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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 액세스 학술지는 무료로 원문에 근할 수 있다는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학술 연구자들이 학술정보

를 찾는 주요 정보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환경이 변화하면서 오 액세스 

학술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 서비스의 개선과 확장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반 하여 차세  오 액세스 학술지 서비스에 한 방안을 

기존 학술정보서비스의 서비스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기존 학술정보서비스에서

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성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액세스 차세  모형을 해 제시된 요소는 총 4개 역으로 학술논문 구성 요소별 제공  멀티미디어 

제공, 부가 정보 검색, 개방형 학술정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이다. 

ABSTRACT

Open access journal has been one of the major academic information sources for researchers 

characterizing itself as free resource. Recently, as competition among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provides becomes intense, open access journal also needs to enhance its service 

and expand information service funct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service features for 

next generation service of open access journals by analyzing service features of leading 

journal database services. As a result, four service features are suggested such as journal 

article components and multimedia features, expanded searching features, social service 

features and mobile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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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8년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지에 실린 Guest editorial을 보면 오

액세스 등 다양한 경로로 인터넷상에서 제공

되는 학술정보의 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서 구

나 학술정보에 손쉽게 근할 수 있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환경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격하게 

증가한 오 액세스 논문들은 합한 학술정보

를 찾는 이용자에게 방해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 오 액세스를 통한 학술정보서비스에 

한 딜 마가 되어 가고 있다. 오 액세스 학술

지는 최근 십년동안 학술정보 유통에 있어 

차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다

양한 분석 연구도 수행되고 있어 학술 정보 서

비스에서 주요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

액세스 학술지를 디 토리화 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http://www.doaj.org/)에는 재 5,553개의 

오 액세스 이 등록되어 총 462,370건의 

학술 논문이 근 가능하며 이  2,366종의 학

술지가 학술논문 단 로 검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 액세스 학술지가 학술정보 유

통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

술정보를 찾는 부분의 학술 이용자들은 오

액세스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는 구 과 같은 

일반 인  검색엔진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

에 오 액세스 학술지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회의 인 견해도 있었다. 즉, 학술 이용자들은 

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상업  학술정보서비

스에 근할 수 있는 기 에 소속되어 있고 기

 도서 을 통해 학술정보 서지사항과 원문에 

근하기 때문에 오 액세스 학술지보다는 기

존의 학술지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Catalan 학의 연구자들을 심으로 

자 을 이용하는 행태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구  스칼라와 같은 검색엔

진을 먼  검색한 후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하기 시작하 다. 구 과 같은 일반 인 검

색엔진이 연구자들에게 요한 학술정보 검색 

툴이 되어가면서 인 검색엔진을 통해 

근 가능한 오 액세스 학술지의 활용도도 더 

증가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오  액세스 학술지에 실린 논문

을 이용하는 동기는 일반 으로 자료가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경제  이유에 기인한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오 액세스 학술지 연

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주요 이용 동기는 

최신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한 질 인 요소도 오 액세스 학술정보

를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에서 언 하 듯이 부분 유

료학술정보를 구독할 수 있는 기 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정보 활용여부는 학술정보의 

유무료보다 다른 요소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은 오 액세스나 유료 

학술정보서비스 여부에 향을 받지 않고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

술정보서비스를 선택한다. 이는 학술정보에 있

어서 오 액세스가 더 이상 무료라는 경제  

요소만으로는 이용자를 유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다. 향후 오 액세스 학술지가 학술정보서비스

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업 인 학술정보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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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 액세스에 한 학술 이용자

의 행태를 반 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 학술

정보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요소를 분석하여 오

액세스 학술지의 부가서비스에 용할 수 있

는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오 액세스 학술지의 

차세  모형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정보서비스 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수행

되었는데 첫째, 재 학술연구자들이 근할 

수 있는 학술정보서비스의 표 인 자  

서비스 사례와 학 도서 에서 개발되어 운

되고 있는 학술정보서비스를 분석하여 일반

인 학술정보서비스, 특히 부가서비스의 발  

동향을 악하 다. 둘째, 조사 상  오 액

세스 학술지 서비스에 합한 서비스 유형을 

심으로 서비스 공통요소와 특화요소를 분석

하 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오 액세스 차

세  모형에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 요소를 제

시하 다. 

