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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ORCID 와 FundRef를 정의내리고 구현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1. ORCID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 ORCID를 CrossRef에서 어떻게 서비스할지 현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FundRef를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4. FundRef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관, 연구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
Open Researcher & Contributor ID (ORCID)는 아직 CrossRef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 서비
스하는 것은 아닌 준비 단계이나 FundRef는 2013년 5월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에는 두 종류 서비스를 다루면서 ORCID는 직접 참석자가 ORCID에 자신 ID를 등록하여 자
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단행본 가운데 DOI가 붙은 것을 모두 가져와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
도록 하고 FundRef 는 직접 XML 작업을 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1. ORCID
ORCID 정의
개인연구자를 다른 연구자와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식별자이다. 논문 투고나 연구비 신
청할 때 연구자와 연구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연구업적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공개된, 비영리, 연구집단-바탕인

유일한 연구자 식별자 등록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기구

이기도 하다.
핵심 기능
(1) 유일한 식별자(unique identifier)를 얻고, 활동기록을 관리하는 등록시스템
(2) 시스템 간에 의사소통과 인증을 지원하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 API
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
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창 제어, 화상 처리, 문
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135 - 137 -

등록
등록시스템은 개별 연구자에게 무료이므로 ORCID를 받아서 연구 활동을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연구자의 업적을 검색할 수 있다.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기관의 기록과 ORCID
식별자와 연결하고 ORCID 자료를 갱신하고 ORCID에서 최신 정보를 받으며

구성원이나

학생을 ORCID에 등록할 수 있다.
정보 취급 범위
ORCID 가 취급하는 정보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이름, 이메일, 기관명과 연구 활동이다.
참여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상무부가 정한 Safe Harbor Principles(사용자에게
목적, 제3자 공개,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제3자 사용이나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에 대는
opt-out 선택권을 주고, 민감한 사안은 opt-in 선택권 준다. 제3자 역시 같은 고지와 선택을
따름)을 따른다.
운영 원칙
(1) 저자나 기여자가 공신력 있는 과정을 통하여 등록하여 학문 사회에서 영구적이고 명확
하게 업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학문 분야, 지리, 국가, 기관, 경계를 모두 초월한다.
(3) 연구와 학문 사회에 관심가진 모든 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4) 서비스에 접근은 투명하고 차별이 없다.
(5) 연구자는 식별자와 연구 업적을 생성, 수정,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런 작업은 무료로 가능
하다.
(6) 연구자는 연구 업적 자료에서 정보를 선택하여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7) 연구자가 허락한 모든 자료는 표준 형태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8)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은 Open Source Software license에 따라 배포한다.
(9) 식별자와 업적 자료는 모두 무료로 API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기관은 이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
(10) 집행부에는 대개 비영리단체가 있으며, 모든 회의나 회계는 공중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ORCID에 연구자 등록하기
DOI 번호 받은 논문이 없는 경우는 자신의 석/박사 학위 논문 또는 어떤 논문이나 단행본
도 수작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어느 것도 없는 경우는 일단 등록만 하여 놓는다.
https://orcid.org/signin에 방문하여 ID가 있으면 사인하여 들어가고 (Fig. 1)
없으면 https://orcid.org/register에서 회원 등록한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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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enshot of ORCID sign in page. Available from https://orcid.org/signin [cited 2013
Jun 17].

Fig. 2. Screenshot of ORCID register page. Available from https://orcid.org/register [cited
2013 Jun 17].

ID, password를 치고 들어가면 입력한 개인 이력 정보가 나오고 업적이 보인다.
왼쪽 차림표에 View Public ORCID record를 누르면 Fig. 3 같이 공개한 정보가 나온다.
http://orcid.org/0000-0002-8559-8640를 누르면 보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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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reenshot of the ORCID page opened by a researcher. Available from
http://orcid.org/0000-0002-8559-8640 [cited 2013 Jun 17].

연구자는 DOI 에 등록된 자신의 업적을 갱신할 수 있다 (Fig. 4).

