national OA repository from the key beneficiaries’ perspectives.

키워드: 오 액세스, 셀 아카이빙, 개인 리포지터리, 학술지 리포지터리, 가치측정, 경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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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  

오 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는 구

나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근할 수 

있고, 합법 으로 자유롭게 검색, 다운로드, 복

제, 보 , 인쇄, 링크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

정 , 법률 , 기술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

통 모델이다(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학술출 사가 주도하는 독 인 구독

료 상승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시작된 OA는 최

근 공공기 으로 생산된 연구성과물을 구독함

으로써 발생되는 이 지불 문제에 한 해결책

으로도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

에 의한 연구성과물 공유에 한 정책  노

력이 각국은 물론 국제  력하에 활발히 

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연구성과물의 의무

으로 기탁하도록 하는 법제화 논의가 한창 진

행 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 

OA로의 긴 여정에 석을 놓은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은 그

린 OA를 지원할 수 있는 셀  아카이빙과 골드 

OA를 지원할 수 있는 학술지 출 지원을 OA를 

실 하기 한 두 핵심 략으로 제시하 다.1) 

이는 논문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할 수 있는 리

포지토리 구축이 OA의 선행조건임을 의미하

면서, OA를 진할 수 있는 노력을 개인 연구

자의 차원과 학술지 생산 단체 차원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게 해 다. 개인 차원에서는 연구

자 개개인이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쉽고 자유롭

게 아카이빙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장

소, 즉 리포지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선행될 필

요가 있다. 단체 차원에서는 연구생산물의 유통

과 확산 과정에 참여하는 학술지 생산기 들이 

OA 로 쉽게 환할 수 있도록 논문 투고 

단계부터 심사, 출 , 장, 이용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리하는 랫폼을 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따라서 개인과 학회

를 한 리포지터리 구축 서비스는 OA의 성공

을 해 매우 요한 기반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OA 환경을 보면, 논문 자가 소속 기

의 기 리포지터리를 통해 논문을 기탁할 

수는 있지만 개 폐쇄 으로 운 되는 시스

템일 경우가 많다. 기 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가 오 액세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출 본(publications)이나 심사후 자 최종본

(postprint) 는 심사  논문(preprint)을 아

카이빙할 수 있는 국내 리포지터리는 아직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이 2021년에 개발한 국가

오 액세스지원 랫폼(AccessON)은 국내 연

구자와 학술단체들이 OA에 참여할 수 있게 지

원하는 국가 리포지터리로 출범하 다. 국내의 

개인 연구자가 직  자신의 논문을 기탁할 수 있

게 지원하는 셀  리포지터리 ‘Self Archiving’

과 국내 학회들이 OA 학술지를 생산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학술지 리포지터리 ‘Journal 

Repository’를 그 구성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다. 

재 국제 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Research 

 1) 오 액세스 리포지터리의 주요 유형으로 그린 OA(Green OA)와 골드OA(Gold OA)가 있다. 그린 OA는 논문의 
자가 공개된 리포지터리나 아카이  등에 자신의 심사  논문, 자 최종본, 는 출 본 등을 직  셀  아카이빙

하여 구나 그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이고, 골드 OA는 자신의 논문을 OA 에 투고하여 구
나 그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이다. 출처: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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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00만 명 이상

의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물을 서로 공유하며 교

류하는 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종의 개인 리포

지터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학회의 

학술지 아카이빙은 재 한국연구재단의 JAMS

을 통한 무료 서비스와 국내외 상업출 사와의 

계약을 통한 유료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은 KISTI의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를 체할 수 있는 유사한 랫폼으

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재

원으로 개발한 개인 리포지터리와 학술지 리포

지터리에 하여 잠재  수혜자들의 재와 미

래 수요를 악하여 그 재정 투자의 타당성 평

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cessON의 Self Archiving

과 Journal Repository의 경제  가치 측정을 

목 으로 수행하 다. 국내에서는 처음 이루어

지는 OA 지원시스템의 경제  가치측정을 통

해 첫째, 국내 연구자와 학회 계자들이 갖는 

AccessON의 OA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  편익에 한 인식을 악하고, 

둘째, 가치측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편익  비

용 요소들을 국내 학술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 셋째, 공공기 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의 OA 기탁 의무화를 골자

로 하는 법제화가 해당 시스템의 경제  가치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1.2 연구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AccessON의 하  서비스 에서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의 이용

가치를 측정하 다. 두 서비스는 여러 OA 모

델 에서 OA 확산에 기반이 되는 그린 OA의 

실 을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아카이빙 서

비스로 경제  가치측정에 한 정책  근거 

산출의 요구가 필요하다. 한 연구자 개인의 

아카이빙은 소속 기 이나 학회와 같은 기  

리포지터리와 한 연 이 있기 때문에 두 

서비스의 가치를 함께 측정하여 통합 으로 살

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측정하는 가치의 범 는 핵심 이용자의 직  

편익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이용가치로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가치측정을 하여 문

헌연구, 심층면담  설문조사와 같은 조사방

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서비스의 수요 추정, 

시장가격의 악, 가치산출과 같은 분석 연구

를 수행하 다. 먼 , 문헌연구를 통해 셀 아

카이빙과 학술지 리포지터리 심으로 OA 

황과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해당 서비스의 

가치측정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심층

면담은 두 서비스에 한 수혜자들의 가치 인식

을 악하여 측정할 가치의 구체 인 내용과 측

정방법 악, 학술지 출 에 소요되는 시장가

격 조사, 가치 요소 측정을 한 설문 문항 개발 

등을 목 으로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상의 가치 측정을 해 수행하 는데, 주로 

해당 서비스 이용에 소비하는 시간  감시

간과 같은 가치 산출 요소를 측정하 다. 그 밖

에 각 서비스의 총 가치 산출에 필요한 서비스

의 총 수요량 추정, 연구자의 시간당 임  등의 

데이터를 련 통계자료를 통해 집계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에 한 구체 인 가치측정 

과정은 3장에서 상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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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수행 과정 

2. 이론  배경

2.1 연구 작물 아카이빙과 리포지터리

2.1.1 해외 동향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은 OA와 공개 데이터 

정책 개발의 선두 주자이다.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유럽연합경쟁력 원회(European Union 

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2020년까지 유

럽에서 과학 출 물에 한 완 한 OA 요청을 

보증하 다. 2018년 9월, 11개 국립 연구자 단

체들은 유럽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

와 유럽연구 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의 지원을 받아 연구 출 물에 한 완

하고 즉각 인 OA를 실에서 실 하기 한 

계획인 cOAlition S의 시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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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 S는 연구지원과 이행 기 의 국

제 인 컨소시엄으로, OA 추진을 한 10개 

원칙인 ‘Plan S’를 이행하기 한 조치를 마련

하 다(European Science Foundation, 2022). 