  2.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학술정보 이용자 행태 

오 액세스에 기반을 둔 정보자원은 인용 분

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일반 으로 자들이 오 액세스에 

연구결과를 올리는 이유는 근성이 극 화

되고 원문제공이 되기 때문에 인용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기 치 때문이다. 학술지의 활용도

와 인용간의 계를 살펴보자면 인용도는 단일

척도로 학술지의 질을 계량화하 다는 측면에

서 여러 연구자들이 의문 을 제기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는 계량  

척도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Kostoff 1988; 

MacRoberts and MacRoberts 1989; Massie 

2002; Olson 2005). 오 액세스 효과도 인용

인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

했고 온라인상에서 개방된 학술논문이 인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제시된 

바가 있다(Antelman 2004; Hajjem 2005). 그

러나 오 액세스 효과를 측정하려는 연구에서

는 주제분야가 지나치게 제한 이어서 일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나타났

고 오 액세스와 비 오 액세스 학술논문을 구

분하는 기 이 모호하다는 비 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07년 발표한 Moed의 연구는 코넬 학

에서 호스 하고 있는 ArXiv를 상으로 인용

에 향을 비치고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

석한 것으로 오 액세스로 인해 인용이 증가된 

것은 얼리 뷰(early view)와 질 성향(quality 

bias)에 기인한 것이지 오 액세스가 무료로 

개방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인용률이 증가되는 원인에 해서 다양한 

해석이 필요성하다는 논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 액세스의 무료개방 효과가 

실질 으로 인용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하여 얼리 뷰(early view)효과, 질

성향(quality bias)효과를 제한하고 인용효

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오 액세스 효과 자

체만으로는 인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얼리 뷰는 인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ArXiv가 preprint 유통을 목 으로 하는 사이

트인 성격 때문에 기인할 것일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일반 인 오 액세스 학술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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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오 액세스 환경에서 인용패턴을 분석하려

는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한 연

구로 오 액세스 학술지의 하이퍼링크를 기반

으로 인용패턴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오  

액세스 의 자들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온

라인 정보를 인용하는 정도가 인쇄 학술정보를 

인용하는 정도보다 많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Mukherajee, Bhaskar 2009). 자들이 

하이퍼링크를 기반으로 인용하지 않는 주요 원

인은 하이퍼링크를 통한 출처를 제공하면 후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없거나 주소가 변경되는 등 

원문을 근하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 자들이 출 이 안 된 

논문보다 출 된 논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성향

이 있어 오 액세스에 오른 논문들이 더 많이 

인용된다는 가정은 일반 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Frandsen & Wouters 2009). 이

와 같은 맥락에서 Davis(2008)는 그의 연구에

서 오 액세스는 논문열독률(readership)을 증

가시키지만 인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설

명하 다. 그러므로 오 액세스의 가치를 평가

하기 해서 오 액세스 학술논문들의 인용빈

도가 아닌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하고 있다. 인용 빈도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학술

정보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필요하며, 특

히, 오 액세스처럼 최 한의 근성을 제공하

는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수와 같은 척도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다운로드 수는 인용까지 하지는 

않지만 오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콘

텐츠를 실질 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추 되는 

척도로서 가치가 있다. 

Latronico(2008)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하

는데 학술정보의 이용도를 평가하는데 인용

빈도도 요하지만 논문열독률(readership)도 

오 액세스 학술정보 활용성 평가에서 인용빈

도 수 의 요성이 있다고 하 다. 인용은 연

구의 최종단계에서 선별되어 기록되는 정보이

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잡는 기 단계나 연구 

방법이나 선행연구를 폭넓게 조사하는 연구 설

계 단계에서 활용되는 학술정보의 이용도를 

악하는데 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다운로

드 수는 연구에 최종 으로 반 되지는 않았지

만 연구의 토 를 마련하는데 활용된 학술정보

의 이용도까지 악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연구자들이 쉽게 학술정보에 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연구자들은 이 보다 더 많

이 더 넓게 그러나 더 피상 으로 학술정보를 

찾아 읽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상으로 근이 쉽게 될 수 있는 오 액

세스 학술지 환경에서는 인용과 같이 학술논문

을 깊이 있게 활용하는 행태보다는 즉각  정

보 획득이거나 피상 으로 체 정보를 악하

는 행태에 해서 주목해야 한다(Tenopir and 

King 2008; Olle and Borrego 2010). 즉, 근

할 수 있는 학술정보량은 증가되었고 근 제

약도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학술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간  제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학술논문을 리뷰하는 정도는  더 

