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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최근 이슈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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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커뮤니케이션관련 최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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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오픈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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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북스와 공정이용(Google Books and Fair Use)

• 2016년 4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 북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1심 및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작가

협회의 상소를 기각

• 2002년 미시건대와 논의 시작, 2004년 7월 Google Print팀이 장비를 미시건대에 옮겨 디지털화 구글은 장서의 디지털화

로 인한 소송이 걸리면 도서관 측에 모든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동의

– 마이클 고먼 ‘치기 어린 구글 아이들의 장난’ "The boogie-woogie Google boys…” Los Angeles Times 2004년 12월 17일.  

Google and God＇s Mind, http://serials.infomotions.com/colldv-l/archive/2005/att-0054/M-Gorman___Google_and_God_s_Mind.pdf

• 하티트러스트 (HathiTrust) 

– 2008년 구글 북스 디지털화에 참여한 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 장기보존과 접근 제공

– 2018년 5월 21일 현재 16,345,206 total volumes, 7,963,784 book titles, 439,271 serial titles

• 구글 학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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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디지털 도서관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의 한국 상륙을 시도한다. 국내 다수의 국립 도서관에 도서 스캔 허용을 요청했다. 

글로벌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세금으로 구축한 자료를 통째로 외국 기업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전자신문 2018년 4월 1일)

http://serials.infomotions.com/colldv-l/archive/2005/att-0054/M-Gorman___Google_and_God_s_Mind.pdf


3.  대형 출판사와 논문 공유

• Sci-Hub, LibGen 및 관련 사이트의 학술 논문

및 기타 자료의 무료 공개(공유) 관련 소송

– 2015년 10월 미국 저작권법 위배 판결

– 2017년 6월 21일 뉴욕 법원은 엘스비어사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약 170억원(1,500만 달러)

• 엘스비어와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는 2017년 10월 독일법원에

ResearchGate 상대 저작권 위반 소송 제기

• 2019년 3월 부터 스프링거 23개 네이처 학술지

일부를 ResearchGate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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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액세스 학술지

• The Journal of Informetrics 편집위원 탈퇴 후 새로운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 시작

• 2009년 노벨상 수상자 포함한 30명의 캘리포니아대 교수 Cell 편집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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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itorial board of an influential 

scientometrics journal — the Journal of 

Informetrics — has resigned in protest over the 

open-access policies of its publisher, Elsevier, 

and launched a competing publication.



5. 전자저널 구독 협상 중단 및 구독 중단

• 대학도서관장들의 전자저널 분투

(한겨레 신문 2018년 12월 15일)

• 2015년 Harvard 대학

• 2018년 독일 DEAL, 스웨덴

국가 단위 협상 중단하고 대안 모색

 상호대차, 출판 전 논문 제공 서버

활용 등

•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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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 허위학술지(Fake Journal), 부실학회

• 2014년 8000종 7500만 달러의 이익 (Shen and Bjork, 2015) 

• Cabell’s Blacklist : 9,179 종의 약탈적 학술지 리스트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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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평가 개선을 위한 선언

<연구평가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 2012년 12월 미국세포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ASCB)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그룹이 시작. 

https://sfdora.org/

• (일반적 권고) “개인 과학자의 논문 투고를 평가할 때, 또는

고용, 승진, 연구비지원 결정을 할 때에, 개별 연구논문의 질

을 측정하는 대리물로서 저널 인용지수 같은 저널 기반 계량

수치를 사용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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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가지표를 위한 라이덴 선언: 연구평가를 위한 10가지 원칙> 
2015년 4월 23일

1. 정량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 기관, 연구 집단, 연구자의 목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라.

3. 지역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하라.

4.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법은 공개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단순해야 한다.

5. 평가 대상자가 평가 데이터와 분석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6. 학문 분야에 따른 출판과 인용관행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7. 개별 연구자 평가는 연구자의 전체 연구실적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기초하

여야 한다.

8. 구체성 오류(misplaced concreteness)와 정확성 과신(false precision)에

주의하라.

9. 평가지표와 평가가 연구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염두에 두라.