Plan S는 2021년 1월 이후 cOAlition S 연구기

으로 나온 모든 학술출 물을 OA 과 

OA 랫폼에 게재할 것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

했다. 유럽집행 원회는 과학 출 물을 즉시 OA

로 만들기 한 노력으로 Horizon 2020 로그

램을 발표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 

Horizon 2020에 의하면 연구기 의 모든 수혜

자는 연구성과물을 OA로 기탁할 의무가 있다. 

기탁 상은 자의 최종버 , 기탁장소는 자

가 원하는 학술출 물 리포지터리, 기탁시기는 

가  출 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데 골드 

OA는 출  후 즉시이며 그린 OA는 과학기술

분야 6개월 이내, 인문사회분야는 12개월의 유

기간을 부여하 다. 

국은 연구정보네트워크(Research Information 

Network, 2012)의 ̀Finch 보고서’ 발표 후 OA 

정책 개발에서 가장 활동 인 유럽 국가  하

나가 되었다(Finch et al., 2013). 이  명칭이 

Research Councils UK(RCUK)인, 국의 연구

와 신(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은 국가연구지원기 으로 7개의 학문분야 연구 

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부터 OA 정책

을 개발해 왔으며 국과 로벌 환경에서 지

속 으로 정책을 개정해 왔다. UKRI의 OA 정

책은 즉시,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동료 평가되

고 출 된 연구 논문을 무료로 근할 수 있도

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자 형태

로 검색과 재이용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최

종 출 본 논문을 제한 없이 바로 근할 수 있

어야 하고, 크리에티  커먼스 라이선스(CC BY)

를 이용해야 하며, 다른 리포지터리에 최종 버

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Research 

Excellent Framework(REF)에서는 가능한 승

인 직후 는 늦어도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모

든 연구 논문을 장하도록 요구하는 OA정책

을 펴고 있다. 

OA에 가장 극 인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의 

정책은 단연 모범 인 사례로 악된다. 2015년

에 개정된 작권법(The Dutch Copyright Act) 

제 25FA조에서는 공공기 을 지원받아 출

된 학술논문 자의 OA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학술논문의 출

처를 명시하고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

고 있다(VEVAM, 2015). 독일에서는 2013년에 

신설된 작법(Act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38조 제4항에서 처음 출  후 12개

월 이후에는 계약의 내용과 상 없이 작자는 

이용 제공권 는 공공 근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OA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 

미국은 2008년에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법  기반에 의거하여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의 공공 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액세스 의무

를 채택한 최 의 국가이다. 2005년부터 NIH

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모든 논문에 하여 출

 후 12개월 이내에 그 최종 버 을 의무 기

탁하는 리포지터리로 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을 지정하 다. 

NLM은 기탁논문 수시스템(NIH Manuscript 

Submission)을 개발하여 NIH 공개 근정책을 

지원하기 한 아카이 인 PubMed Centra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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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시킴으로써 OA를 실천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22).

2.1.2 국내 동향 

국내의 경우, 국가  연구기  기 의 OA 

정책은 아직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2021

년 6월에 개최된 <국가 오 액세스 정책포럼>

에서 국내 주요 연구지원  공공학술정보서비

스 6개 기 이 국내 OA 추진을 한 공동선언

을 발표하 다. OA 공동선언 참여 기 은 한

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국립 앙도서 , 국회

도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다. 이들 

기 은 선언문을 통해 OA라는 공동의 목표를 

하여 공공기 으로 생산된 논문의 의무공개, 

학술지의 OA 환 추진, 국제 인 OA 노력에 

동참하는 등 10개 항목에 한 연 와 력을 

결의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  발표 이

외에 OA와 련한 직  정책기반은 아직 마

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NIH와 유럽연합, 독일, 랑스, 스페인

에서는 연구지원기 으로 수행된 학술논문의 

경우에 그린 OA 혹은 골드 OA로 기탁하는 것

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 R&D 연구성과물 공개는 아직 체로 연

구보고서에 한정되어 있다. 일부 국가연구과제

는 연구성과물을 논문으로 출간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OA 출 과 리포지터리 

기탁이 의무규정은 아니고 주로 연구과제 리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술논문 제출에 그치고 있

다. 다만 국가 R&D 과제의 연구결과물을 온라

인상에서 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할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래, 련 연

구는 꾸 히 진행되고 있다(서태설, 허선, 노경

란, 2009; 장원규, 2017; 차미경, 송경진, 김나

, 20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 

OA 확산을 한 법제 연구에서 장원규(2017)

는 공공 작물의 공개에 한 의무규정이 없으

므로 공  재원의 지원으로 생성된 연구성과물 

는 학술 작물도 공공 작물에 한 의무공

개를 명시하고 일반인의 근  이용 활성화

를 한 법제화를 언 하 다. 차미경, 송경진, 

김나 (2017)은 국가 R&D 연구성과물의 오

액세스를 한 법규 개선 방안을 연구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에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련된 내용을 정하여 OA 의무를 강화

할 것과 련된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을 제안

하 다. 국내 연구자들의 OA에 한 실제  

인식은 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한국과학기

술정책연구원, 2019). 연구자들은 OA에 한 

인지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그린 OA나 골드 

OA와 같은 유형 구분은 거의 제 로 하고 있지 

않아 OA 의무 기탁과정에 필요한 실제  지식

은 부재한 것으로 악되었다. 

2.2 경제  가치측정 

환경재나 공공재와 같이 비시장재화의 가치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  방법과 직  

방법이 있다. 첫째, 간 인 측정 방법은 측정

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하

는 이용자의 행 를 통해 간 으로 가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를 들어, 이용자가 도서

을 2시간 이용했다면 이용자는 도서 에 2시

간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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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가치는 소비한 시간

이나 감한 시간으로 측정하여 이용자의 시간

당 임 을 용하여 경제  가치를 보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가치가 아닌 비용

이고 해당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행 가 포함

될 수 있어 시간비용이 부풀려질 우려(Elliott et 

al., 2007, 23; Kingma, 2001, 131) 등의 단

이 지 된다. 그러나 시간가치는 이용에 소비

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간단히 측정할 수 

있고 가치를 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

이 있어(표순희, 정동열, 2008) 빈번히 활용되

고 있는 가치측정법이다. 