깊이가 얕아지고 찾아낸 학술정보 내에서 필요

한 정보만 신속하게 찾아가려는 상이 나타나

고 있다. 학술정보 환경이 변하면서 학술연구

자들의 학술논문을 활용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정보서비스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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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pir와 Donald가 악한 학술 연구자가 

디지털화된 학술논문을 찾는 5가지 기본방식에 

따르면 학술 연구자들은 라우징, 검색, 논문의 

인용정보, 다른 사람들이 논문에 하여 한 언

, 최신 주지정보 서비스 도구를 이용하여 정

보를 획득한다고 하 다(Tenopir and Donald 

2001). 미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여 1977년부

터 2005년까지 학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획

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동 연구자의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들은 더 많

이 읽지만 한 논문 당 읽는 시간은 었으며, 훑

어보는 방식보다는 직 인 검색방식을 선호

하게 되었다. 학술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학술지 개인구독보다는 소속된 기 에서 제공

하는 정보에 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더 

개방 으로 변화하고 있다(Tenopir and King 

2008). 이와 유사한 조사 결과로서 최근 스페인 

학 학술연구자를 상으로 한 학술정보 이용

행태에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

구자들이 학술정보를 검색하기 하여 학술정

보 문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지만 일반 검색엔

진도 많이 사용한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나 연구

자들이 일반 웹 검색엔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Olle and Borrego 

2010). 한 학술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

는 상  하나는 학술정보를 획득하는데 있

어 오 액세스 는 유료 학술정보라는 문제는 

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다. 부분의 학술연구자의 경우 기 에 소속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정보를 획

득하는데 문제가 되는 요소는 정보제공의 신속

성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합성, 원하는 정보

에 한 근성이다. 그러므로 오 액세스 학

술지를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학술지의 무료 제

공과 원문 개방성이라는 특성은 학술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향력을 크게 미치

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 액세스 학술지 서비스가 학술정보 유통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용자에게 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학술정보서비스

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학술정보서비스의 서비스 
요소 조사

3.1 기관 학술정보서비스 요소 조사

3.1.1 NPG(Nature Publishing Group)의 

Nature

NPG(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서비

스하고 있는 네이쳐(Nature)는 학술자료의 

린트, 이메일 송, 원문 보기(PDF, XML), 인

용표시 생성, 작권, 공유  책갈피 등의 기능

을 제공하며 PDF․XML 원문 버  모두 컬

러 이미지를 지원한다. XML 원문 제공에서는 

원문을 구조화하여 이미지 확 를 지원하고 있

다. 서비스 화면 하단에서는 참고문헌이 제공

되며, 특히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참고 문헌

이 사용된 문맥(context)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 워포인트 버 의 다운로드를 가능토록 

하여 원문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려는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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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ture - 참고문헌 문맥 표시

<그림 2> Nature - 이미지 라우징 기능

하고 있으며, 자가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상․그림이 각각 비디오 일

과 PDF 일로 제공되고 있다. XML의 특성을 

반 하여 원문 보기 화면에서는 원문 텍스트와 

분리하여 논문에 수록된 모든 그림들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이미지 정보에 한 근

성을 최 화하 다. 이는 기존에 학술정보의 

근성이 논문단 로 인식되어 왔던 것을 텍스트, 

이미지, 동 상, 참고문헌 등 논문을 구성하는 

단 요소로 근성을 독립 으로 제공하려는 

시도로 인식될 수 있다. 

네이쳐에서는 학술자료에 한 극  이용 

 학술 분야 연구자들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를 해 각 논문에 학술논문을 읽은 독자의 의

견을 첨부할 수 있는 방향 커뮤니 이션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술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을 선택할 때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참조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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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cience Direct 

사이언스 다이 트(Science Direct)는 학술 

자료의 원문보기(HTML, PDF), 인용표시 생

성, 이메일 송, 작권  복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술 자료에 수록된 그림/표, 

참고문헌을 독립된 탭(그림 3 참조)으로 본문

과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어 논문의 구성요소 

단 로 근 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이언스 다이 트는 생명공학 분야 학술 자

료를 PubMed, GEO, ClinicalTrials.gov 등의 

자료들과 연계시켜 부가 인 자료를 얻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Relevant terms from this 

article"라는 부가기능에서는 사이언스 다이

트가 가지고 있는 논문들로부터 추출된 련 용

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용어들을 선택하면 

이용자들은 선택한 논문 내에서 용어가 어떤 문

맥에서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다. 한, <그림 

4>에서와 같이 특정 용어와 련된 자료를 여러 

데이터베이스(PubMed, Clinical Trials, News 

등)로부터 제공한다.