10. 정기적으로 평가지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정하라

http://www.leidenmanifesto.org/uploads/4/1/6/0/41603901/leidenmanifesto_kor.pdf

https://sfdora.org/
http://www.leidenmanifesto.org/uploads/4/1/6/0/41603901/leidenmanifesto_kor.pdf


8. 2010년~2014년 Elsevier 출판 논문(저자)의국가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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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M Report 2018



9. 2018 ACRL TOP Trends in Academic Libraries 

1. 출판사와 벤더 현황(Publisher and vendor landscape)

2. 가짜 뉴스와 정보 리터러시(Fake news and information literacy)

3. 도서관의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approaches in libraries)

4. Textbook affordability and OER

5. 데이터 컬렉션 및 분석 그리고 윤리적 문제(Learning analytics, data collection, and ethical concerns)

6. 연구데이터 수집,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스(Research datasets acquisition, text mining, and data 

science)

7. 장서 관리(Collection management)

8. 수서 모델 개발(Acquisition model development(Demand-driven acquisition, DDA)

9. 오픈액세스 장서개발 정책 및 자금 문제(Open acces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funding 

schemes)

10.인쇄 장서 보존 (Legacy print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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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ln.acrl.org/index.php/crlnews/article/view/17001/18750 

https://crln.acrl.org/index.php/crlnews/article/view/17001/18750


II. 학술커뮤니케이션 : 과정, 학술지, 오픈액세스, 변화

12



1. 정의

• 과학자가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서 시작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학술정보가 학술

지식의 구성요인으로써 받아들여질 때까지의 정보의 생산, 전파, 이용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

(Garvey, 1979)

• 지식의 생산(creation), 변환(transformation), 배포(dissemination) 및 보존(preservation)을 포

함하는 일련의 활동 (Sauer, 2009)

• 어떤 분야의 학자가 정보를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배포하는 것 (Borgman, 1990)

• 학술연구나 지적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동료에게 연구 성과물을

알리는 활동 (Reitz, 2010)

• 연구·학술 저작물이 생산, 평가되어, 학술 커뮤니티에 배포되고, 미래의 이용을 위해 보존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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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ly communication is the system through which research and other scholarly writings are created, 

evaluated for quality, disseminated to the scholarly community, and preserved for future use.”

<ACRL Scholarly Communication Toolkit  http://scholcomm.acrl.ala.org/>

http://scholcomm.acrl.ala.org/


2. 학술커뮤니케이션의과정 (Garvey and Griffith,1965)
14

WRITTEN REPORTS

ORAL REPORTS

THE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IN PSYCHOLOGY



2. 학술커뮤니케이션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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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출판 과정 평가 과정

연구 질문

연구비+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데이터 분석

원고 작성
심사본
제출

동료 심사

출판
편집

출판 배포

연구 성과
평가

네트워킹

학술기관
취업

연구 협력

오픈
리포지터리

저널
편집위원회

저자
이용자 도서관

전통적인
출판사 역할

출처 : Alejandro & Chen, 2018



3. 학술커뮤니케이션현황

•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포함

•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출판 동기 등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음

• 연구과정 각 단계에 기술 주도 혁신 진행 중

• 영어권 STM 학술출판 시장 규모 (2017년)

– 학술지 10억 달러; 단행본 3억 3천만 달러; 총 25억 달러

– 미국 41%

•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역할과 정책(제도)의 중요성 증대

– 연구비 관리, 평가, 연구 데이터 공유, 오픈액세스 출판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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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 오픈 사이언스 (기술의 영향)

• 학술출판물의 오픈액세스

• 오픈 데이터

• 평가를 위한 연구 매트릭스

• 연구의 대중화: Citizen science

• 온라인 동료 심사 등 연구 활동 전 과정 통합 플랫폼 개발

• Open Scholarship

• 데이터 기반 연구(Data-Driven Research)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출판사

연구데이터와 출판물을 연결하는 솔루션 개발

• 국제적 협력 등 협력 연구 증가로 논문 한편당 저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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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 연구자

• 출판의 주요 동기는 연구비 확보와 학자로서의 경력 개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음

• 연구자는 1년 평균 250편의 논문을 읽음

– 1편당 45-50분(1990년대 중반)  30분(2012년)

• 모든 분야에서 소셜 미디어 중요성 증대

• Journal Impact Factor 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지속

• 연구커뮤니티에서 동료 평가는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반

• 동료 평가의 방식에는 혁신 “a significant amount of innovation” 진행 중

– Open peer review (예, 심사자 공개, PLOS ONE, PubMed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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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 PLOS ONE 동료 심사 과정
19

https://journals.plos.org/plosone/s/editorial-and-peer-review-process

https://journals.plos.org/plosone/s/editorial-and-peer-review-process


5. 학술지(Scholarly Journal)    기능

•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도구(공적 커뮤니케이션)

