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범위한 학술지 오픈액세스 이행에 대한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Large-sca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to Scholarly Journals) 

 

과학과 인문 지식의 오픈액세스에 관한 베를린 선언과 현재까지 이룬 진전을 토대로 우리는 학술 

연구 논문에 대해 광범위한 무료 온라인 접근과 제한 없는 활용 및 재사용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오픈액세스 출판 플랫폼, 아카이브 및 리포지터리 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오픈액세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상당한 양의 학술지가 오픈액세스로 출판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술지는 여전히 접근성, 비용 효율성, 투명성 및 

사용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결함이 있는 구독료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픈액세스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원활하고 신속하게 학문 중심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구독 

기반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바꿔야 합니다. 최근 개발 및 연구에 따르면 이 전환 과정은 현재 

활용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의향서를 통해 우리는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에 필요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수립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합의합니다.  

 

─ 각 공동체의 출판 관련 선호에 따라 현재 학술지 대다수를 구독에서 오픈액세스 출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동시에 새롭고 개선된 형태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계속 지지한다.  

─ 현재 학술지 구독에 소요되는 자원을 지속가능한 오픈액세스 사업 모델을 지지하는 자금으로 

전환해 이 전환 과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비용 및 잠재적인 절감 효과와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당한 출판 관련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재구성한다.  

─ 빠르고 효율적인 전환을 통해 학계와 사회 전반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회지 출판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특히 대학, 연구기관, 자금제공자, 도서관과 출판사의 협력을 요청한다.  

 

전환 과정의 구체적인 단계와 이정표는 이 이니셔티브의 진행 과정에서 추후 개발될 로드맵에 개괄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가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연구 평가를 크게 개선할 학술 출판 

시스템의 중요한 진화의 한 구성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이 자료는 표제 의향서(EOI)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명용 영어 버전은 이 곳 

(https://oa2020.org/mission/) 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contact@mpdl.mpg.de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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