 다른 간  측정 방법은 시장유추법이

다. 측정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재화와 유사한 

재화 혹은 체제의 시장가격 즉, 경제  객단

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서비스나 

체제가 존재한다면 시간가치와 유사하게 비교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시장재화를 체하는 체재  해당 재화

의 용 가능한 가격을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직 인 측정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

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이 있다. CVM은 이용해보지 않은 재화나 서비

스의 가치 즉, 비이용가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표 인 직  측정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직  얼

마나 지불할 의향(Willingness to Pay, WTP)이 

있는지 는 해당 재화가 없을 경우 얼마나 보

상받을 의향(Willingness to Accept, WTA)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CVM

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가치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재

화나 서비스에 한 가치를 측정하기 하여 

가치 유도 질문 방식, 질문 형태, 설문 문항의 

구성 등 정교한 설문 설계가 필요하고 응답의 신

뢰성을 높이기 해 지불카드(payment card)

와 같은 각종 장치와 면 면 조사를 권고하는 

것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단 이 

있다. 

OA의 가치과 련된 핵심 인 선행연구들

을 가치측정 방법론의 에서 보면 국 JISC

와 함께 학술출  반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Houghton et al.(2009)의 연구가 표

이다. 이 연구는 학술출 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독 출 , OA 출 , 셀 아카이빙 등 학술출

의 세 안 모델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을 확인하 다. 한 학술커뮤니 이션에 참여

하는 각 주체에게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각 주체에 한 비용과 가치를 계

량화한 후 세 안 모델의 비용과 가치를 비교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가치 

산출을 한 방 한 정량  데이터를 수집, 분

석하여 OA 련 경제성 평가 연구의 기  정

보를 제공하 다. 

Houghton(2009)은 Houghton et al.(2009)

의 연구방법을 국, 네덜란드, 덴마크 상황에 

용하여 국가간 OA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비용과 가치는 앞선 연

구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세 가지의 학술

출  모델 즉, 구독, OA, 셀 아카이빙(즉, 그

린 OA)의 비용편익비율로 여러 시나리오 하에

서 얼마나 비용을 감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보면 <표 1>과 같이 모든 경

우에서 셀 아카이빙이 가장 높은 비용편익비

율을 보이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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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모델 OA 시나리오 덴마크 네덜란드 국

환모델**
국가 OA 출    3.6  3.7  3.3

국가 셀 아카이빙(그린 OA)  26.5  8.0  8.3

가상의 안정상태의 

모델***

국가 OA 출   8.7  9.0  7.5

국가 셀 아카이빙(그린 OA) 122.1 35.3 44.8

  *결과의 일부를 발췌함 

 **구독 모델에서 OA 모델로 환하기 한 과도기 모델 

*** OA가 안정 으로 정착한 상태의 모델

<표 1> OA 추진 상황 시나리오별 국가별 BC ratio* 

이 연구들은 부분 비용 감의 에서 

OA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OA 가치측정 방법의 방향을 이와 같은 선행연

구를 통해 악한 OA 가치의 기본 인 속성을 

고려하 다. 

3. 가치측정 설계  조사 

3.1 가치측정 개요

먼  Self Archiving의 가치 측정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첫째, 문헌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서비스의 핵심 수혜자와 그 가치

의 내용을 악하 다. 둘째, 가치의 내용을 바

탕으로 측정방법을 결정하고 가치 산출식을 도

출하 다. 셋째, 가치 산출에 필요한 기  데이

터를 확보하 다. 넷째, 수혜자 1인이 유발시

키는 최소 단 의 가치를 측정하 다. 다섯째, 

해당 서비스에 한 총 수요를 추정하 다. 여

섯째, 수혜자 1인이 유발하는 최소 단 의 가

치에 총 수요를 용해서 해당 서비스 체 수

혜자가 유발하는 총 가치를 산출하 다. 이 같

은 일련의 가치 측정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요약된다.

Journal Repository의 가치측정은 Self Archiving 

측정과정과 같이 첫째, 핵심 수혜자와 그 가치

의 내용을 악하고, 가치 내용과 발생 과정을 

바탕으로 측정방법을 결정하고 가치 산출식을 

도출하 다. 다음으로 시장유추법을 용하여 

가치 추정에 필요한 비용 데이터를 수집하 으

며 이를 바탕으로 총 가치를 산출하 다. 가치

<그림 2> Self Archiving의 가치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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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ournal Repository의 가치측정 과정

측정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3.2 측정 상 시스템의 특성

3.2.1 AccessON의 Self Archiving 

AccessON의 Self Archiving은 개인이 자

신의 연구 작물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리포지

터리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 연

구자 개인의 연구물을 리할 수 있는 장소

임과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출 본

(published), 자의 최종본(postprint), 심사 

 논문(preprint)을 자가 직  아카이빙하

고, 논문통합검색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공유되고 웹에서 공개되어 검색될 수 있

다. 그린 OA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으로 공공기 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의 OA 의

무화 시, 소속기 의 리포지터리가 없는 연구

자, 소속기 이 없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ISNI나 ORCID와 같은 자식별정보 등록 

시 논문정보가 매핑되어 자가 공개에 동의하

면 자동 공개된다. Self Archiving에서는 연구

자가 등록만 하면 자동 아카이빙, 자동 공개가 

되므로 신속하고 효율 으로 자신의 실 을 

리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AccessON의 Self Archiving은 개인 리포

지터리로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리포지토리이다. 향후 국가 R&D 성과물인 학

술논문의 리포지터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 

이 보다 크게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측된다. 

3.2.2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는 OA학

술지를 한 온라인 서비스 랫폼이다. 재 

국내 학술지들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등재지 여부로 질 인 리를 통해 생산, 유통

되고 있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

해 국내 논문 검색과 원문 이용  인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술지

의 원문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작권에 따

라 논문 원문제공이 제한 이다.2)

 2) 국내학술지 평가와 학술단체 지원사업에 온라인 근성 평가항목을 두어 OA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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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ccessON의 Self Archiving 시스템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는 KCI와 

달리 개별 학술지의 리포지터리로, 국내 학회

들이 OA 학술지로의 쉽게 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  리, DOI 랜딩 페이지 기능

이다. 학술지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구 과 네이버와 연동되어 있어 논문의 이용과 

인용의 증가를 기 할 수 있다.3) 학회에서는 

학술지 논문을 리하고, 이용자들은 학술지의 

목 과 범 , 투고규정 등 학술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논문의 서지정보와 원문을 학술

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2022년 

8월 재 45개 학술지가 가입되어 있다(<그림 

5> 참조). 

