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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 Access, OAK 소개

가. Open Access 운동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학술정보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각종 연구성과물들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

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



1. Open Access, OAK 소개



1. Open Access, OAK 소개

나. OAK(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 정보 구축 및 확산

지식정보의 열린 접근과 공유를 선도하는 지식협력체로 정부, 민간단체, 연구자, 학회, 

도서관 및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업 추진

Repository
개발 및 보급

Open Access

학술지 출판
Open Access 
정보통합 서비스

Open Access 
확산 및 협력

OAK 주요 사업



다. Repository 현황(전 세계)

OpenDOAR : 권위 있는 학술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목록

지역 Africa Americas Asia Europe Oceania 계

개수 219 1,417 1,031 2,012 102 4,758

1. Open Access, OAK 소개



다. Repository 현황(국내)

OAK : Open Access Korea

구분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의학도서관 계

개수 16 15 5 4 40

1. Open Access, OAK 소개



2. HANYANG Repository

가. 소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Repository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기관을 선정하여 지

원하고 있으며, 한양대학 백남학술정보관은 2015년도에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스템 등을

갖추고 교내 연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 구축 중 http://repository.hanyang.ac.kr

http://repository.hanyang.ac.kr/


나. 역할 및 장점

2. HANYANG Repository

장기 보존 한양대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물의 장기 보존

조직 효율성
향상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 효과

기관의 학술연구
활동 홍보

한양대 조직의 권위와 학문적인 위치를 평가 지표

구성원의 연구활동을 외부에 홍보, 전시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배포

연구성과의 신속한 배포, 영향력 확대 및 기관 책임

하에 관리되므로 품질 인정

연구결과
인용 빈도 확대

Google 등 검색 포털을 통한 글로벌 확산 및 연계



* Google 검색 시 결과 내 상위 랭크

2. HANYANG Repository



다. 로그인 방법

HY-IN 로그인 ID/PW와 동일

2. HANYANG Repository



라. 메뉴 구조

Browse : 연구성과물 보기
>Communities : 단과대학 단위
>Collections : 학부, 학과 단위
>Titles : 연구성과물 서명
>Authors : 연구 저자명

My Repository : 나의 계정
>My Account : 연구물 등록
>Receive email updates : collection 단위
연구성과물 구독

>Edit Profile : 비밀번호 변경 등

2. HANYANG Repository



마. 등록 대상 자료

1) 저작권을 보유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세미나, 강의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지식

2) PDF, HWP, DOC 등 60여개 전자원문 포맷 지원

3)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셋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지식정보 아카이

빙 가능

4) 표준 메타데이터 포맷으로 자료 반입, 반출 가능

2. HANYANG Repository



* SHERPA/RoMEO 저작권 정책

출판사 및 저널 별 아카이빙 정책 확인 사이트(SHERPA RoMEO)에서 open 
access 허용 자료만 제출 가능
http://www.sherpa.ac.uk/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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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통계 및 분석

가. 이용 및 구축 통계

구분 2016.
7

2016.
11

2017.
3

2017.
7

2017.
11

2018.
3

2018.
7

2018.
11

2019.
3

2019.
7

HIT 3,065 8,250 16,672 23,512 32,300 113,786 92,446 115,021 179,925 275,135

Down 734 1,281 2,112 4,152 2,913 4,282 3,232 4,256 7,397 5,399

데이터 이용 통계 2016 - 2019



3. 이용 통계 및 분석

데이터 구축 통계 2019.10말 현재

캠퍼스 구분 누적 구축 계 비고(용역)

서울 46,305 29,469

ERICA 17,893 7,437

계 64,198 36,906

가. 이용 및 구축 통계

서울

ERICA

누적 구축 계

서울 ERICA



나. Google Analytics 이용 분석

3. 이용 통계 및 분석



실시간 이용 현황

3. 이용 통계 및 분석



전년도 비교 현황

3. 이용 통계 및 분석



유입 경로 분석 - 사이트

3. 이용 통계 및 분석

검색어 입력 또는 추천



유입 경로 2019년 기준

구글 77.29%

다음 4,91%

네이버 2,19%

OAK 0.67%

Baidu 0.38%

유입 경로 분석 - 사이트

3. 이용 통계 및 분석



유입 경로 분석 - 지역별

3. 이용 통계 및 분석



이용 국가 2019년 기준

한국 82.16%

미국 3.45%

중국 2.16%

일본 1.45%

네덜란드 1.34%

유입 경로 분석 - 국가별

3. 이용 통계 및 분석



신규/재방문 이용자별 분석

3. 이용 통계 및 분석



이용시간 분석 – 지난 3개월

3. 이용 통계 및 분석



4. 향후 전망 – Open Science

가. OAK : IDR(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기능 탑재된 확장형 IR 개발

나. 한국연구재단 : DMP(Data Management Plan) 관리계획 발표 2019.10



한국연구재단 : DMP(Data Management Plan) 

4. 향후 전망 – Open Science



데이터 구축

중장기 발전 계획

학술논문, 학위논문
특허, 교내간행물 등

IDR, DMP 시스템 확장
데이터 구축 체계 마련

5. 앞으로의 과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82-2-2220-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