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 가이드

케임브리지 저널
오픈 액세스 출판



GOLD OPEN ACCESS GREEN OPEN ACCESS

Access
Free access to your final published article 
(Version of Record), immediately on publication

Free access to a pre-final version of your article (e.g. 
in a repository). Some publishers require embargo 
period (time delay) after publication

Use
Determined by the type of Creative Commons 
licence, but non-commercial researchers can 
always share (redistribute) OA content

As for Gold OA. Some journals only allow Creative 
Commons licenses that prevent commercial re-use 
(e.g CC-BY-NC-ND) for Green OA articles

Fee
Typically funded by a Read and Publish deal or 
payment of an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No fee

Publish
Publish in a hybrid journal (subscription journal 
that also offers Gold OA) or in a Gold OA 
journal

Publish in a subscription journal that does not offer 
Gold OA options to authors

Open Access (OA)
Open Access means that articles are free to read, share (redistribute), and re-use.

The two main types of OA are Gold Open Access and Green Open Access.



Open Access Publishing Workflow

All articles submitted 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dergo the same rigorous peer-review to sustain the 
high quality of our journals. 

The decision to publish an article is not affected by whether it will be published Open or behind a pay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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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원고 준비

• 케임브리지 코어[Cambridge Core]에서 적합한 저널 선택하기

• ‘정보[Information]란’에서 기고자 안내문 검토하기

• 안내문에 나온 형식에 맞게 아티클 원고 작성하기

아티클 원고 제출

• 선택한 저널 홈페이지에서 ‘ 원고 제출하기’ 클릭하기

• 해당 저널의 온라인 동료심사 시스템(OPRS) 제출 양식 작성하기

아티클 원고 검토

• 제출된 아티클 원고에 대한 편집 검토 및 동료심사 진행

• OPRS에서 본인의 논문 원고 진행사항 확인하기

아티클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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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결정

• 아티클 원고의 출판 결정

• 저자 출판 계약서 작성 및 ‘골드 오픈 액세스’ 선택

• 해당 아티클 출판과 관련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확인. 
자금지원 기관이나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 특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예: CC-BY)의 선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APC 지불 과정

• Rightslink® 가 케임브리지를 대신하여 아티클출판비용(APCs) 업무 수행

• Rightslink®로부터 알림이메일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진행.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 기관 할인’란에 소속 기관명을 입력하거나 소속 기관의 자금지원을 요청.
자세한 내용은 cambridge.org/apc에서 확인

• 소속 기관과 OA 출판 계약이 되어 있다면 기관에 따라 APC가 자동으로 면제될 수 있음. 
cambridge.org/oa-waivers-and-discounts에서 할인 및 면제 자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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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mbridge.org/core/services/open-access-policies/open-access-resources/creative-commons-licenses
http://cambridge.org/apc
http://cambridge.org/oa-waivers-and-discounts


아티클 생산

• 검수

• 조판

• 교정

• 최종 조판

자세한 내용은 cambridge.org/production에서
확인

아티클 출판

• 아티클 케임브리지 코어 (Cambridge 
Core]에서 OA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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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mbridge.org/production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ambridge.org/publishoa를 방문하거나
이메일(oaqueries@cambridge.org)
를 통해 문의하세요.

mailto:oaqueries@cambridg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