앞에서 악한 AccessON의 두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3 편익 악을 한 심층면담

3.3.1 심층면담 개요

심층면담은 다양한 주제 분야 연구자들의 학

술연구 활동과 학회들의 학술지 출  활동을 

포함한 학회 운  황을 이해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두 서비스의 주요 가치 내용을 악하기 

해 이루어졌다. 한, 가치산출을 한 설문 

문항 개발에 필요한 기  정보를 수집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덩이 표집을 통해 2021

년 8월 3일에서 2021년 8월 25일까지 직  방

문을 통한 면 는 (Zoom)을 통한 비 면

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참여자는 각기 다

른 규모와 주제 분야의 학소속 학술연구자, 

기업 R&D 연구자, 학술지 문편집인 등 총 

15인이었다. 학소속 참여자들은 모두 재 학

 3) 학술지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온라인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임워크 기능을 개발하여 승인된 이용자들을 상으로 기 이 보유한 메타데이터

를 배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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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 활용 학회지 홈페이지 서비스 시 

리포지터리
서비스

핵심 
수혜자

기능 재 환경 편익 국내외 유사 시스템

Self 

Archiving
연구자 

출 본(Publication), 
자 최종본(Post-print), 

심사  논문(Pre-print) 
셀  아카이빙

국내 개인 차원의 셀
아카이빙은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

국가오 액세스 랫폼 

검색 서비스를 통해 셀
아카이빙한 논문이 배

포되므로 논문 근성과 

이용  인용 향상

ResearchGate

Dspace, Eprints, 
arxiv, bioRxiv, 
OAK, S-Space,

dCollection 

Journal 
Repository 

학회 
학술지 단 의 논문아카
이빙&통합검색

학술지 생산 비용, 인
력 부족으로 OA 환
과 학술지리포지터리 

작업이 어려움

상용 검색서비스에 노출
되므로 이용, 인용 향상

한국연구재단의 KCI, 
JAMS, 상용 DBpia

<표 2> 측정 상 시스템의 특성 분석

회에서 학회장  학술지 편집 원장 는 편집

원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로, 국어국문학, 정

치학, 심리학, 문헌정보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자공학, 기공학, 식품 양학, 간호

학, 의학 등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복합학 등 다

양한 공 분야를 포함하 다.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의 가치측정과 련된 심층

면담 질문은 <표 3>과 같다. 

3.3.2 심층면담 결과 

심층면담 내용 에서 연구자  학회의 OA 

인식과 활동에 한 내용과 함께 Self Archiving 

서비스의 편익을 악할 수 있는 내용을 심

으로 요약하 다. 연구자들은 학 리포지터리

에 연구 업 을 제출하는 행 를 논문을 아카

이빙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연구 

업 을 기 에 보고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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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내용

학술

연구 활동

∙주 연구 분야

∙OA 이용  투고 경험

∙연구성과물 리 황, 온라인 리포지터리  아카이빙 활용 황

학술지 출

∙학회 일반 황(설립 년도, 회원수, 발간 학술지명)

∙학술지 출  과정(투고 차, 투고료, 심사 차, 투고심사 시스템 리, 논문 게재료, XML 환 

여부  비용)

∙학술지 홈페이지 리(유지보수 비용, 문 홈페이지 리)  논문 아카이빙 황, 학술지의 근성(논

문 검색, 색인 록 사이트), 콘텐츠 리 황

<표 3> 심층면담 질문 내용

향을 보 다. 장차 Self Archiving의 활용도에 

해서는 ResearchGate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

이 재 사용하고 있는 상용 서비스와의 상

인 비교를 토 로 망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구 스콜라나 리서치게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연구자들이 등록되

어 있고, 본인의 논문 목록, 그 연구에 심을 

가진 팔로워들, 공동 작자들이 부 리스트업되

어 있고, 본인이 최근에 논문을 내고 인용이 얼마

나 는지도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이러

한 수들이 개인 평가에 반 될 확률이 높아요. 

지 까지는 IF 높은 에 출 하는 것으로 연

구자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후에는 

논문의 공유정도가 요해 질 것이고 리서치게이

트의 수가 개인 평가와 승진에도 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 성과를 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니다. AccessON이 이런 역

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자면 외국의 연구

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생명공학 책임

연구원. 학회지 편집 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인식과 망을 바탕

으로 Self Archiving의 가치를 Self Archiving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 감되는 시간의 가치로 정의하고 감된 

시간가치를 측정하 다. 

AccessON의 경우, 리서치게이트 규모의 랫

폼을 만들어 낸다면 그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SNS활동 하듯이.... 올려 놓은 자신의 연구를 

  이용자가 많으면 경제  가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직  아카이빙 하는데 10여분 이내

에 할 수 있어요. 리서치게이트의 경우는 그런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PubMed에 논문이 등록

되면 이메일이 오고, 그 이메일을 확인하면 자동

으로 자신의 연구로 등록이 되니까요. (생명공학 

연구원. 학회지 편집 원) 

Journal Repository의 가치측정과 련된 진

술 심으로 심층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부

분의 학회 계자들의 학회의 학술지 출 과 

논문 리포지터리 리 문제에 해서는 주로 

비용 문제와 연 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OO학회지의 투고는 A사4)를 사용합니다. 투고

자는 투고료 6만 원, 게재료 페이지당 4만 원, 

 4) 국내 논문 투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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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비용은 71,500원으로 A사에서 작년 5만 

원에서 인상했어요.  편집 원장님이 하실 때 

A사가 다양한 업무를 신 해 다고 해서 계약

했는데, 희 분야와는 첫 계약이라 렴한 비용

에 문 홈페이지 리, XML 환, 논문 시스템 

리 등 많은 서비스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3년간 계약 유지인데, 사용자가 늘어서인지 올해 

 액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A사가 

행해 주는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과 련된 내

용만 해주고요, 게재 확정후 투고편집스타일에 

맞추는 편집 작업은 간사님과 제가 직 하고 있

어요. 논문들을 부 엑셀 일로 정리하여 논문

에 넘버링해서 출  업무 업체인 B사5)의 출 부

에 제출하고 B사에서 마지막으로 PDF로 학회

지 규정에 맞게 편집(내용  오타 확인 작업은 

없이 규격에 맞게 편집, 표지 제작, PDF로 학회

지 발간 마무리업무, DOI 번호 생성)해요. 이 

편집본을 OO사로부터 학회가 받은 이후 엑셀 

일을 정리해서 A사에 송하면 A사는 UI

산화를 해 니다. XML변환, 홈페이지 개제, 

문 학술지 리, 체 OO학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을 해 줘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매년 

66만 원, 문 학술지 리는 월 5만5천원, XML

변환업무는 월 7만1,500원입니다. 홈페이지는 

A사가 리하고 콘텐츠는 학회가 리하고요. 

