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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는 무엇을 허용합니까?
Oxford Journals 콜렉션에서 온라인 저널에 대한 구독권을 구입하
면 온라인 액세스를 활성화하기 전에 기관에서는 라이센스에 동의하
셔야 합니다(또는 컨소시엄 라이센스인 경우 서면). 기관은 단일 사
이트 또는 복수의 사이트 액세스를 위해 개별의 Oxford Journals 출
판물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콜렉션 또는 
주제별 패키지 구매 옵션도 이용 가능합니다. 라이센스를 통하여 도
서관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온라인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는 온라인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언제 어떻게 라이센스에 서명해야 합니까?
Oxford Journals 중 한 저널에 대해 온라인 전용 또는 인쇄 및 온라인 
구독권을 구입한 경우 Oxford Journal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액
세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컨소시엄 고객: 해당 지역 대리점 에 문의
하십시오). 온라인 액세스는 내 계정 (My Account)이라는 단일한 관
리계정을 통해 관리되며,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합니다. 내 계정
(My Account)을 등록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센스 양식을 승인하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떤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1. 기관용 사이트 라이센스 - 저널별 레벨 
기관 사이트 라이센스는 기관의 허가받은 사용자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Oxford Journal에 대해 24시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
니다. 액세스는 단일 사이트에만 국한됩니다. 사이트 액세스는 기관
의 개별 네트워크만을 허용하나 모뎀 링크나 프록시 서비스를 통하
여 기관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유효한 IP 주소에 대해서는 원격접
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http://www.oxfordjournals.org/faq/for_librarians/ip_registration.html 을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컨소시엄 및 멀티사이트 라이센스 
consortia 계약은 Oxford Journals 의 담당자와 협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 후 라이센스를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멀티사이
트를 가진 기관의 경우 멀티사이트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 사이트 라이센스 나 컨소시엄 및 컬렉션 별 구매를 원
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를 위하여 library.sales@oxfordjournals.org 로 전자우편을 보내시거
나 www.oxfordjournals.org/collections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을 까요? 
Oxford Journals 에 직접 등록하시면 사용자는 Oxford Journals 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HighWire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
과 특징을 활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님의 편의
를 위하여 온라인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정보 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BSCO Electronic Journals Service (EJS) 
• SwetsWise 
• IngentaConnect 
• OCLC FirstSearch Electronic Collections Online 

출판사의 구독 가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으나 서비스 업체를 통하는 
경우 자사의 서비스 사용에 대해 도서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
세한 내용은 선호하시는 정보서비스업체 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
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oxfordjournals.org/librarians/features.html 
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의 대학출판부인 Oxford Journals는 현재 200개 이상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Oxford Journals의 콜렉션에는 
Nucleic Acids Research, Brain 및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등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저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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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액세스 

영구적 액세스는 무엇입니까? 
영구적 액세스는 도서관에서 해당저널을 미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지불한 전자 저널에 대한 액세스를 도서관 서고에 이전에 
유지된 인쇄 사본을 두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oxfordjournals.org/for_librarians/perpetual_access.html.

영구적 액세스에 대한 Oxford Journals 의 입장은?
현재 Oxford Journals 는 이전에 가입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널 컨텐츠에 대한 영구적인 액세스를 기관 가입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활성화되고 구독이 유지되는 
한 해당볼륨에 대해서 전체 텍스트를 PDF형태로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구독에 대한 HTML 전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독권이 만료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원하시는 경우 1996 년 이후의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다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용 통계 는 손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께서는 Oxford Journals 웹사이트상에서 지속적인 액세스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액세스를 확보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agent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Oxford Journals 가 더 이상 컨텐츠를 출판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출판사가 변경된 경우) 저희는 해당 저널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할 수 없으나 새로운 변경된 출판사와 
이러한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출판업계 전반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며 
출판사들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xfordjournals.org/faq/for_librarians 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보존 

디지털 보존은 무엇입니까? 
인쇄물로 제공되던 기존의 정보는 수천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는 
반면 디지털 정보는 몇 십년 내에 손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이란 현재 존재하는 정보를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백업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절차와 
프로세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xfordjournals.org/for_librarians/digital_preservation.html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Oxford Journals 는 컨텐츠를 장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디지털 보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Oxford Journals 는 LOCKSS, CLOCKSS 및 Portico 를 포함한 여러 
개의 이니셔티브가 있는 디지털 보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료를 파일의 포맷과 상관없이 마이그레이션하여 
시간이 지나도 저널 컨텐츠의 정확한 사본 뿐만 뿐만 이나라 
보관되는 컨텐츠의 가용성을 보장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온라인 구독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지역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하십시오. www.oxfordjournals.org/contact_us. 

본 지에 포함된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Oxford Journals 웹사이트 
www.oxfordjournals.org/help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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