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액세스 출판:  
저자를 위한 안내서



Informa 사업체인 Taylor & Francis Group은 전 세계 학술 연구 
분야에 있어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오픈액세스(OA) 출판을 원하는 저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About us



저희는 현재 다양한 주제 분야의 250개 이상의 오픈액세스 저널들과 
2,500개 이상의 하이브리드 저널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책 저자를 
위해서도 OA 출판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액세스 가능한 책은 현재 300권이상입니다. Taylor & Francis Group
은 전 세계의 학술 기관 및 컨소시엄과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픈 
액세스 방식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구원이 OA를 게시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저자와 연구원에게 필요한 오픈액세스에 출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많은 기관과 기금 제공 기구들이 책자에서 소개 할 
출판 경로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픈액세스가 
무엇인지, 현재와 미래의 연구 경력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가 당신의 출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픈액세스란, 학술 연구 자료,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Taylor & Francis Group에서는 저자, 기관 및 자금 제공자에게 OA를 출판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물을  ‘골드’  또는 ‘그린’ OA로 선택하여 
출판할 수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란?



Gold  
open access
연구물의 최종 출판, 조판 및 사본 편집 버전(기록 

버전이라고 함)은 출판과 동시에 즉시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판되자마자 당신이 선택하는 곳 어디에서든 연구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 OA 출판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자금 지원 기구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출판 후 출판물에 대한 전적인 저작권 보유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논문 게시 비용(APC) 또는 책 출판 비용(BPC)
을 결제해야 합니다.

Green  
open access
출판된 논문 또는 책(또는 일부 챕터)의 이전 버전을 

저장소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수락된 원고(AM:Accepted Manuscript)를 
보관하거나 공유하기 전에는 공개 금지 기간(엠바고)가 
적용됩니다.

• 공개 금지 기간(엠바고)이 끝나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AM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통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합니다.

• 출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상되는 가시성과 독자층
오픈액세스로 출판된 연구물은 언제, 
어디서든 전세계 모든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을 높아지면 당신의 
연구에 대한 독자층과 인용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당신의 연구 경력과 연구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계를 넘어선 영향
연구에 대한 접근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혁신을 이끌어 내며, 
일상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 실적을 오픈액세스로 
출판하면 정책 입안자, 비정부 기관, 언론, 
교육자 및 실무자가 보다 쉽게 연구 결과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왜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는가?

기금 제공 기관 의무 조항 준수
점점 더 많은 저자들이 소속 기관 혹은 
자금 제공 기구에 의해 연구물을 골드 
오픈액세스로 출판하는 추세입니다. 골드 
OA 로 저널 또는 책을 출판하면 연구자는 
이러한 의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구물 공유
독자층이나 액세스에 대한 장벽이 없어지면 
당신은 제약 없이  전 세계의 같은 연구 분야의 
동료 학자, 기관 및 기구들과 골드 오픈액세스 
저널과 책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Taylor & Francis Group과 함께 하는 오픈액세스 출판
저희는 모든 저자들에게 뛰어난 출판 경험을 제공하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피어 리뷰
저희는 수준 높은 피어 리뷰를 통해 모든 원고를 검토합니다. 
Taylor & Francis Group의 오픈액세스 콘텐츠를 읽어봤거나 
출판해 본 독자와 저자는 오픈액세스 논문 역시 기존 출판 
모델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에서 출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옵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출판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는지 알려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 
옵션이 제공됩니다. 당신의 연구에 적합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의 논문 메트릭스
논문이 출판되면 논문 이용량, 인용 횟수, 온라인 활동 등 
당신의 연구물과 관련된 전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출판
저희는 원고가 제출되면 질적인 수준에서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온라인으로 출판되어 읽히고, 인용이 가능해지는 데 
있어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출판 옵션이 
있습니까?
책
누구나 Taylor & Francis Books Open Access를 통해 
연구 실적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는 Routledge 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및 
의학 분야의 연구는 CRC Press의 오픈액세스 출판이 
가능합니다.

현재, 300권이 넘는 책이 오픈액세스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더 많은 오픈액세스 출판을 
예상합니다.

저자는 책의 한 챕터에서부터 책 전체까지 오픈액세스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하여 출판할 수 있습니다.



저널

160+ 
OPEN  

JOURNALS

2,500+ 
OPEN SELECT  

(HYBRID) JOURNALS

골드 오픈액세스로만 
출판

2017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4,300건 
이상의 논문들이 

출판됨

오픈액세스와 구독 
콘텐츠 모두 출판

2017년 
하이브리드 저널에 

5,000건 이상의 OA 
논문 출판됨

Taylor 
& Francis

와 Routledge 
발행물의 모든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과학, 예술 및 
인문학

30+ JOURNALS

과학 및 기술

80+ JOURNALS

의학 및 건강

50+ JOURNALS

tandfonline.com/openaccess에서’오픈액세스’ 저널과 ‘오픈 셀렉트’ 저널을 확인하십시오.

Part of Taylor & Francis Group

• 15개 다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오픈액세스 저널입니다.

• ‘Freedom APC’모델은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gentoa.com에서 출판할 학술지를 확인하십시오.