논문은 OA이므로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 희 학회에서는 

인용수를 높이기 해 OO편집 회에 돈을 지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돈을 내면 KoreaMed DB

(유료)에 논문을 올려 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근하고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편집 원장)

회원수가 1.5만 명되는 희 분야 가장 큰 국내학

회에서... 네이처 퍼블리싱 그롭을 사용하는데요, 

네이처 잡지의 논문을 출 해 주는 출 사의 

로그램입니다. 출 사와 계약해서 매년 몇 천만 

원 넘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책임연구원, 학회지 편집 원)

희는 엘스비스를 사용합니다. 돈이 없는 학회

는 ACOMPS를 사용하거나 하지요. 돈이 많은 

학회는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를 리하기도 하

지요. ( 자공학 교수, 편집 원장)

재정  여유가 있는 규모 학회들은 JAMS

나 ACOMS와 같은 국가 무료 시스템보다는 

좀 더 기능이 우수하고 인지도가 높은 해외  

국내출 사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Journal Repository의 가치를 학술지

를 생산하는 학회가 다른 상용시스템을 사용하

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는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을 이용함으로써 감할 수 있는 비

용으로 간주하여 그 가치를 측정하 다. 

3.3.3 가치의 내용  측정 방법 

일련의 심층면담을 통해 <표 4>와 같이 서비

스별 핵심 수혜자와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의 

내용을 정리하 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조사 상인 두 리포지터

리 서비스의 가치 도출식이 수립되었다. 첫째, 

AccessON의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연구자 

1인이 자신의 논문 1건을 직  아카이빙할 경우 

감되는 시간으로 악하 다. 본 연구에서는 

AccessON Self Archiving 서비스의 가치 도

출식을 <그림 6>과 같이 정의하 다. 

 5) 의학 련 출 업무 행업체로, 교정, 편집작업을 담당함. 학회지 제작비용은 자에게 제공되는 학회지, 별쇄본, 

평생회원에게 우편 발송, 직 이사에게 학회지 발송, 단체회원에게 학회지 발송 등의 업무까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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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혜자 가치 내용

Self Archiving 연구자 시간 감
국내 연구자 편의를 고려해 구축한 AccessON의 Self Archiving을 

이용하여 아카이빙함으로써 감되는 시간

Journal Repository 학회 비용 감
무료의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시스템 

구축  리 비용 감

<표 4> 서비스별 핵심 수혜자와 가치 내용

연구자 1인이 AccessON의 Self Archiving을 이용하여 얻는 시간 감 편익 

= [(연구자 1인이 논문 1편을 직  리포지터리에 장하는데 소요하는 시간) 

– (연구자 1인이 논문 1편을 AccessON의 Self Archiving에 장하는데 소요하는 

시간)] x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그림 6> AccessON Self Archiving의 가치 도출식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직  아카이빙할 경

우 소요 시간은 그 상이 OA 논문 여부와 

계가 없으므로 논문 1건을 아카이빙하는 시간

으로 측정하 고, AccessON의 Self Archiving

을 이용할 경우 감되는 시간비율을 측정하

으며, 감 상 논문을 OA 논문으로 한정하

여 산출하 다. 

둘째,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 서

비스의 가치는 시스템 구축 련 비용 감과 

Journal Repository 활용으로 인한 논문의 이

용 확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가치는 

상용 시스템의 시장가격을 분석한 시장유추법

을 용하 다. 즉, 경제  객단가를 측정하여 

<그림 7>과 같이 Journal Repository의 가치 추

정 모형을 도출하 다. 

3.4 가치 요소 측정을 한 설문조사 

AccessON의 Self Archiving 이용으로 인해 

연구자 개인이 얻는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수혜자들에게 질문하여 악해야 할 기

 데이터를 수집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

하 다. 그 요소들은 연구자 1인이 논문 한 편을 

아카이빙하는데 소요하는 시간, Self Archiving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 상되는 시간 감 

비율, 법제화시 측되는 서비스 이용량 증가 

여부 등으로, 가치측정 요소와 련된 구체

인 설문 문항은 <표 5>와 같다.

개별 학회가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를 사용하여 얻는 비용 감 편익

= (상용시스템을 통해 학술지 리포지터리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 이용 비용) 

<그림 7> AccessON Journal Repository의 가치 도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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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셀 아카이빙

∙셀 아카이빙 경험

∙경험했던 셀 아카이빙 유형 

∙한 편의 논문을 아카이빙하는데 소요하는 시간

AccessON 

Self Archiving

∙OA 논문 투고  출  경험

∙AccessON Self Archiving 이용 경험 여부

∙AccessON Self Archiving 이용 의향 

∙AccessON Self Archiving으로 인한 연구실 리 시간/노력 감 비율 

OA법제화 ∙법제화로 인한 Self Archiving 이용 증가율

<표 5> 가치 요소 산출을 한 설문 문항

설문 문항은 웹설문 형태로 제작하여 심층면

담 참여자들을 포함한 연구자들을 상으로 

일럿테스트와 리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한 

수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 다. 최종 수정보

완된 설문지는 2021년 9월 2일부터 10일간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등록된 체 연구자 

약 12만 명이 구독하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배포되었다. 이 메일링리스트에 수록된 연구자

는 AccessON이 목표로 하는 서비스 상과 일

치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총 

1,315명이 참여하 고, 분석에 유효한 1,313명

의 응답 내용을 통계 분석하 다. 

설문 응답의 특징은 40 (34.5%)가 가장 많았

고, 20년 이상(23.8%)의 연구 경력자, 연구  교

육 심의 학(22.8%) 소속, 공학(43.7%) 공

자, 연구원(44%) 직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셀 아카이빙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총 

1,285명의 연구자 가운데 셀 아카이빙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182명(14.0%)에 불과했다. 그

들을 상으로 셀 아카이빙하는 장소를 물어

본 결과, Research Gate와 같은 해외 연구자 

소셜네트워크에 아카이빙한다는 응답자가 가

장 많았고(58명, 31.4%), 그 다음으로 소속기

 리포지터리(27명, 14.6%), 해외 리포지터리

(27명, 14.6%), 국내 리포지터리(25명, 13.5%), 

AccessON의 Journal Repository(5명, 2.7%)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장소에 아카이빙하는 

연구자(23.2%)도 지 않았다. 종합하면, 국

내 연구자들의 논문 아카이빙 활동은 아직 활

발하지 않았고 이해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셀 아카이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 