– 연구 결과를 인정

– 연구 결과를 등록

– 연구 결과의 배포

– 연구결과의 보존

• 학자의 권위(명성), 연구의 권위

• 동료 심사(Peer Review) 과정을 통한 연구 성과의 Quality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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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Scholarly Journal) 역사

• 1665년 1월 5일 파리. Journal des sçavans 20페이지. https://www.persee.fr/collection/jds

• 1665년 3월 6일 Royal Society of Lond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 총 11편의 논문 수록 http://rsta.royalsocietypublishing.org/

– Isaac Newton, Charles Darwin 등의 논문 수록

– 1672년 Newton의 첫 번째 연구논문 New Theory about Light and Colours 수록

– 1665년-1886년 수록 논문 아카이브 https://royalsocietypublishing.org/loi/rstl

• 1780년대 까지 24종 발간, 1780-1798년 사이 45 new publications

• 1800년대 말 - 5000 journal titles

• 2차 세계대전 후 – 폭발적 증가 (1960년. Science Citation Index)

• 1990년 온라인 학술지 Post Modern Culture (PMC)

• 2003년 Public Library of Science 출간  메가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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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rsee.fr/collection/jds
http://rsta.royalsocietypublishing.org/
https://royalsocietypublishing.org/loi/rstl


5. 학술지(Scholarly Journal)   규모

• Morrison(2009)

– 20,000~25,000 peer-reviewed journals

– 약 ½ - 비영리 학회- 직접 출판 또는 출판사에 ; 대부분 소규모, 1-3개 학회지 출판. 이중 1/3이 OA

– 미국 학회 출판. Analytic Chemistry는 연 1,000 편 이상의 peer-reviewed article 출판

(연 구독료 US$1,675) 

– Taylor & Francis Molecular Crystal and Liquid Crystal 연 구독료 US$18,048. 360 article per year

• 2012년 기준 약 28,100종 peer reviewed scholarly journal, 180-190만 articles

– 약 5,000종-10,000 종의 학술잡지가 국제적으로 배포(Scopus database 5,000종 수록)

– 영미권 : 657출판사 11,550종 ; 이 중, 477 출판사(73%), 2,334종(20%)는 비영리

• 2018년 중반 (STM Report 2018)

– 영어 학술지 33,100 (active scholarly peer-reviewed); 비영어 학술지 9,400  

– 1년 간 3백만 편의 논문 (매년 4-5% 증가), 연구자 수는 7백~8백만.

– 중국 저자의 출판 논문 수의 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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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Scholarly Journal) 규모: 오픈액세스

• The Web of Science 등재 OA 학술지 종수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963 종 (12%)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166 종 (7%)

–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84 종 (6%)

23

구분 2017년 4월 2019년 8월

학술지 종수 9,376 종 13,642 종

논문 단위로
검색 가능한 논문 수

6,816 편 10,690 편

수록
학술 논문 수

2,464,856 편 4,204,256 편

참여 국가 129개 국가 131개 국가

Scopus 등재 학술지의 출판 모델 별 비율

https://doaj.org/
https://doaj.org/


5. 학술지(Scholarly Journal)    출판 전 논문 저장소/ 기탁 논문 수

• 출판 전 논문 저장소

– ArXiv (1991)  https://arxiv.org

– SSRN (1994)  

https://www.ssrn.com/index.cfm/en/

– bioRxiv (2013)  https://www.biorxiv.org

– PeerJ Preprints (2013) 

https://peerj.com/preprints/

– OSF Preprints (2016) 

https://osf.io/preprints/

– Preprints.org (2016) 

https://www.preprints.org

– ChemRxiv (2017) https://chemrxi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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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술 출판사



1. 학술 출판사 (Academic Publishers) 역할

• 동료 심사 조정, 편집, 레이아웃, 인쇄본 제작 배포, 온라인 접근 제공, 저자와 독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

• 비영리(Not-for Profit) : 학회, 대학출판사

• 영리(For Profit, Commercial) 

• 과학기술의학분야(Science, Technology, Medicine) 분야의 경우 상업출판사의 의존도 매우 높음

– 비영리에 비하여 평균 3배의 비용(가격)

– 출판사 대형화 가격 상승 주도

– 인쇄본과 온라인본의 구독 기반 학술지의 논문 한 편 당 평균 비용은 약 £3,095 (동료 심사 비용 제외) 

