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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 학술논문이 공개된 인터넷상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인터넷 접속 그
자체와 결부된 것 이외에는 재정적, 법적 및
기술적 장벽이 없이, 그 논문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받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다운로드받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검색하고, 링크를 설정하고, 색인을 위하여 수
집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이터로 사용하
거나 기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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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TEXT창작

저작권제도의 목적

보호

TEXT새로운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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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4

a1 <Open Access의 출현배경>

o 저작권보호 -> 창작 유도, 학문·문화 발전
o 저작권 산업화(학술지 가격의 상승) -> 학술정보교환의 어려움, 새로운 창작의 저해 ☞ 정보공유
o 서구
o 한국?(학술DB의 상업화 진행, 강한 정보공유의식, 추종?)
abs, 2010-08-26



2010-09-172010 전국대학도서관대회 5



Open Access의 유형

• Self-archiving
• Open Access Journal
–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2010.8.)
• 5,271개의 저널, 432,597개의 논문• 5,271개의 저널, 432,597개의 논문
• 미국 1,114개, 브라질 471개, 영국 418개(1-3위)
• 일본 102개(12위), 한국 18개(약 40위)
• www.doa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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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rchiving

• Institutional Repository에 등록
•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 dCollection (www.riss.kr), 2009년 216개 대학

• KAIST• KAIST
– KOASAS (koasas.kaist.ac.kr)

•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Science-Attic(과학다락방) (science-att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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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rchiving 시 주의사항

• Open Access의 조건
– Pre-print
– Post-print
– Publisher’s version/PDF– Publisher’s version/PDF
– Paid Open Access
–Mandated Open Access

• 각 출판사의 open access 정책
– www.sherpa.ac.uk/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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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등록과 이용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논문의 제출자
–저작권의 라이슨스⒪, 저작권의 포기⒳
–자유이용의 범위 및 조건 설정–자유이용의 범위 및 조건 설정

• 논문의 이용자
–라이선스 범위 및 조건 준수
–위반시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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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등록의 장점

• 논문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 포

털(Google, 네이버 등)

• 논문의 인용 횟수 증가• 논문의 인용 횟수 증가
–저자 홍보

• 보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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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의 의미

•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No Rights Reserved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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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ights ReservedCopyleft

• Some Rights ReservedCCL



CCL의 구성요소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

비영리(Noncommercial, nc)비영리(Noncommercial, nc)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nd)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sa)



CCL의 종류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

저작자표시-비영리 (Attribution Non-commercial,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Attribution No Derivatives,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 (Attribution No Derivatives,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Attribution Share Alike,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Attribution Non-commercial Share Alike,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s, by-nc-nd)



온·오프라인 자료의 수집

• 도서관 기능의 변화
–자료의 축적→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 대학 내 학술행사, 기념회 등
–연설문, 발표문, 토론문, 동영상 자료 등–연설문, 발표문, 토론문, 동영상 자료 등
–종합적 보존, 관리, 제공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신설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의 한계
–일정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도서관법20조의2, 

저작권법31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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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는 공유?

• 전통적인 저작물
–글, 도표, 그림, 사진, 소리

• 동영상(UCC)
• TV 방송자료• TV 방송자료
• 온라인상 공개
–저작권의 포기(?)
–원칙적 보호
– CCL 등 라이선스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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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정보서비스의 제공

• 스마트폰의 보급(태블릿 PC)
– 2010.7.말 314만명, 2010연말 400만명 초과

• 홈페이지의 최적화
• 전자책(e-book) 포맷의 최적화• 전자책(e-book) 포맷의 최적화
• 어플리케이션 개발
–예: 서울시교육청, ‘리브로피아’ 개발, 연내 보

급
• 22개 공립도서관 소장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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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DB의 모바일 이용

• 학술 DB 인터페이스의 최적화
• 모바일DBPIA
– http://m.dbpia.co.kr

• EBSCOhost• EBSCOhost
– http://search.ebscohost.mobi, 

http://m.ebsco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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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도서의 모바일 이용

• 현행법
– 디지털화된 도서는 관내에서만 이용(저작권법31

조2-3항)
• 모바일 이용의 제한
– 예외) 별도의 라이선스– 예외) 별도의 라이선스

• 현실의 수요와 법률 사이의 괴리
– 도서관 회피 가속화

• 대학도서관은?
– 권리자와 협의→관외 이용 라이선스
– 법률개정 제안→관외 이용의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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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 Google ‘Book Search Project’
– 2004.12.

• 디지털화의 장점
–희귀도서, 절판도서, 고서 등 공유–희귀도서, 절판도서, 고서 등 공유
–접근 가능성 제고

• 디지털화의 지속
–기술의 발전, 보존 및 이용의 용이성, 소장공

간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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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대응(1)

• 사기업과 협력
–한정된 예산, 첨단 기술의 부족

• 도서관의 공공성
–책은 각국의 문화·역사의 기록–책은 각국의 문화·역사의 기록
–공적 기관에 의한 보존→정보접근권 보장

• 기업의 경영정책
–전자도서관의 독점적 지위
–정보접근권의 축소·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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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대응(2)

• 국립중앙도서관
– 39만권 디지털화 (2010.8. 현재)
– 54만건 온라인 자료 수집

• 대학도서관
– 희귀도서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작업 필요– 희귀도서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작업 필요
– 대학도서관 간 정보교환

• 디지털 대상도서의 선정, 목록 등의 공유

• 상호협력
– 도서관, 저작권자,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 도서관의 공공성, 저작권자의 이익, 이용자의 정보접

근이익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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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원문복사서비스

• 학술지 논문, 단행본의 일부
• 우편, 팩스, 전자배송
• 전자배송
–소속 대학도서관을 통한 출력물–소속 대학도서관을 통한 출력물
–완전한 의미의 전자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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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문제

•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31조1항3호)
–단순 비 소장자료→불법?

• 디지털 형태로 제공 불가• 디지털 형태로 제공 불가
–전자배송→불법?

• 사서간의 파일송신(전자배송)
–특정 개인이 접근 가능
–저작권법상 전송(2조10호)이 아님→불법?

•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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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복사서비스의 강화 & 법개정

• 원문이용의 현실과 법률의 괴리
• 원문복사서비서의 적법화
–법률개정

• 완전한 전자배송의 실현• 완전한 전자배송의 실현
–출력물의 교부를 통한 전자배송→시간 및 비

용의 발생
–저작권침해의 위험은 아날로그 형태에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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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서검색 서비스의 강화
–주제 관련 도서 목록

• 예) 온라인 서점

–교수 추천 도서 목록–교수 추천 도서 목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강의안 파일의 확보
–참고문헌 및 교재 파일의 확보
–대학도서관간 자료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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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 시각장애 대학생 현황
– 2008년 기준 400여 명
–매년 40 여명 입학

• 국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작• 국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작
– 2003년부터 4천여 권(80% 소설)
–디지털 파일로 교재 납본(도서관법20조2항, 

임의규정)
–전문서적·교재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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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대학도서관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인식
• 관련 법률의 개정
• 대학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준비

대학 당국, 정부의 관심·지원 필요• 대학 당국, 정부의 관심·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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