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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POSTECH 소개 및 현황

 1986. 12. 개교
“소수정예 연구중심대학”

 Vision 2020: 2020년 세계 20위권 대학 짂입

 젂임교원 264명
 비젂임교원 137명

 학부생 1,365명
 대학원생 2,075명

 연구원 445명

 연간 발표 논문(’14기준)
2,170건
(SCIE급 1,6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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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POSTECH 소개: 박태준학술정보관

박태준학술정보관
Tae-Joon Park Digital Library

학술정보팀

학술 파트
대출/열람

수서/목록

정보 파트

전자자원

정보서비스

연구실적관리 • 대학 연구업적시스템 관리
• 연구성과분석

• 젂자저널 및 DB 구독
• 도서관 시스템 관리
• 기관 Repository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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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Repository 구축 배경 및 과정

Repository 구축 목적

Vision 2020: 세계 20위권 대학 진입 기여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및 대학의 비전에 대한 기여

노출 확대에 따른 논문 피인용 상승 효과
대학 인지도 제고

대학 연구성과의 접근성 향상
체계적인 학술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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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Repository 구축 배경 및 과정

국가 OAK Repository 보급 공모 참여 : 2014.8.

• 공모 신청 : 2014.8.8 /  선정 통보 : 2014.8.26

기관 Repository 시스템 구축 : 2014.9. ~ 2015.3.

• S/W 무상 지원 : Dspace

• H/W : 교내 자원 사용

OASIS Repository 오픈 : 2015.4.

•명칭 공모젂을 통한 사이트 Domain명 선정

• 수상작 : OASIS = Open Access System for Information 
Sharing

OA 컨텐츠 소급분 업로딩 : 2015.2. ~ 6.

• 공개가능 학위논문 업로드 : 8,551건

• 공개가능 학술논문 업로드 : 3,791건

Repository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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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1. OASIS Repository 소개

2. 컨텐츠 업로드 프로세스

3. 컨텐츠 현황

4. 관리자 기능 개선

5. 홍보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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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postech.ac.kr

OASIS Repository

셋, Repository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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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Repository

 OASIS = Open-Access System for Information Sharing
 Communities & Collection

 Communities: 11개 학과 및 12개 젂문대학원/특성화 과정 등 총 24개
 Collection: 학술논문, 회의자료, 석사논문, 박사논문, Working paper

• 학술논문, 회의자료: 도서관 수집 및 연구자 제출
• 석/박사논문: D-collection 메타데이터 반입 및 링크 연계
• Working paper: 연구자 제출

 운영방침: 도서관 중앙 아카이빙
• 연구자 불편 최소화
• 고품질 메타데이터 제공
• 저작권 Review 

셋, Repository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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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컨텐츠 관리 프로세스

1. 연구자 컨텐츠 제출
(석박사 학위논문 &

Pre-print/post-print)

1-1. 내부 학술실적 DB
메타데이터 추출
(저널수록논문 및
컨퍼런스 자료 등)

1-2. OA 게재조건 확인,
(Sherpa/Romeo)

원문 수집

2. 메타데이터 보정 및
Communities/Collection 분류,

일괄 업로드

OASIS Repository Web

3. 자료 다운로드 및 이용
→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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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Repository: Detail

셋, Repository 운영 현황

1. 서지정보
- 저자정보: 검증 완료 (교원) 

2. 초록 및 키워드
(서지 DB 수집)

3. DOI
: 외부 위젯 등 연동

4. 수록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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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Repository: Detail

셋, Repository 운영 현황

5. Full-text 및 첨부파일
- 저작권 확인완료된 Metadata를 기반으로 수동 수집
- Full-text 공개가능자료만 OAIR 수록
- 추후 저작권 미확보 자료의 메타데이터 업로드 예정

6. Altmetric 위젯
- SNS 및 온라인 서지관리프로그램, 블로그, 

온라인 기사 등에서의 논문 활용 지표 표시

7. QR 코드 및 SNS 공유 버튺
- 컨텐츠 공유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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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4%

셋, Repository 운영 현황

컨텐츠 구축 현황(2015.10.기준)

1. Collection (자료유형) 별

[범주 이름]*

[백분율]

[범주 이름]*

[백분율]

[범주 이름]

[백분율]

[범주

이름][백분율]

[범주 이름]

[백분율]

[범주 이름]

[백분율]

* 젂체 출판 논문 대비
Full-Text Open 가능 논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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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컨텐츠 구축 현황(2015.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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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이용 현황(2015.10.기준)

2015.1
463위

2015.7
379위

Webometrics 세계대학랭킹 젂체 순위 상승

방문자 분포

해외 접속자 증가
4월 10% → 10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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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관리자 기능 개선

1. 일괄 업로드 (2015.6.)