총 182명을 상으로 그들이 논문 1편을 직  

아카이빙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연구논문 1건

을 셀 아카이빙하는데 략 얼마나 소요하십

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하 다. 분석 결과, 

평균 24.38분(표 편차 30.01)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AccessON Self Archiving으

로 인한 감시간은 “AccessON Self Archiv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실  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략 어느 정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

다. 분석 결과, 상되는 시간 감비율은 평균 

13.56%로 산출되었다. 법제화로 인한 AccessON 

Self Archiving 이용률은 “오 액세스 법제화

가 시행된다면, AccessON의 Self Archiving 

서비스 이용이 재보다 얼마나 더 증가할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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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요소 측정치

논문 한 건을 아카이빙하는데 걸리는 시간(분) 24.38

AccessON Self Archiving 서비스 이용으로 감한 시간 비율(%) 13.56

법제화로 인한 AccessON Self Archiving 이용률 증가 비율(%) 11.7

<표 6> Self Archiving 요소별 가치 측정 결과

문하 다. 분석 결과 평균 11.7% 증가할 것으

로 최종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된 AcessON Self Archiving의 가치측

정 요소별 결과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4. 가치측정 결과 

4.1 AccessON Self Archiving의 수요와 총 

가치 

4.1.1 수요  시간비용 

총 가치 산출에 있어 가치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  가치의 크기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수요 즉, 이용량이다. 많은 가치측정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 이 나타나

며 이와 함께 이용량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AccessON의 Self Archiving의 

수요는 연구자들이 직  아카이빙할 수 있는 OA 

논문의 수로 간주하 다. 즉, Self Archiving의 

잠재  수요가 되는 논문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KCI 색인 논문과 SCIE 논문  OA 논문으로 

한정하여 추정하 다. 이에 먼  국내 연구자

들이 출 한 KCI 색인 논문과 SCIE 논문 에

서 OA 논문 총 편수를 추정하여 수요의 모수

를 산출한 후 여기서 Self Archiving을 이용할 

논문 수요를 추정하 다. 

2021년에서 2028년까지 생산되는 OA 논문 총 

편수를 <그림 8>과 같은 과정으로 추정하 다.

① KCI 논문: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KCI 논문 편수의 연평균 증가율 1.47%를 용하여 2028년까지의 KCI 편수 
추정(KCI, 2022)

② KCI 논문  OA 논문: 241종(KJCI에 골드 OA 학술지 수) x 42.65건6)(학술지 1종당 연간 수록 논문 편수) 

= 10,278.65 편, KCI논문 증가율 1.47% 용하여 2028년까지 OA 논문 수 추정 
③ SCIE논문: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SCIE논문의 연평균 증가율 6.46%를 용하여 2028년까지의 SCIE 편수 

추정7)

④ SCIE논문  OA 논문: SCIE 논문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A 논문 증가율 14% 용
⑤ KCI와 SCIE의 복논문: 140종(KCI 지수  WOS와 KCI의 통합 IF 용하는 학술지(2019, 2020년 기 ) x 

42.65편(학술지 1종당 연간 수록 논문 편수) = 5,971건

⑥ KCI, SCIE의 복 논문 에서 OA 논문: OA 논문비율 증가율 7% 용하여 추정

<그림 8> 국내 생산 OA 논문 수 추정 과정

 6) Marx와 Bornmann(2015)을 토 로 “KCI의 참고문헌 수/수록 논문 수”로 산출

 7) KISTI가 제공한 2000년에서 2021년까지 ‘우리나라 SCIE 논문 황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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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의 과정으로 산출된 연구자가 셀 아

카이빙할 수 있는 연도별 국내 생산 OA 논문 편

수는 <표 7>과 같이 2021년 46,875편에서 2028

년 105,022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다.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는 최종 으로 산출된 

시간가치를  가치로 환산할 때 필요하다. 

시간당 인건비 산출은 2020년 기 으로 월평균 

임 , 주당 40시간 근무, 월 172시간 근무를 기

으로 학원생, 교수, 연구원, 리자, 회사인 

 직장인, 사서  공무원 평균 임 을 조사하

고 직종  종사자수 구별 없이  직종 평균 

연구자의 시간당 평균 임 을 산출하 다. 시간

가치를 과 추정할 험(Elliot et al., 2007, 23; 

Kingma, 2001, 131)은 측정 상이 되는 서비스 

이용에 그 요인을 시간당 임 으로 산출되는 시

간이 온 히 투입되지 않는 것과 시간당 임 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를 꼽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방법론이 산출하는 가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 한 보수 으로 근하여,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를 26,458.94원으로 산출하 다.

4.1.2 총 가치 산출 

AccessON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연구

자 1인이 본인의 작 1편을 AccessON Self 

Archiving을 통해 장할 때 발생하는 시간 감 

가치로 다른 셀 아카이빙을 이용할 때 소요되

는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 다. <그림 6>

의 가치 산출식을 용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연도
① KCI 

논문편수

② KCI-OA

논문편수

③ SCIE 

논문

④ SCIE-

OA논문

국내생산논

문편수

(①+③)

⑤ KCI와 

SCIE 복

논문

⑥ 복 

논문  

OA논문

국내생산 

OA논문

(②+④-⑥)

2021 114,578 10,279 78,570 39,394 193,148 5,971 2,798 46,875 

2022 116,261 10,430 83,647 44,880 199,908 5,971 2,994 52,316 

2023 117,968 10,583 89,053 51,131 207,021 5,971 3,204 58,510 

2024 119,701 10,739 94,807 58,252 214,508 5,971 3,428 65,562 

2025 121,459 10,896 100,934 66,365 222,393 5,971 3,669 73,592 

2026 123,243 11,057 107,456 75,607 230,699 5,971 3,926 82,738 

2027 125,053 11,219 114,400 86,137 239,454 5,971 4,201 93,155 

2028 126,890 11,384 121,793 98,134 248,683 5,971 4,496 105,022 

<표 7> 국내 생산 OA 논문 건수 추정 

(단 : 편)

<산출 과정>

① 논문 1편의 셀 아카이빙 소요 시간: 24.38분

② AccessON Self Archiving 이용 시 감 비율: 13.56%

③ 연구자 1인이 AccessON Self Archiving 이용으로 인해 감하는 시간 = ① x ② = 3.3분 

④ 논문 1건을 AccessON Self Archiving 하는데 감된 비용 = ③ x 26,458.94원(시간당 연구자 인건비)/60 = 

1,455.24원 

<그림 9> 최소 단 의 가치 산출식과 산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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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인이 논문 1편을 Self Archiving 서비

스를 이용하여 감하는 액은 1,455.24원으로 

산출되었다.