<그림 3> Science Direct -그림/표 탭 화면 

<그림 4> Science Direct - 특정용어와 연 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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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SCOPUS

스코퍼스(SCOPUS)는 인용 데이터베이스

로서 학술자료의 기본 인 서지사항 외에 린

트, 이메일 송, 인용표시 생성, 인용정보 등

을 제공한다. 개개 학술지별로 학술지를 평가

하는데 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Journal 

analyzer)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

는 특정 분야의 을 최  10개까지 선택하

게 되고,  분석 도구는 이들 의 상  

성과(performance)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연구자가 학술정보를 선택하는데 있

어 학술지 단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그림 5 참조).

스코퍼스는 자 식별을 한 자 식별 도

구(author identifier)를 이용한 자 검색을 제

공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되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주제 분야, 논문

의 수, 인용 정보 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자의 식별성이 증가된다. 한 이표

기가 많이 발생하는 기 명을 이용한 검색자를 

하여 여러 가지 변형된 이름을 식별하기 

한 도구(Affiliation identifier)도 제공한다.

스코퍼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근하는 이

용자들을 한 “Scopus Alerts(Lite)" 어 리

이션을 제공한다. 이 어 리 이션은 하나의 

검색 창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은 모든 필드, 제

목, 록, 키워드, 자, 학술지 명(Source Title), 

ISSN, DOI 등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한, 

검색어 장, 신착자료 알림, 정렬 방식 등을 설

정할 수 있다.

3.1.4 Science 

AAAS(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사

이언스(Science)는 HTML  PDF 원문 서비

스, 인용 표시 생성, 인용 시 알림, 이메일 송, 

<그림 5>  분석 도구를 통한 의 성과 비교



오 액세스 학술지의 차세  서비스 모형에 한 연구  97

E-letter(학술 자료에 한 의견 제시), 복사  

작권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HTML 원문 

보기 화면에서는 컬러 이미지가 제공되며, 이는 

재창 는 새 창으로 확  이미지를 볼 수 있

다. 한 강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워포인트 

버 의 일을 제공한다. 사이언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학술자료의 련 자료 검색을 해 몇몇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 인 기  학술정

보서비스들과는 달리 선택된 학술자료의 자

명으로 Google Scholar, PubMed 데이터베이

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선

택된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

도록 CrossRef와 스코퍼스를 연계하고 있다.

3.1.5 ProQuest

로퀘스트(ProQuest)는 학술자료의 록, 

PDF 원문, 복사본 신청, 이메일 송, 검색어 

장  신규 데이터 알림 등을 서비스하고 있

다. 한 ProQuest의 사업부인 Serials Solution

과 력하여 Summon을 제공하는데, 이는 여

러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검색 색인으로 

통합하여 포 인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그

리고 간단한 마우스 오버(mouse-over)로만으

로도 록과 메타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인용 생성은 이용자의 편

의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Summon은 스마트

폰을 통한 웹 기반 어 리 이션(application)

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Serials Solution의 

Serials Solutions 360 SEARCH는 검색결과를 

클러스터링(clustering)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는 주제별 군집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어 이용

자들이 련 분야를 손쉽게 볼 수 있게 해 다.

3.2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부가서비스 

사례 조사 

3.2.1 허더즈필드 학교 도서

허더즈필드 학교(University of Huddersfield) 

도서 은 ProQuest사의 Summons를 이용한 서

비스를 하고 있다. 이 도서 은 타 도서 들과

는 구별되는 기능(다양한 링크  QR-Code)들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선택된 

자료의 다양한 링크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들

은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한, 허더즈필

드 학교 도서 에서는 QR Code1)를 제공하

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손쉽게 

많은 정보를 장하고 이용할 수 있다.

3.2.2 미시간 학교 도서

미시간 학교(University of Michigan) 도

서 은 학술자료에 한 기본 인 서지정보의 

제공 외에 인용표시 생성, 이메일 송, 문자메

시지 송, 소장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학술자료에 태그(tag)를 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인 요소이다. 미시간 학교 도서

은 태그 검색을 허용 하는데, 검색 결과화면에

서는 태그 제작자에 한 정보도 제공해 다. 