• 학술출판의 중심이 대학에서 상업출판사로 이동

• 인수 합병을 통한 상업출판사의 대형화, 국제화, 집중

• 출판사의 사업 영역이 학술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으로 확장



2. 상업 출판사의 대형화, 국제화
27

출처: The STM Report. 2018

10개 영어권 출판사의 출판 저널 종수(2018)

학술출판 시장의 거의 50%를

5개 출판사가 점유

“빅 딜”



2. 상업 출판사의 대형화, 국제화
28

출처: Larivière V, Haustein S, Mongeon P (2015)

5대 출판사 출판 비율 추이 (1973년~2013년) 



3. 5대 출판사 출판 비율 추이(1973년~2013년): 물리학
29

출처: Larivière V, Haustein S, Mongeon P, 2015



4. 학문 분야별 출판사 이동(1973년~2013년)
30

출처: Larivière V, Haustein S, Mongeon P, 2015



5. 상업 출판사의 영역 확장
31

출처 : Alejandro & Chen, 2018

M&A Elsevier M&A Wiley 



5. 상업 출판사의 영역 확장
32

연구 과정 출판 과정 평가 과정

연구 질문

연구비+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데이터 분석

원고 작성
심사본
제출

동료 심사

출판
편집

출판 배포

연구 성과
평가

네트워킹

학술기관
취업

연구 협력

오픈
리포지터리

저널
편집위원회

저자
이용자 도서관

전통적인
출판사 역할

연구 과정 출판 과정 평가 과정

연구 질문

연구비+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데이터 분석

원고 작성

심사본 제출

동료 심사

출판
편집

출판 배포

연구 성과
평가

네트워킹

학술기관
취업

연구 협력

오픈
리포지터리

저널
편집위원회

저자
이용자 도서관

학술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을 사업 영역으로 확장: 엘스비어 상품

Bepress: Digital Commons: 대학도서관 리포지터리 솔루션
 펜실베니아대학 도서관 “beprexit” 
https://beprexit.wordpress.com/

https://beprexit.wordpress.com/


6. 오픈액세스 정책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저작권에 관한 EU 지침

• 과학적 연구: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모두를 포괄

•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복제와 추출 허용

• 적절한 보안을 갖추어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이러한 복제물이나 추출물 보유 가능

• 과학적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언론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학문적 목적의 정기간행물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은 개정 저작권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음

• YouTube 등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만 비영리

과학 및 교육 저장소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33



6. 오픈액세스 정책 cOAlition S: Plan S -
34

1.

•저자는 제한없이 출판물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모든 출판물은 오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CC BY가 선호됨)로 출판되어야 한다.

•적용되는 라이센스는 항상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에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재단 기금은 양질의 OA 저널 및 OA 플랫폼이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기준 및 요구 사항을 보장한다.

3.
•양질의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플랫폼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단 기금은 융통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OA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4.
•해당되는 경우, 오픈액세스 간행 수수료는 개인 연구원이 아닌 공공 연구재단이나 대학이 부담한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들이 소속된 기관에 제한된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오픈액세스로 그들의 논문성과물을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

5. •오픈액세스 간행 수수료가 적용되면, 해당 기금은 표준화되고 제한된다. (유럽 전역) 

6. •재단은 대학, 연구 기관 및 도서관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및 전략 조율을 요청할 것이다.

7.
•상기 원칙은 모든 유형의 학술 출판물에 적용되지만, 단행본 논문 및 도서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은 2020년 1월 1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8. •연구 결과물을 관리하기 위한 오픈 아카이브 및 리포지터리의 중요성은 장기 보관 기능과 편집 혁신 가능성으로 인해 인정된다.

9. •"하이브리드“ 출판 모델은 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10. •재단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준수를 제재한다.



6. 오픈액세스 정책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과학 정보의 보존에 관한 권고(2018) 

• 회원국은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과학 출판물을 전파하고, 그것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늦어도 2020년부터 오픈액세스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가 가능한 한 빨리, 가급적 출판일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는 12개월 이내)에 허용

되어야 함

• 라이선스 조항은 해당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출판물의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함

• 연구원은 과학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오픈액세스 정책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 공공기관과 출판사 사이의 과학 정보의 제공에 관한 합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35



