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 

 
본인의 모든 논문(YUHSpace)을 
ORCiD로 자동 연계하는 방법   

 
1단계 : YUHSpace 연구자 페이지 논문 확인 

2단계 : ORCiD 계정 생성 또는 확인 

3단계 : ORCiD 관리 권한을 도서관에 부여      



 

 

 

1-1.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YUHSpace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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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1단계 과정 

② 메인 페이지 가장 하단으로 스크롤 다운 후 
 “YUHSpace 연세의료원 연구논문” 메뉴 클릭 

①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https://ymlib.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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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YUHSpace 접속하여 본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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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1단계 과정 

Yonsei Author 메뉴 클릭 
https://ir.ymlib.yonsei.ac.kr/browse-
researcher 

* 로그인 불필요  

https://ir.ymlib.yonsei.ac.kr/browse-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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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자 이름으로 검색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1단계 과정 4 

① 연구자 이름 검색 

② 검색 결과에서 동명이인 여부 확인. 
   동명이인은 영문명과 소속 확인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1단계 과정 



1-4. 연구자 이름 검색 후 본인 논문 확인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1단계 과정 5 

① 논문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확인. 

   공동연구 논문인 경우 본인의 논문인지 여부를 확인.   

②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메일로 문제없음으로 답장 

 리스트는 엑셀로 저장 가능  

3.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엑셀로 변환한 파일에서  

Check란에 표시하여 이메일 

보냄  (사서팀 김나원:  

nwkim@yuhs.ac, 82915)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1단계 과정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2단계. ORCiD 생성 또는 확인 



Orcid id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2-1. ORCiD 페이지에 연구논문 자동 관리를 위한 첫단계:          
      ORCiD 사이트(https://orcid.org) 접속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2단계 

로그인 창(SIGN IN)에서 로그인
하여 확인     

1) ORCiD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 비밀번호가 생각 나지  
않는 경우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end reset link 선택합니다. 

2) ORCiD 계정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https://orcid.org/


3) Orcid id 신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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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 계정 만들기 진행    

② ORCiD 계정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 후 Register를 
  클릭합니다. 

③ ORCiD 등록 메일을 받아 최종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2단계 

2-2.  ORCiD ID 신규발급 



 

 

 

2-3. 로그인 후 ORCiD 계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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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ORCiD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2단계 



연구성과 관리 개선 서비스  
 

3단계 : ORCiD 관리 권한을 도서관에 부여      

논문 리스트 확인 메일을 보내신 분들에게 11월 중 개별안내 예정  

감사합니다. 
 
문의) 원내: 82915 /nwkim@yuhs.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