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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Works@UNIST 소개
• UNIST 기관 리포지터리 (Institutional Repository, http://scholarworks.unist.ac.kr)
• 2014년부터 UNIST의 각 종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웹사이트
• Green Open Access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방법으로,
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Pre-print 또는 Post-print를 등록하여 누구나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Google Scholar에서 검색 가능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
•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myARTICLEs와 연계하여 교원의 학술지 논문 성과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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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터리를 통한 원문 공개의 이점
Benefits of open access
• Improving reach of research
• Helping to provide evidence for
impact
• Improved reputation for researchers
and their host institution through
increased citations

→ 연구자들의 논문 탐색, 논문 원문 이용, 연구
자 및 기관의 연구 영향력 확대에 도움
※ 출처: An introduction to open access
(https://www.jisc.ac.uk/guides/an-introduction-to-open-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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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터리에 공개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의 범위
Open Access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

Open Access
논문

-

저자가 논문 출판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부담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접근 및 원문 이용 가능
논문의 출판사 버전을 기관 리포지터리에 보존 및 게시 가능
Open Access 학술지 예시: Scientific Reports, Nature
Communications 등

※ Open Access 논문은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논문의 PDF 파일을
등록하여 ScholarWorks@UNIST에 게시합니다.

학술지 논문의
Pre-print 또는
Post-print

학술지 논문의 Pre-print 또는 Post-print
-

구독 기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저자 버전
학회 및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기관 리포지터리에 보존 및 게시 가능
(정책 확인: 학술지별 웹사이트 또는 SHERPA/RoMEO 참고)
리포지터리를 통해 공개 시 학술지에 접근 권한이 없는 연구자라도
논문의 내용 참고 가능

※ 학술지 논문의 저자 버전을 ScholarWorks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
myARTICLEs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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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Works에 논문 저자 버전 게시 방법 (개요)
※ 논문 확인 및 저자 원고 등록 시스템: myARTICLEs (http://myarticles.unist.ac.kr)
※ 대상: 구독 기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Pre-print / Post- print (저자가 희망할 경우)

담
당

절
차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방
법

Web of Science와
Scopus에서 수집한
학술지 논문 정보를
myARTICLEs에 입력

문헌정보팀

교원

문헌정보팀 또는 교원

논문 정보
확인

학술지 정책
확인

저자 원고
등록

논문의 저자 버전을 ScholarWorks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

Scholar
Works 게시

등록 내역 확인 후
ScholarWorks에 게시

1. 본인 논문 여부 및 논문 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 확인’ 합니다.
2. ‘원문파일’ 메뉴의 ‘SHERPA/RoMEO’ 버튼을 클릭하여
논문의 저자 버전의 리포지터리 게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저자 버전이 게시할 수 있을 경우 ‘원문파일’ 메뉴의
‘심사 전’ 또는 ‘심사 후’란에 원문 파일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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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Works에 논문 저자 버전 게시 방법 (1/3)
1. 논문 본인 확인 → SHERPA/RoMEO 버튼 클릭

※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romeo/index.php)
-

Publisher’s copyright & archiving policies
영국의 기관 리포지터리 추진 프로그램인 SHERPA에서 구축한
전 세계 학술지의 Open Access Archiving 정책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학술지의 정보를 망라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최신 정보 업데
이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술지 출판사에서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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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Works에 논문 저자 버전 게시 방법 (2/3)
2. 학술지 출판사의 정책 확인

※ RoMEO Color: 학술지 정책에 따른 구분

[예시] Applied Physics Letters
• Author’s Pre-print: 리포지터리 저장 가능
• Author’s Post-print: 리포지터리 저장 가능
(Accepted manuscript)
• Publisher’s Version: 제한 사항 있음
※ Author＇s post-print on free e-print servers or arXiv,
author＇s personal website, institutional website,
funding-agency repository, institutional repository, or
social academic network upon acceptance.

UNIST LIBRARY

7

ScholarWorks에 논문 저자 버전 게시 방법 (3/3)
3. myARTICLEs ‘원문파일’ 메뉴에서 저자 버전 선택/파일 등록 → 저장
※ 권장 형태: PDF, Post-print (Accepted manuscript, 출판사 허용 시)
※ 등록 해 주신 파일은 담당자가 출판사 정책 등을 점검한 후
ScholarWorks@UNIST에 게시합니다.

※ 과거에 발표한 논문의 Post-print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 ScholarWorks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담당자: 문헌정보팀 권유리 (내선 1405, kyl7539@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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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Open Access Publishing

Green Open Access
구독 기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Pre-print 또는 Post-print를
리포지터리에 등록하여 공유하는 방법
※ 리포지터리 게시 가능 여부: 출판사별 정책에 따름
※ 출판사별 정책 확인: SHERPA/RoMEO

http://library.stonybrook.edu/wp-content/uploads/2015/10/Open-Access-Publish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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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내∙외 주요 대학 리포지터리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s-space.snu.ac.kr/)

MIT
(https://dspace.mit.edu/)

Harvard University
(https://dash.harvard.edu/)

KAIST
(http://koasas.kaist.ac.kr/)

POSTECH
(http://oasis.postech.ac.kr/)

DGIST
(http://scholar.dgist.ac.kr/)

HKUST
(http://repository.ust.hk/ir/)

Caltech
(https://authors.library.caltech.edu/)

Oxford University
(https://ora.ox.ac.uk/)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ttps://scholarbank.nus.ed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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