7. 학술커뮤니케이션과오픈액세스
36

» 출판·유통 시간 단축

» 자신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영향력 증대

» 출판물의 즉시성, 가시성 확대

» 학술지의 영향력 증대

» 학술지 구독 위기 대처

» 이용 가능한 학술지 확대

연구자
학회/ 출판사, 

지원기관
도서관

» 학술 커뮤니티의 활동을 진작

» 경제적, 기술적으로 뒤떨어지는 국가나 지역의 학술커뮤니티나 개인이

동시대의 연구개발 성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공익 증대



IV. 대학도서관의 대응



1.대학도서관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순환 모형
38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연구 단계별 연구 지원 서비스 (이화여대) 39

분야별 등재지, IF 정보 제공
건전한 학술지 정보 제공

논문 주제에 맞는 학술지 추천

연구자 정보 관리
dCollection, DSpace를 통한

연구정보 확산

개인/기관의
논문 인용 분석, 등재지 IF 조사

학술정보 활용주기와 도서관 서비스

새로운 주제에 대한 관심1 관심주제에 대한 논문 정보 파악2

연구주제 확정3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탐색4

논문 작성5논문 게재지 결정 및 투고6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실적에 등록7

논문 인용 분석, 
향후 연구/사업 진행 고려8

1:1 정보조사 지원 서비스

표절예방 시스템 지원
논문 게재지 결정 및 투고

디스커버리, 학술DB 제공
맞춤형 학술정보 서비스

관심 분야의 최신 논문정보를
자동으로 제공

분야별 등재지, IF 정보 제공
건전한 학술지 정보 제공

논문 주제에 맞는 학술지 추천

연구자 정보 관리
dCollection, DSpace를 통한

연구정보 확산

개인/기관의
논문 인용 분석, 등재지 IF 조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실적에 등록

논문 인용 분석, 
향후 연구/사업 진행 고려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맞춤형 학술정보 동향 서비스
40

• 교원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연구자별 관심 주제를 자동 추출

• 교원 관심 주제에 맞는 최신 논문/특허 동향을 이메일로 발송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1:1 정보조사 지원 서비스
41

연구 프로젝트, 논문, 수업 관련 1:1 정보조사 지원

• 학술지 논문, 통계, 법령, 웹 정보원 등에 대한 조사 지원

• 웹 정보원은 정보원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인하여 안내

• 학술정보 탐색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검색어 안내

 검색결과 중 주요 자료를 예시로 제시



42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학술지 평가 및 등재 정보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술지 평가 및 투고 관련 정보’ 제공

 SSCI/SCI(E)/A&HCI, Scopus, KCI 등재정보 제공

 주제 분야별 JCR Impact Factor, 저널 IF rank 확인 방법 등 안내

 대학 평가, 사업 공모 등에 필요한 대학 내/외부 연구정보분석 지원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주의해야 할 학술지, 출판사 정보 제공
43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술지 평가 및 투고 관련 정보’ 제공

 부실/가짜/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정보, 피해 예방 방법 안내

 속물 출판사에 대한 정보, 주의사항 안내

 투고 대상 저널에 대한 신뢰성 정도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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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주제 분야별 등재 학술지 조사

다학제적인 주제 분야의 등재 학술지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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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논문 투고를 위한 학술지 조사 지원

논문의 제목, 초록 등을 기초로 관련 주제 분야의

국외 학술지 조사 및 등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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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논문 투고 대상 학술지 건전성 조사 지원 (1) 

Q. “The Internet Journal of Microbiology 에서 심사 통과 통보를 받고, 

게재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 저널 괜찮은가요?”

A. “현재는 Scopus 등재지입니다만, 출판간격이 고르지 않고, 발표되는

논문편수도 정상적인 학술지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1편만이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Beall’s List에 ‘의심스로운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으니 …… 

논문 게재 결정을 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서 …… ” 



47

Q. Scopus 등재지 중 한 곳인 Malaysian Journal of Music(구

Malaysian Music Journal)에 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는데 이 곳이 Scopus 

등재지 중에서 음악교육쪽으로 괜찮은 학술지인지 …… 

기존에 출판된 논문을 살펴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

A.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변경된 저널은 아직 Scopus 등재지가 아니며, 저자의 국가가 편중되어 있고, 

피인용도는 …… 

등재지 중 투고를 고려해 보실 만한 저널을 조사하여 안내 드리니 ……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논문 투고 대상 학술지 건전성 조사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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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개인별 연구정보분석 서비스

