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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소개

·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원의 국가적 연계와 공동 활용이 필요
·

KAFE(Korean Access FEderation)는 국내 최초의
2016 년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에서 운영

계정연합(ID

페더레이션)으로써

· KAFE 를 통해 약 1,500 여 국내외 과학기술·연구협업 응용서비스를 이용 가능
▶ 사용자는 응용서비스 마다 계정을 생성하지 않아도 소속기관에 등록된 사용자 ID(예, 학번/사번
등)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KAFE 응용서비스를 이용

KAFE 응용서비스 이용권한

· KAFE 에 참여하는 기관의 회원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가 차등
▶ KAFE 포털(https://www.kafe.or.kr/collaboration)에 로그인하면 소속기관(ID 제공자)이 이용가능
응용서비스 목록을 확인 가능
등급

회원구분 기준

이용가능 응용서비스

준회원

· 지원서 제출 시 부서장 서명
· 시험 검증 목적

· 연구협업 서비스
· 일부 국내 과학기술 응용서비스

정회원

· 지원서 제출 시 기관장 직인
· 프로덕션 서비스 이용 목적

· 연구협업 및 상용서비스
· 국내 과학기술 응용서비스

· 정회원용 지원서 제출 시 eduGAIN 이용 선택
· 국외 응용서비스 이용 목적

· 연구협업 및 상용서비스
· 국내외 과학기술 응용서비스

eduGAIN 회원

· 전자저널 등 상용서비스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구독 라이선스를 미리 확보해야 함

KAFE 응용서비스 이용방법

· 응용서비스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응용서비스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1. 로그인 버튼 또는 링크를 클릭
▶ 로그인 버튼 또는 링크에는 “KAFE”, “Institutional Login”, “Institutional Sign In”, “Organization Login”,
“Shibboleth”, “eduGAIN” 등의 키워드가 포함

2. 탐색서비스에서 소속기관(자신의 사용자 계정이 등록된 기간 또는 조직)을 선택하거나 검색

3. 소속기관에 등록된 자신의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

4.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동의 후 서비스 이용

KAFE 응용서비스 목록

· 일부 상용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환경설정이 필요 함
▶ 전자저널의 경우, 1) 기관이 해당 저널을 구독 중이고 2) 기관이 KAFE 에 가입한 상태에서 3)
기관에서 해당 저널 출판사에 원외접속(offsite access)를 요청한 경우에 이용 가능 함
KAFE 에서 연동기술을 지원(문의: support@kafe.or.kr)
▶ 연구협업 서비스
서비스 구분

화상회의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Webinar

· 발표자료(PPT) 공유 등 온라인 세미나에 최
적화된 화상회의 서비스

Webmeet

· 온라인 회의에 최적화된 화상회의 서비스

Zoom

· 상용 화상회의 서비스

비고

· 기관에서 구입한 경우

파일저장
및 전송

nextCloud

· 연구자용 스토리지 서비스
· 개인 당 30GB 스토리지 제공

Filesender

· 웹 기반 파일전송 및 임시저장

WebCache

· 웹 다운로드 가속

CloudStor

· 연구자용 스토리지 서비스

Teatime
Gitlab
협업

WIFI

· 호주 연구망(AARnet) 제공

· 의견/설문 조사 및 취합 서비스
· 소스코드 리포지토리

Internet2
Wiki

· Internet2 위키

· Internet2(미) 제공

Dooray

· NHN 협업 도구

· 연계 진행 중

eduroam
AND

· eduroam 용 Guest IdP
· eduroam 비가입기관 구성원 대상 서비스

▶ 과학기술 응용서비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명

비고

· Elsevier
· IEEE Xplore
· Web of Science
· Nature Research
· Scopus
· ScienceDirect
· ACS Publications
전자저널

· Springer Link, Springer Nature

· 기타 전자저널의 연동은 support@kafe.or.kr로 문의

· Royal Society of Chemistry
· Institute of Physics
· JoVE
· Science (AAAS)
· Wiley Online Library
· ProQuest
· Taylor & Francis Online
· (데이터)RDP 연구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DMP(Data Management Plan)
KISTI 제공
과학기술응용

· (데이터)IDR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 (기타)ScienceOn(구 NDSL)
· (계산)EDISON 계산과학플랫폼
· (계산)R&E Together 플랫폼

· OAK(Open Access Korea)
support@kafe.or.kr로 문의

플랫폼 연동은

· (전송)ScienceDMZ/Globus Online
· (네트워크)SDN/VDN
· (계산)KiCloud(진행 중)
· (의료)Atlases-Pathology 병리학 이미지 레포지토리
· (계산)Jupyter 계산과학 플랫폼
· (천문)MWA/ASVO Telescope collaboration
· (계산)Chem Compute
· (물리)CERN
· (데이터)OpenAIRE 데이터 플랫폼
· (물리)World LHC Computing GRID
기타
과학기술응용

· (물리)LIGO 중력파 연구
· (데이터)Harvard Dataverse 리포지토리
· (데이터)ORCID
· (지구)DataONE 지구관찰 데이터
· (해양)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 (데이터)OpenMinted 데이터 마이닝
· (계산)EGI: European Grid Infra.
· (생명)Elixir
· (네트워크) NERD
· onthehub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할인

· 기관 추가설정 필요

· Okeanos global 연구용 가상머신 제공
기타

· TERENA 서비스
· vi-seem 가상연구환경
· SiROP : Open position

KAFE 참여기관 목록
순번

구분

참여조직 및 기관

URL

비고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https://www.dgist.ac.kr

완료

2

광주과학기술원

https://www.gist.ac.kr

완료

3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https://www.ust.ac.kr

완료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ttps://www.koreatech.ac.kr

완료

울산과학기술원

https://www.unist.ac.kr

완료

6

포항공과대학교

https://www.postech.ac.kr

완료

7

충남대학교

https://www.cnu.ac.kr

완료

8

서울대학교

https://www.snu.ac.kr

완료

9

서울대학교 병원

https://www.snuh.org

진행

10

고려대학교

https://www.korea.ac.kr

완료

5

교육기관

11

계명대학교

https://www.kmu.ac.kr

완료

12

한국과학기술원

https://www.kaist.ac.kr

완료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ttps://www.kiost.ac.kr

완료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www.kisti.re.kr

완료

15

한국천문연구원

https://www.kasi.re.kr

완료

16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s://www.kiom.re.kr

완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www.kribb.re.kr

완료

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s://www.kugam.re.kr

완료

19

한국화학연구원

https://www.krict.re.kr

완료

20

나노종합기술원

https://www.nnfc.re.kr

완료

2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ttps://www.kriso.re.kr

완료

22

Korean Access Federation

https://www.kafe.or.kr

완료

23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

https://www.edison.re.kr

완료

과학기술지식정보

https://www.ntis.go.kr

완료

과학기술지식인프라

https://scienceon.kisti.re.kr

완료

17
연구기관

24
2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