AccessON Self Archiving의 총 가치는 

KISTI가 제공한 연도별 사업 목표치, 즉 국내 생

산 OA 논문 에서 AccessON Self Archiving을 

이용하여 아카이빙하는 논문의 비율( 유율)을 

최종 Self Archiving의 실 인 수요로 간주하

고 이를 용하여 산출하 다(<표 8> 참조).

여기에 <그림 9>에서 도출한 논문 1편당 

감시간 3.3분을 용하여 <그림 10>과 같은 산

출식으로 총 가치를 산출하 다. 

연구자들이 AccessON의 Self Archiving으

로 얻는 가치는 <표 9>와 같이 8년간 약 1억 

450만 원의 가치가 산출되었다.

추정기  기   출처 기  용

이용건수
2021년 상반기 Self 

Archiving 이용 건수

총 가치
(1) 실제 이용 편 수를 기반하여 KISTI가 자체 설정한 연도별 이용량 

증가 목표치 용

법제화 증가치
(1)의 이용량을 기반으로 법제화 이후 측 이용 증가율(13.84%) 

용

<표 8> AccessON의 Self Archiving의 가치 산출을 한 수요 추정 기 과 용

총 가치 = 연구자 1인이 논문 1편을 AccessON에 Self Archiving하여 감하는 시간 x 시간당 인건비 x 국내 생산 

OA 논문 수 x KISTI의 사업목표치(편) 

편익 시 2022년: 3.3분 x 26,458.94원 / 60분 x 52,316편 x 3% = 2,283,979원 

<그림 10> AccessON Self Archiving의 가치 산출식 

구분

Self Archiving 이용으로 

인한 논문 1건당 감시간

(분)

시간당 

인건비

국내 생산 

OA논문 수 

(편)

유율

(%)

Self Archiving 활용 

OA 논문

(편)

총 가치

2021

3.3 26,458.94

 46,875  1   469 682,142 

2022  52,316  3  1,569 2,283,979 

2023  58,510  6  3,511 5,108,779 

2024  65,562 10  6,556 9,540,867 

2025  73,592 13  9,567 13,922,308 

2026  82,738 15 12,411 18,060,568 

2027  93,155 18 16,768 24,401,400 

2028 105,022 20 21,004 30,566,482 

가치총계 577,771 71,855 104,566,524 

<표 9> AccessON Self Archiving의 총 가치 

(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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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법제화로 인한 Self Archiving 가치 

추정

마지막으로, 법제화로 인한 Self Archiving 

가치의 증가치는 <표 10>과 같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법제화시 이용증가율 11.7%를 

용한 결과, 상 가치는 8년간 약 1억 1,680

만 원이었고, 법제화로 인한 추가 상 가치는 

약 1,2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4.2 AccessON Journal Repository의 총 

가치 

4.2.1 상용  리포지터리 구축  이용비용

AccessON Journal Repository 서비스의 이

용 역시 국내 투고심사 리시스템과 동일하게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학회를 주요 상으로 한

다. 재 국내 학술지리포지터리는 학회가 독

립 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

지를 통해 학술지를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

우, 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 국가기 인 한

국연구재단의 JAMS를 통하여 KCI 학술논문

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상업 으로

는 Elsevier와 같은 해외 출 사와 국내 DBpia, 

KISS와 같은 원문제공 상용서비스 등이 학술

지리포지터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A의 경제  향력을 출 사 차원에서 보

면 출 비용을 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본 연

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과 시장조사를 통해 

악한 바에 따르면, 출 비용에 포함하는 비용

은 편집이 주 업무인 논문처리비용,  운 , 

기반 서비스 유지 등에 해당하는 리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논문 한 편의 생산비용

은 $3,500에서 $4,000에 이르나 출 사에 따

라 그 편차가 크다. 재 국내에는 Elsevier 등 

해외 출 사와 같은 문 인 수 으로 학술지

리포지터리 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거

의 없다.

학회가 독립 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학

술지리포지터리를 구축하여 학술지 논문을 제

공하는 경우는 보통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업체

와의 계약에 의해 운 된다. 소요 비용은 학회의 

규모, 산 상황, 계약 업체의 특성, 제공되는 부

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홈페이지 기 구축

구분 가치 법제화로 인한 증가율(%) 법제화시 가치 법제화로 인한 가치 증가치

2021    682,142 

11.7

   761,816     79,674 

2022   2,283,979   2,550,748    266,769 

2023   5,108,779   5,705,484    596,705 

2024   9,540,867  10,655,240   1,114,373 

2025  13,922,308  15,548,433   1,626,125 

2026  18,060,568  20,170,042   2,109,474 

2027  24,401,400  27,251,483   2,850,083 

2028  30,566,482  34,136,647   3,570,165 

가치총계 104,566,524  116,779,894  12,213,370 

<표 10> 법제화로 인한 가치 증가치 

(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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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5,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월평

균 유지보수비용은 600,000원에서 3,000,000원까

지 다양하 다(김규환 외, 2020; 조혜민, 2016).8) 

이러한 상용 학술지리포지터리 구축  서비스 

이용 비용은 학술지리포지터리 시스템의 가치

를 객단가방식으로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  데

이터가 된다. 

국내 업체들은 체로 <표 11>과 같이 홈페

이지 구축, 호스   유지보수 형태의 서비스

를 운 하며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2021년 8월 

재 기 으로 수집한 국내 업체들의 시장 가

격을 종합한 결과,  분야에서 평균 으로 

기 구축비용 5,125,000원, 월평균 홈페이지 유

지보수비 등 연간 총 운 비용 19,340,000원으

로 악되어, 학술지 1종당 리포지터리 구축  

연간 총 운 비용은 평균 24,465,000원으로 추

정하 다.