• Web of Science, Scopus, KCI 논문 목록 확인

• 등재논문의 피인용도, h-index 조사

• 등재지 Impact Factor, 백분위 안내

대학/전공별 연구정보분석 서비스

• 대학/전공별 Web of Science, Scopus 논문 검색

• 소속 연구자 발표 논문의 피인용도, h-index 조사

• 경쟁 대학의 연구정보 조사, 분석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기관/개인별 연구정보분석 서비스

P 전공 P 전공 P 전공

P 전공 P 전공 P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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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대학 연구자 정보 DB 구축

• 본교 연구자, 주요 저자에 대한 고품질 저자 DB 구축

• 학술자료 탐색 편의성 확대

• 이화 연구정보 확장, 기관 간 자원 공유의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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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대학 연구성과물 수집 및 대내외 배포 체제 구축 (1)

대학의 우수한 연구실적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리포지터리 서비스 운영

• Web of Science, Scopus 등에 등재된 본교 연구자 논문을 체계적으로

수집·검증·서비스

• 교내 발간 학술지 및 학위논문 원문을 구축, 대내외에 배포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대학 연구성과물 수집 및 대내외 배포 체제 구축 (2) 51

• 대학/교원 페이지에 dCollection 구축 연구실적정보 연동 (2011 ~ )

• Web of Science, Scopus 등재정보의 가시적 표시로 대외인지도 제고

• 연구실적 상세정보 및 원문 연결로 교내외에서 교원 정보 확인 가능



2.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사례

대학 연구성과물 수집 및 대내외 배포 체제 구축 (3) 52

교내 발간 학술지 정보, 원문의 대내외 배포

• 본교 대학 홈페이지, RISS, Open Access Korea 등을 통한 서비스로

본교 발간 학술자료의 대외배포, 이용도 제고 및 자원 공유에 기여



3. 국외 도서관의 서비스 사례 영국과 미국 대학도서관
53

출처: Fruin, 2017



• Google form, google sheets, google calendar 등을 활용한 자동

엠바고 계산 툴

 출판일과 엠바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엠바고 종료 후에 자동으로

출판물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알람 전달

• 필요한 정보 입력 이후에는 전 과정 자동화

• 계약 조건, 갱신일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캘린더에 입력하여 반영 가능

•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54

3. 국외 도서관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례

Lucy Scribner Library, Skidmore College 

출처 : Luo, J., 2018



3. 국외 도서관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례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Research Lifecycle 지원 (1) 55

도서관이 주도하는

기관 차원의

연구지원 서비스 협력 모델

https://library.ucf.edu/about/departments/scholarly-communication/overview-research-lifecycle/

https://library.ucf.edu/about/departments/scholarly-communication/overview-research-lifecycle/
https://library.ucf.edu/about/departments/scholarly-communication/overview-research-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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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리뷰

서지관리
도구

데이터관리
계획

데이터셋
메타데이터

Digital 
Stewardship

인용 분석

3. 국외 도서관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례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Research Lifecycle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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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도서관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례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Research Lifecycle 지원 (3)

디지털
리포지터리

메타데이터
지원 저자 권리

프리젠테이션

투고 학술지
탐색

디스커버리
지원



4. 대학도서관 진흥 종합계획 2019~2024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58

1.해외학술자료구독및공동활용확대

• 해외 학술자료 접근 제고를 위한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 해외 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 무료 공개 학술자원(OA)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유형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2.연구지원큐레이션 서비스
• 대학연구자의연구성과분석서비스-연구성과수집, 연구성과분석활용

•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지원

3.대학의연구윤리확립지원
•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확대

•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V.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과제



1. 대학도서관의 역할

학술정보와 연구자 사이의 매개자

• 대학구성원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적시”에 제공

• 장서 관리  학술활동 전 과정에서

산출되는 성과물로 확대

• 학술정보 접근과 배포의 장애 요소

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연구성과물의 보존과 공유

• 교내 연구성과물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

• 디지털 리포지터리 구축 등 교내 연

구성과물 확산을 위한 노력

• 인쇄 자료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협력

우수한 연구성과 생산 및 출판을

위한 지원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서비스

확대

• 학술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에 필요

한 도구 제공, 지원

• 학술 공유 공간(Research Commons)

• 저작권, 연구 윤리, 투고 학술지

정보 제공 등 출판 지원

60

대학도서관은 학술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역할 확장



2. 향후 과제

대학도서관 간 협력 확대: 방법과 분야의 다양화 필요

교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출판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미래 준비

학술커뮤니티의 변화와 요구 파악을 위한 연구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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