 1) QR(Quick Response) Code는 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담을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2차원 바코드이다. 데이터

가 QR 코드 생성기를 통해 코드화되고, 이는 스마트 폰의 QR 코드 리더를 통해 재변환 된다. QR Code는 실생활

의 많은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며, 학술분야에서 사용하기 한 연구가 진행 이다( , 강의 슬라이드에 QR 

Code를 부착해 놓음으로서 학생들에게 부가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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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niversity of Huddersfield - 유용한 링크  QR Code

3.2.3 명지 학교 도서

명지 학교 도서  시스템은 학술 자료에 

한 XML보기, 책갈피  공유, 태그, 콘텐츠 추

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  

서평 기능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유투 (YouTube) 상

자료와 리커(Flickr) 사진자료까지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구 , 네이버, NDSL, RISS, 다음, 아마존 등의 

다양한 웹 검색엔진과 정보서비스를 하나의 화

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참조).

3.2.4 성균 학교 도서

성균 학교 도서  시스템은 학술 자료에 

한 서지 정보, 소장정보, 책갈피  공유, 태  

<그림 7> 명지 학교 - 다양한 웹 검색엔진과 정보서비스 검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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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  

서평 기능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유투 (YouTube) 상

자료와 리커(Flickr) 사진자료까지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외부 정보자원 검색에 일반 웹정보원인 지식 

검색을 제공하고 있고 구  검색엔진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다(그림 8 참조). 

3.2.5 연세 학교 도서

연세 학교 도서 은 ExLibris의 Primo에 

기반하고 학술 자료에 한 서지정보 외에 소

장정보, 서평  태그, 인용 정보, 외부 데이터

베이스로의 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 

검색 결과화면에서는 자, 발행연도, 언어, 주

제 등으로 자료가 클러스터링(clustering)되는 

것이 특징이며, 련된 자․주제로 재검색을 

가능하도록 하 다.

 4. 주요 학술정보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요소 분석

각각 5개의 주요 학술정보서비스와 학도

서 의 학술정보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학도

서 의 학술정보서비스는 학술지 심의 서비

스에서 고려할 만한 서비스 요소에 합하기 

보다는 종합 인 정보서비스 요소에 합한 것

으로 단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따라

서 오 액세스 학술지를 한 학술정보서비스

의 부가 서비스 역  요소 분석 상으로 5

개의 주요 학술정보서비스로 상을 제한하여 

서비스 요소를 학술 콘텐츠, 부가검색기능, 참

여개방, 개인화 등 총 4개 역으로 비교 분석

하 다. 

4.1 학술 콘텐츠 영역

학술 콘텐츠 역에서는 <표 1>에서 나타났

듯이 원문보기, 인용생성, 인쇄․이메일, 멀티

미디어 제공 등의 요소를 기 으로 각 서비스

에서 제공하고 있는 황을 분석하 다. 인용

심의 스코퍼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에

서 PDF를 기본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원문의 구조  정보를 용하여 제공하

고 있는 서비스는 네이쳐로서, 이 서비스에서

는 원문이 XML로 구조화되서 제공되고 있었

다. 특히, 네이쳐의 경우 논문을 구성하는 요소 

단 로 근성이 제공되고 있어 향후 XML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오 액세스 학술정보 

서비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사이언스 다이 트도 XML 기반을 아니지

<그림 8> 성균 학교 도서  - 다양한 웹 정보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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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요소 

데이터베이스
원문 보기 인용 생성 인쇄․이메일 멀티미디어 기타

Nature
PDF

XML
○ ○

이미지

동 상

- 강의용 슬라이드

- 부가 정보 일 제공

Science Direct
PDF

HTML
○ ○ 이미지

- 원문 HTML 강조 효과

(Visual emphasis to article)

SCOPUS 링크제공 ○ ○
-  분석(Journal Analyzer) 

도구

Science
PDF

HTML
○ ○ 이미지 - 강의용 슬라이드

ProQuest
PDF

HTML
○ ○ 이미지

<표 1> 5개 학술정보서비스의 학술 콘텐츠 제공 요소

만 탭 단 로 논문의 구성요소를 분할하여 제

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학술연구자들의 정

보 근성을 최 화 하려고 하 다. 특히 이미

지, 동 상과 같은 시각 인 정보를 특화시켜 

근성을 차별화하고 있는 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네이쳐와 사이언스는 학술논문을 강의용 슬