4.2.2 총 가치 산출 

AccessON Journal Repository의 이용가치는 

학회를 핵심 수혜자로 하여 산출하 다(<표 12> 

참조). 상용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술지의 경우, 

기 구축비용과 매년 지출되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므로, 각각의 비용을 산출한 후 

합산된 총액으로 가치를 추정하 다. 사업주

기 인 KISTI가 연도별 사업 목표치로 설정한 

AccessON Journal Repository 참여 학술지 종

수를 용하여 산출하 다(①). AccessON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홈페이지 구

축비용 감은 AccessON Journal Repository

에 매년 새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학술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②, ③). 연간 유지보수비

용은 신규 가입학술지와 기가입 학술지가 공통

으로 감할 수 있는 항목이다(④). 앞서 기

술한 <그림 7>의 가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결

과, 8년의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가치는 

31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비용항목 A사 D사 I사 M사
김규환

(2020)

조혜민

(2016)
F사 평균가 비용구분

홈페이지 구축 5,000,000 -　 4,000,000 4,000,000 -　
5,000,000

~10,000,000
7,500,000 5,125,000 ① 기비용

홈페이지 호스 / 

유지보수
900,000 660,000 600,000 600,000 700,000

1,500,000

~3,000,000
2,250,000 951,667 ② 월비용

문홈페이지 솔루션 

사용/유지보수
-　 660,000 -　 -　 -　 -　 660,000 660,000 ③ 월비용

④ 월비용 합계 = ② + ③ 1,611,667 

⑤ 연간 운  비용 = ④ x 12개월 19,340,000 

학술지 1종당 리포지터리 구축  운 비용(시장가격): 총비용=①+⑤ 24,465,000 

<표 11> 상업  학술지리포지터리 비용 

(단 : 원)

 8) 해당 비용은 문헌조사와 더불어 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악했으며 이 한 매년 

변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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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도별 목표

학술지 (종)* 

② 연도별 신규 

학술지 (종)**

③ 가입원년 구축비 

감비용*** 

④ 연간 유지보수 

감비용****
⑤ 총 가치

2021 30 30 153,750,000 580,200,000 733,950,000 

2022 45 15 76,875,000 870,300,000 947,175,000 

2023 68 23 115,312,500 1,305,450,000 1,420,762,500 

2024 101 34 172,968,750 1,958,175,000 2,131,143,750 

2025 152 51 259,453,125 2,937,262,500 3,196,715,625 

2026 228 76 389,179,688 4,405,893,750 4,795,073,438 

2027 342 114 583,769,531 6,608,840,625 7,192,610,156 

2028 513 171 875,654,297 9,913,260,938 10,788,915,234 

가치총계  　 2,626,962,891 28,579,382,813 31,206,345,703 

   * KISTI의 연도별 사업 목표치(학술지 종수)

  **연도별 신규 가입 학술지 종수: 해당 년도 목표 학술지 종수-이  년도 목표 학술지 종수

 ***가입 첫해 홈페이지 구축비 감비용: 5,125,000원(<표 11>의 ①) x ②신규가입 학술지 종수 

****연간 유지보수비 감비용: 19,340,000원(<표 11>의 ⑤) x ①연도별 목표 학술지 종수

<표 12> AccessON Journal Repository의 총 가치 

(단 : 원)

5. 결론  시사

공공기 으로 수행된 학술연구의 성과물에 

한 자유로운 근을 제공하기 한 오 액세

스로의 여정에서 그린 OA를 지원하는 셀  아

카이빙과 골드 OA를 지원하는 학술지 리포지

토리 구축은 성공 인 OA를 실 하기 한 핵

심 략이다(Budaf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이를 지원하는 것은 OA가 추구하는 공

공 연구성과물에 한 자유로운 근을 실 하

려는 정책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오

액세스 랫폼인 AccessON 시스템이 구축한 두 

유형의 리포지터리 서비스인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를 상으로, 국내 학술연구

자들을 한 셀 아카이빙과 학회들의 학술지 

OA출 을 지원하는 학술지 리포지터리의 경

제  가치를 측정하 다. 더불어 공공기 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OA 의무기탁 법제화가 셀

아카이빙 시스템의 경제  가치에 미칠 향

도 측정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AccessON Self Archiving의 이용가

치는 시간가치법을 용하여 추정하 다. 총 8

년간의 사업기간을 가치 발생기간으로 설정하

여 핵심 수혜자인 연구자들에 한 가치내용을 

심으로 추정한 결과, 총 1억 450만 원의 이용

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 다. 법제화 

실  시 추가되는 가치는 약 1,200만 원으로 추

정되었다. 한편 Journal Repository에 해서

는 학회를 핵심수혜자로 악하 다. Journal 

Repository의 성능이 국내 상용업체들의 학술

지 리포지터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추정한 결과,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

는 이용가치는 312억 원이었다. 두 리포지터리 

서비스가 발생시킬 것으로 측되는 이용가치

는 총 313.5억 원으로, 연평균 약 39억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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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

인 리포지터리의 가치규모에 비해 학술지 리포

지터리의 가치가 300배가량 큰 것으로 추정되

었다. OA 련 경제  가치를 조사한 본 연구

는 그 조사 상인 연구 작물 리포지터리 서비

스의 총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산출하 다는 

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더불어 논문 아카이

빙에 소요하는 시간, 연간 국내외 OA논문 생

산 규모,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등 가치 산출을 

한 기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가치 산출은 정책 추진기 인 

KISTI의 연도별 사업성과 목표치, 학술연구자의 

규모, OA환경 조성에 따른 이용량 확 , 국내 생

산 OA 논문의 규모 등 향후 그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며 산출하

다. 그럼에도 국가오 액세스 랫폼 AccessON

의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는 아

직 개발 완료된 시스템이 아니며 향후 OA의 

발  상황  정책추진 속도 역시 그 이용량에 

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 경제  가치 역시 

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학술연구의 생산성과 련된 가치 산

출요소를 실제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을 기

반으로 추정하여 후속 연구를 한 기  데이

터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셀

아카이빙에 소요되는 시간(3.3분), 체 연구

자 집단의 평균 시간당 인건비(26,458원), 국내 

생산되는 KCI논문  SCIE 논문의 연간 출

편수  OA논문의 출  편수를 추정하 다. 

국내 상용업체들의 학술지 리포지터리 서비스 

비용은 최  1년간 2,450만 원, 후속 년도부터 

연간 약 1,9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하 다. 이들 데이터는 학술커뮤니 이션의 경

제  가치를 다루는 후속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Self Archiving과 Journal 

Repository의 가치 추정에서 핵심 수혜자를 각

기 개인 연구자와 학회로 한정시켰다는 에서 

미처 반 하지 못한 가치가 존재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Self Archiving의 가치를 

핵심 수혜자인 연구자로 국한하 지만, 학회나 

기  측면에서도 리포지토리 구축과 련한 비

용 감  생산성 향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여

지가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 수혜자를 보다 

폭넓게 하여 가치를 재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AccessON Journal Repository의 

성능이 국내 상용업체들의 학술지 리포지터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추정하

는데, 설정한 가정의 타당성  여러 추정치

의 정확성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학술지 리포지터리

의 경제  가치에 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후속 연구를 한 기  작업과 비교 분석을 

한 토 를 마련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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