Fig. 4. Screenshot of the update page by a researcher available from
https://orcid.org/my-orcid (Dr. Sun Huh, Hallym University) [cited 2013 Ju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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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Ref metadata search에서 논문 찾기
http://search.crossref.org/에서 찾아서 ORCID 에 추가하여 논문을 넣을 수 있다.
DOI XML에는 어떻게 들어갈까?
ORCID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DOI XML에서 저자에 대한 ORCID 정보
를 넣을 수 있다.
Table 1. Element of ORCID available from
http://www.crossref.org/schema/documentation/4.3.1/4.3.1.html [cited 2013 Jun 17]
Namespace
Annotations

http://www.crossref.org/schema/4.3.1
The ORCID for an author

Diagram

Type
Type
hierarchy
Properties
Used by

Attributes

Source

extension of orcid_t
•

xsd:string
• orcid_t

Content:

complex

Element

person_name

QName

Type

Fixed

authenticated

xsd:boolean

Default

Use

false

optional

<xsd:element name="ORCID">
<xsd:annotation>
<xsd:documentation>The ORCID for an author.</xsd:documentation>
</xsd:annotation>
<xsd:complexType>
<xsd:simpleContent>
<xsd:extension base="orcid_t">
<xsd:attribute default="false" name="authenticated" type="xsd:boolean"/>
</xsd:extension>
</xsd:simpleContent>
</xsd:complexType>
</xsd:element>

Schema
location

Annotation

http://www.crossref.org/schema/deposit/common4.3.1.x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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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D를 JATS XML에서 표기하는 방법
JATS 파일에 ORCID를 넣어 보자. 아래처럼 Contrib-group 에 넣는다.
<contrib-group>
<contrib>
<contrib-id contrib-id-type="orcid">http://orcid.org/0000-0002-8559-8640</contrib-id>
<name><surname>Huh</surname>
<given-names>Sun</given-names>
</name>
<degrees>MD, PhD</degrees>
<!-- degree 는 최근 학술지에서 기술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
</contrib>
</contrib-group>

2. FundRef
http://help.crossref.org#fundref, http://www.crossref.org/fundref/index.html에 있는 내용을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고 FundRef XML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대개 국내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이므로 국
내 연구비 지원기관이 FundRef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2013년 5월말까지 점검한 결과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한국연구재단) 하나가 등록되어 있다. 이 등록은 Elsevier에
서 진행하여서 Elsevier 학술지에 실린 연구비 지원 기관을 일차로 수집하여 등록하였는데
국내 기관은 많이 수록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국내 기관이 고유 번호를 받아야 우리나라
저자의 DOI XML에서 FundRef 등록이 가능하다.
FundRef 정의
funder identification service 서비스로 CrossRef에 기탁한 출판물에서 연구비 정보를 표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정식으로 출범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참여하는 기관은?
http://search.crossref.org/fundref 에서 참여하는 연구비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한국연구재단은 이름 등록은 되어 있으나 FundRef 기록은 없다. 즉,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받은 논문이 실린 학술지 발행인이 아직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FundRef
Registry schema (http://www.crossref.org/docs/fundref/fundref_registry.rdf)를 보면 다음과 같
이 나와서 이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을 우리나라 연구재단을 실은 것인지 의문이다.
즉, funding body type이 private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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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Concept rdf:about="http://dx.doi.org/10.13039/501100001321">
<skos:inScheme rdf:resource="http://data.fundref.org/vocabulary/SciValFunders"/>
<skosxl:prefLabel>
<skosxl:Label>
<skosxl:literalForm xml:lang="en">National Research Foundation</skosxl:literalForm>
</skosxl:Label>
</skosxl:prefLabel>
<dct:modified>2011-11-29T16:08:15.000000</dct:modified>
<dct:created>2011-08-12T07:18:42.000000</dct:created>
<svf:fundingBodyType>pri</svf:fundingBodyType>
<svf:country rdf:resource="http://sws.geonames.org/953987/"/>
<svf:state rdf:resource=""/>
<svf:fundingBodySubType>foundation</svf:fundingBodySubType>
</skos:Concept>