라이드로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 연구자

들의 경우 소속기 이 학인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학술연구자들의 검색한 학술논문을 

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술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검색하는 원인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기 한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요한 동기이지만, 두 번째 요한 동기

는 교육용 자료를 획득하기 한 것이라는 연구

발표(Olle and Borrego 2010)가 있었다. 그러

므로 두 서비스에서 학술논문을 강의용 슬라이

드로 제공하는 것이 올 와 보 고 연구에서 분

석된 학술연구자의 학술정보에 한 다양한 요

구가 반 되어 개발된 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2 부가 검색 기능 영역 

부가 검색기능 역의 첫 번째 서비스 요소

인 련자료 추천은 인용 심 서비스인 스코퍼

스를 제외하고 부분의 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5개 서비스에

서 모두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학술정보 

서비스에서 검색된 학술논문의 원문 제공 외에 

부가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

는 상을 악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학술 연구자가 학술논문을 찾는 5가지 기본 

방식 에는 논문의 인용 계도 요한 도구로

서 역할을 한다(Tenopir and Donald 2001). 

이와 같은 특성을 반 하여 5개의 학술정보서

비스  로퀘스트를 제외한 부분의 서비스

에서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외부 정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  세 개의 

서비스에서 인용한 논문 계를 기반으로 검색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최근 스마트

폰의 보 으로 정보에 근할 수 있는 랫폼

이 모바일 기기로 확장된 것을 반 하여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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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요소

데이터베이스

련 자료 

추천

외부DB

검색

참고문헌 

검색

인용문헌 

검색

모바일

검색 
기타

Nature ○ ○ ○
모바일 어 리

이션 제공

- 이미지 라우징

- 인용 문맥제공

Science Direct ○ ○ ○ ○
- 논문 내 련용어 제공  해당용

어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SCOPUS ○ ○ ○
모바일 어 리

이션 제공

- 자 식별 도구를 통한 자검색

- 단체 식별도구를 통한 단체 검색

- 자 자료검색

Science ○ ○ ○ ○ - 자 자료검색

ProQuest ○ ○
모바일 어 리

이션 제공

<표 2> 5개 학술정보서비스의 부가검색 제공 요소

쳐, 스코퍼스, 로퀘스트 서비스에서는 모바일 

어 리 이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얼리 

뷰가 오 액세스 학술지 활용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듯이 정보에 한 신속

한 근성은 학술정보의 활용성에 향을 미치

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 근의 신속성

을 지원해  수 있는 모바일 기기로의 랫폼 

확장은 향후 학술정보서비스의 확장 분야가 될 

것이다. 

4.3 참여 ․개방 영역

<표 3>에서 나열되었듯이 학술 콘텐츠 제공

과 부가 검색기능에 비하여 참여  개방을 활

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 으로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검색한 논문을 웹의 정보 공유 

툴인 메신 , 이메일, 페이스 북이나 트 터 등

과 같은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서비스는 네이쳐, 사이언

스, 로퀘스트에 해당하 고 검색한 논문에 

이용자가 의견을 첨부하고 의견을 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서비스는 네이쳐와 사이언

스에 해당하 다. 

최근 웹에서 이용자가 주제키워드를 부여할 

수 있는 이용자 태그와 같은 서비스는 학도

서 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상용 학술정보 

서비스에서는 수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기존의 학술정보서비스는 이용

 서비스요소
데이터베이스

공유 이용자 의견 첨부 기타

Nature ○ ○

Science Direct

SCOPUS - 자, 기  검색에 한 피드백 가능

Science ○ ○

ProQuest ○

<표 3> 5개 학술정보서비스의 참여, 개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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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참여를 개방 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개방성이 보장되는 오  

액세스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학술 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학술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4.4 개인화 영역

이용자가 개별 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한 결과 5개 

서비스는 검색에 사용한 검색어를 장할 수 

있는 기능과 검색에 사용한 링크를 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다(표 4 참조). 한 

이용자별로 로 일을 장하여 로 일 주

제에 부합하는 논문이 입수되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언스 

다이 트의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심분야의 

상  25개 논문을 검색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심분야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반 으로 다른 학술 콘텐츠 제공 역

과 부가 검색 기능 역과 비교하면 참여․개

방 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 요소가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개선될 

요소가 가장 많은 역이라고 할 수 있다. 