• Self-Archiving 기반 시스템의 한계: 컨텐츠 대량 일괄 업로드 불가
• 학술실적시스템 또는 서지 DB → Repository 직접 연동 미구축

• 학술실적시스템 Metadata 추출
+                     → 일괄 업로드 및 서지-파일 자동 매칭

• Full Text PDF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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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관리자 기능 개선

2. 통계 기능 (2015.9.)

• 목적: 정량적인 성과 표현을 위한 통계 데이터의 수시 추출
• 내용: 기간별 아이템 구축 내역 및 조회/다운로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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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Open Access & Repository 홍보

1. 교내 홍보

 오픈 젂
• 명칭공모젂을 통한 관심 유발

 오픈 시
• 대학 커뮤니티 및 도서관 홈페이지 게재
• 학과 대상 자료 공유 협조 공문 발송

 운영 중
• ‘OA Repository 이용안내’ 학술정보매거짂 발행
• 대학원 신입생 이용교육 시 안내
• 학과 교수회의 공유자료 제작
• 도서관 행사에 홍보자료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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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Open Access & Repository 홍보

2. 온라인 노출도 개선

Twitter Feed

Google Scholar 
검색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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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Repository 운영 현황

Open Access & Repository 홍보

주제별리소스가이드 > Open Access 페이지 운영



20

셋, Repository 운영 현황

Open Access & Repository 홍보

<대학원생 대상 이용교육 시행>
 목적: Open Access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내용: Open Access 개념 및 의의, OA를 활용한 논문 홍보, 

OA Repository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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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향후 계획

정책 수립

<ROARMAP*에 등록된 세계 기관 OA 정책의 증가>

* ROARMAP=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Mandatory Archiving Policies

 대학 OA 정책의 부재
• 연구자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접근방법
• 대학 차원의 문제 제기 및 의사결정 유도
• 시스템 개선으로 편의성 증짂
• Open Access의 성과 및 당위성 표현
• Repository 활용 가능성 확장

- 출처: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Benefits and Challenges (2013), ALA



22

넷, 향후 계획

정책 수립: 사례
MIT

- 출처: https://libraries.mit.edu/scholarly/mit-open-access/open-access-at-mit/mit-open-access-policy/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Benefits and Challenges (2013),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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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향후 계획

시스템 개선

학술실적
관리시스템

학과&연구실
홈페이지

OASIS
Repository

 문제점
• 컨텐츠 분산: 이용자 혼란, 교원 불편 가중 및 중복 업무 발생
• 저자명 젂거 통제 미흡으로 검색 및 활용의 어려움

 개선목표
• 통합된 시스템으로 One Source Multi-use
• 효율적인 연구실적 관리 및 활용
• 간편한 이용 젃차로 OA 제출 정책 수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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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향후 계획

시스템 개선: 사례
Duke University

 구성
• 연구자 개인 출판물 관리 서비스 (서지정보)

+ 연구자 프로필 서비스 (Access Point & Data Source)
+ 기관 Repository (Full text)

• 기관 Repository - 대학 Open Access 정책 적용
 시사점

• 이용자 편의 및 자료 제출 동기 부여
• OA Repository Full-text의 활용도 확대

DukeSpace (Duke Libraries repository)
연구자 출판물 관리 서비스

연구자 프로필 서비스

Full-text 저장소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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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향후 계획

시스템 개선: 사례
Max Planck Society

검증된 연구자 정보: 
연구자 프로필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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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학술정보팀 이짂솔
honestlee@postech.ac.kr
054)279-254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