Part of Taylor & Francis Group

•의학 연구 분야 전반에 걸쳐 90개 이상의 오픈액세스 
저널들이 있습니다.

 dovepress.com에서 출판하실 저널을 확인하십시오.



비용과 기금
오픈액세스로 논문을 출판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저자는 논문 게시 비용
(APC)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액세스로 출판되는 책이나 책의 
일부 챕터의 저자도 책 출판 비용(BPC)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자를 위해 이러한 출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많은 
오픈액세스 출판 비용 지원 옵션이 있습니다.

t



오픈액세스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속 기관의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픈액세스 방식을 
통한 논문 출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andfonline.com/
openaccess를 참고하십시오. 
오픈액세스 책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routledge.com/info/
open_access를 참고하십시오.

기금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또는 국제 자금 
지원 기구
많은 기금 제공 기구에서는 연구 보조금을 
오픈액세스 방식의 책 또는 저널 출판 
비용으로 허용합니다.

당신의 소속 기관
Taylor & Francis Group은 저희의 
오픈액세스 저널 및 하이브리드 저널을 
통해 연구자들이 골드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각지의 기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OA 계약
저희의 오픈액세스 계약은 개별 저자가 
논문 게재 비용(APC)의 절감 혜택을 받거나 
Taylor & Francis, Routledge 및 Cogent 
OA 저널의 선택으로 무료로 오픈액세스 
출판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소속된 기관이 authorservices.
taylorandfrancis.com/oa-agreements
의 저희 OA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A 멤버쉽
당신의 소속 기관이 저희 OA 계약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픈액세스와 
관련된 중앙 기금이나 Taylor & Francis 
Group의 OA 멤버쉽의 기회를 확인해 
보십시오.  OA 멤버쉽 기관의 연구자는 
Taylor & Francis Group 학술지에 무료로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OA 멤버쉽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tandfonline.com/openaccess/member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흥 개발 지역 
연구자들을 위한 
할인과 면제
World Bank에서 정의한 저소득 경제 
지역의 저자들은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시 
APC/BPC 면제나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authorservices.
taylorandfrancis.com/ apc-discounts-
and-waiver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



2

출판 과정

출판을 위한 연구물 제출
책: 관련 에디터에게 제안서를 보낼 때, 
당신의 책을 오픈액세스로 출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저널: 저널 웹 페이지의 ‘저자 안내서
(Instructions for Authors)’에 따라 논문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또한, 제출 과정 
중에 기관 및 자금 제공 기구의 정보를 
입력하여 APC면 제나 할인 적용 여부도 
입력하십시오.  

참고사항: Cogent OA 및 Dove Medical 
Press 학술지의 제출 지침은 각각의 
웹사이트(cogentoa.com 및 dovepress.
com)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준비
책: 당신의 책 제안서을 작성한 후, 
routledge.com/contacts/editorial
에서 관련 에디터를 확인하십시오. 

저널: tandfonline.com에서 게재를 
희망하는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하이브리드 저널 학술지를 찾으십시오.



출판 과정과 OA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리뷰
책: 해당 에디터와 최소 2명의 다른 
심사자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저널: 당신의 원고는 저희 구독 모델의 
저널에서 운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높은 
수준의 피어 리뷰를 거치게 됩니다. 책 또는 
저널에 따라 원고 수락 전 연구물의 일부를 
수정하길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 및 지불
책: 당신의 책 제안서가 수락되면 오픈액세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종 원고가 
검토되고, 수락되면 출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널: 출판 비용은 출판될 원고가 수락이 
되었을 때 청구됩니다.

제작 및 출판
책: 당신의 원고는 출판 표준과 제작 과정 거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routledge.com/
resources/authors를 참조하십시오.

저널: 당신의 원고는 저희 출판팀에 의해 사본 
편집, 조판, 디지털 처리를 거쳐 온라인 골드 
오픈액세스로 출판될 것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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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오픈액세스를 통해 출판할 때 주된 이점 
중 하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그 연구 실적을 자유롭게 인용 및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액세스 논문을 
배포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물 공유



Don’t forget!
연구 실적을 ‘그린’ 오픈액세스로 통해 출판하는 경우, 수락된 원고를 기록 보관, 보류 또는 
공유하기 전에 공개 금지 기간(엠바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당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골드 오픈액세스 논문 또는 책의 일부 챕터을 공유함으로써 연구 
참여, 독자층 및 인용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당신의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
에서 ‘소셜 미디어’를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 발표 
당신의 연구 결과가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판 전에 Taylor & Francis Newsroom
을 통해 저희에게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합한 의견일 경우, 저희는 당신의 연구 결과를 
홍보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뉴스 및 언론 매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newsroom.taylorandfrancisgroup.com을 참고하십시오.

학술 네트워킹 사이트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당신의 골드 오픈액세스 논문을 Mendeley,  Academia.edu와 같은 학술 
네트워킹 사이트에 배포하십시오. 인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Taylor & Francis 웹사이트에 게시된 
연구물 링크를 포함하길 권장합니다.

당신의 소속 기관을 통해
학술 기관들은 항상 소속 연구자의 성과물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속된 부서에 연락하여 연구 
기관, 동료들에게 연구 실적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책  
routledge.com/info/openaccess

저널 
tandfonline.com/openaccess

추가 리소스 
authorservices.taylorandfrancis.com

@TandF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