   5.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차세대 서비스 요소 

5.1 학술논문 구성 요소별 제공 및 

멀티미디어 제공 

학술정보서비스의 서비스 역을 분석한 결

과 학술정보서비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선되

고 있는 서비스 기능은 학술 콘텐츠의 원문 제

공기능에서 확장하여 이미지, 동 상, 워포인

트 슬라이드 등 부가 인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상은 원

문 텍스트 일 체를 제공하는 것은 학술정

보서비스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원문 근성

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학술정보서비스에

서도 장 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한 학술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

어  구성요소는 원문 안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분리되어 독립 으로 근이 제

공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술연

 서비스요소
데이터베이스

장(Save) 알림(Alert) 기타

Nature 검색어, 링크 ○

Science Direct 검색어 ○ - 심분야의 Top 25 논문 검색

SCOPUS 검색어 ○
- 장된 검색어의 편집
- 장된 검색어의 조합
- 검색 카테고리의 개인화

Science 검색어, 링크 ○

ProQuest 검색어 ○

<표 4> 5개 학술정보서비스의 개인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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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이 학술논문 당 읽는 시간이 어드는 

반면 많은 정보를 보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

게 획득하고자 하는 행태와도 연 이 있다. 즉, 

원문의 내용을 함축 으로 표 하고 있는 이미

지나 테이블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따로 

먼  훑어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에 학술논문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를 훑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나, 이미지

나 테이블과 같은 특정 정보를 찾는 이용자에

게 매우 효율 인 정보제공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XML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오 액세

스 학술지의 경우 학술논문을 구성하는 구성요

소를 각각 분할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

술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표, 참고문헌 

등을 특화시켜 검색에 용하거나 독립하여 훑

어보기 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능이 제공

된다면 학술정보서비스에서 논문 단 로만 

근성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표 등과 

같은 세부 구성단 까지 근성이 확장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오 액세스가 주창하고 있는 개방

성이 극 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차세  오 액세스 모델에서 수용해야할 서

비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술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오  

액세스 학술지 차세  모형에서 주목해야할 서

비스 요소는 다양한 표 형로 학술논문 콘텐츠

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이쳐와 사이언스는 학

술논문을 워포인트 슬라이드 형태로 제공하

고 있는데 이는 학술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을 

활용하는 용도가 연구논문 작성도 있지만 교육

에 참여하는 학술 연구자들의 경우 강의 자료

로 학술논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정보에 한 근성이 보장되는 오

액세스 학술논문의 경우 교육용 자료를 제공

하는데 효과 일 것이다. 오 액세스 학술지의 

경우 다운로드 수와 같이 학술 연구자가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Davis et al. 

2008), 학술논문을 다양한 표 형으로 제공하

는 것은 오 액세스 학술논문의 활용도를 인용

외의 용도로도 확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

로 차세  오 액세스 모형에서 수용해야할 서

비스 요소이다. 

5.2 부가 정보 검색

오 액세스 학술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서지사항을 기반으로 

한 기본 인 검색기능에서 인용 계를 기반으

로 하는 검색 기능 는 련 자료로 검색을 확

장하는 기능, 검색어를 추천하여 검색주제를 

확장,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등으

로 확장된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술논문을 검색하는 학술 연구자들은 오 액

세스와 상용 학술정보서비스의 차별성이 유무

료 여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즉, 학술

연구자는 유무료 여부에 크게 향을 받지 않

고 실질 으로 정보 검색이 잘 지원되는 서비

스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오 액세스 학술

지의 경우 원문 근이 무료로 된다는 이유만

으로 학술정보서비스에서 차별화될 수 없다. 

오 액세스 학술지 서비스에서도 기존 상업

인 학술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특

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두

되고 있는 것이다. 

재 상업 인 학술정보서비스에서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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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

이 기본 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

용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검색을 지원하

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 액세스 학술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인용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기능을 특화시켜 개발시켜할 필요성

이 있으며 특히 인용문헌의 하이퍼링크를 기반

으로 검색을 제공하 을 때는 하이퍼링크 연결

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 하다. 오  

액세스 학술지의 하이퍼링크를 분석한 연구

(Mukherajee, Bhaskar 2009)에서 나타난 이용

자들의 불만사항  하나는 하이퍼링크를 통하

여 연결되는 학술정보가 링크가 깨어져 연결되

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오 액세스 학술지 차세  모형에

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인용문헌으로 검색을 확

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시에는 안정성 확보가 

가장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3 개방형 학술정보 공유서비스 

개방성은 오 액세스의 가장 강 이자 기존

의 학술정보서비스의 취약 이다. 4장의 학술

정보서비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존의 학

술정보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요소 개발이 부족하 다. 

를 들어 이용자가 태그를 부여하는 폭소노미 

형태의 서비스는 인 웹 정보 환경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정보서비스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 다. 

오 액세스는 특히 자의 자발  참여가 요

한 원동력이 되는 정보자원으로서 이와 같은 

자의 자발  참여 역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 액세스 차세  모형에서는 연구 동향 

악  연구정보 검색에 활용될 수 있는 이용자 

태그를 반 한 서비스 요소를 도입하여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하는 것이 요한 고려사항이

며 오 액세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실 연구동

향을 제공하는 것도 요한 정보 서비스 요소

가 될 것이다. 

학술 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획득하는데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하나는 다른 연구

자들의 의견이다. 네이쳐의 경우 각 논문별로 

해당 논문에 한 커멘트를 독자들로 부터 받

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술정보의 질과 합성

을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 한 제공하려

고 하고 있다. 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술 

커뮤니티에서 부가 인 정보 공유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부가  정보가 학술논문과 결합되

어 축 , 제공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오 액

세스 차세  모형에서도 이와 같이 오 액세스

를 통하여 소통하는 학술 연구자의 의견을 수

집, 장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요

하며 학술 연구자와 같은 부가 인 정보를 수

용하는 개방성은 오 액세스의 기본 속성에 해

당하는 것이므로 활성화해야하는 서비스 요소

이다. 

5.4 모바일 서비스

유비쿼터스 정보 이용 환경은 스마트 폰의 

보 으로 격히 활성화 되고 있으며 학술 연

구자들도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정보에 근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환경을 반

하여 네이쳐와 스코퍼스 같은 학술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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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스마트 폰 이용자를 한 어 리 이션

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정보의 개방성

은 정보를 근하는 기기를 다변화하는데서 보

장될 수 있는데 오 액세스 학술지 역시 개방

성을 확장하려면 정보에 근하는 랫폼으로 

모바일 기기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6. 결 론

오 액세스 학술지는 개방성과 무료라는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학술정보서비스 시장에

서 서비스 역을 구축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오 액세스 학술지의 활용도와 경쟁

력에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

액세스 학술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 서비스의 개선과 확장에 한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반 하여 차세  오 액세스 

학술지 서비스에 한 방안을 기존 학술정보 

서비스의 서비스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하 다. 

오 액세스와 경쟁하고 있는 유료로 제공

되고 있는 학술정보서비스 분석 결과 기존 학

술 정보 서비스에서는 학술 콘텐츠 제공 기능

이 다양하고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따른 부가 검색기능도 다양하게 제공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용자의 참여

와 공유를 활성화 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

으며 이용자의 개인별 특화서비스 역시 활성

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오 액세스 학술

지 차세  모형에서 반 해야하는 서비스 요

소를 도출하 는데 도출된 서비스 요소 역

은 학술논문 구성 요소별 제공  멀티미디어 

제공, 부가 정보 검색, 개방형 학술정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 총 4개 서비스 요소

로 정리되었다. 

표나 그림 등 학술논문을 구성요소별로 제공

하는 것과 학술논문 내용을 보강하는 각종 멀

티미디어 제공은 XML로 구축되고 이용자에

게 원문의 세부 단 까지 개방되는 오 액세스

의 특성을 극 화할 수 있는 서비스 요소이다. 

한 개방형 학술정보 공유 서비스는 오 액세

스를 기반으로 자발 으로 형성되는 학술 연구

자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부

가 인 정보 검색 서비스 요소는 기존의 학술

정보서비스와 유사한 수 으로 서비스를 제공

해야만 학술정보서비스로서 오 액세스 학술

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된 요소

이며 모바일 서비스는 최근 정보검색 랫폼이 

모바일 기기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 한 요소이다. 

오 액세스 학술지가 학술정보서비스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원문  메타데이터 

제공 서비스만으로는 학술지 논문 활용도를 개

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논문에서 

제시된 서비스 요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요소에 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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