http://www.crossref.org/fundref/fundref_registry.html 에 보면 4,000군데 기관 이름이 있다.
Elsevier가 수집한 것으로 unique identifier와 기관명이 있다. 그러나 국가명은 없어서 어느
나라 기관인지 알기 어렵다. 지명이나 학교명 등이 있는 경우는 국가를 알 수 있으나 알 수
없는 것도 많다. 앞으로 FundRef에서 기관의 국가명을 기술할 필요가 있고, 다국적 기관이
면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할까?
(1) 표준화된 연구비지원에 대한 이름이나 메타자료가 없어서 텍스트 마이닝이나 분석이 어렵다.
(2) 연구비 지원 기관도 지원한 결과물 확인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전차로 미국 NIH 에서
는 Medline 에 반드시 그 연구가 미국 정부 연구비 지원 받은 것인지 여부를 기록하게 하였
고 연구비 번호를 기록한다. 그럼으로써 정부 연구비 지원한 논문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또
한 국민에게도 쉽게 연구비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3) 발행인도 출판하는 연구를 지원한 주요 기관을 쉽게 추적하기 어렵다.
(4) 연구자 소속 연구 기관에서도 구성원의 학문 업적에 대한 주요 지원기관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어떻게 FundRef가 작동할까?
Fig. 5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FundRef Registry에서 4000 종 표준화한 연구비지원기관 이름을 제공한다.
② 투고관리시스템 제작사에서 논문 투고 과정에 FundRef Registry를 포함시킨다. 발행인이 저

자에게 적절한 연구비 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연구비번호를 투고할 때 제공하도록 한다.
③ 연구비지원기관 정보가 발행시스템에 전달된다.
④ 발행인이 CrossRef에 연구비지원기관 정보를 FudnRef XML로 제공한다.
⑤ 연구비지원기관 등은 CrossRef를 검색하여 지원한 결과로 나온 논문의 DOI와 메타자료를 받는다.
⑥ 발행인은 CrossMark 자료 내에 FundRef 자료를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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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ork flow of Fundref. Available from
http://www.crossref.org/08downloads/handouts/FundRef_Workflow.pdf [cited 2013 Jun 13].

FundRef 서비스로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가?
(1) 연구비지원기관: 연구비 지원 결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2) 저자: 투고 시스템에서 쉽게 입력 가능하다.
(3) 연구기관: 구성원의 연구 성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4) 발행인: 연구비 제공 기관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5) 독자와 대중: 국민에게 연구비 사용 결과물을 더 투명하게 제공한다.
어떻게 참여하는가?
연구비 지원 기관
① 우리나라 연구비 지원기관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므로

fundref.registry@crossref.org 에 메일을 보내어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 등록된다.
② 제공할 정보는 연구비지원기관 이름(영문명)이고 URL 주소이며 기관 설명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연구비 지원기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주요 정부산하 연구비 지원 기관은 물론, 모든 대학이 교내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상업회사에서도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연구
비 규모가 정부 지원액보다 상업회사가 2 배가 넘는다. 정부 산하 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일괄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대교협 같은 기관은 대학 정보를 모
두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대학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발행인(학회)
① FundRef 에 사인한다.
② 투고관리시스템 제작사에 FundRef 등록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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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XML 제작 회사에 FundRef 메타자료를 CrossRef Schema에 맞추어 기탁하도록 요청한다.
④ 투고자에게 연구비 정보를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투고 규정에 삽입한다.
⑤ FundRef 자료를 CrossRef에 제공한다.
⑥ FundRef 자료를 CrossMark 자료에 넣는다(선택사항)
⑦ CrossRef를 검색하여 연구비 정보를 찾는다.
⑧ 참여하는데 아무런 별도 경비 없고 단지 CrossMark에 참여하면 경비가 든다(2011년 이

후는 건당 0.2 미국달러, 2010년도까지 과거 분은 0.02 미국달러).
연구자
① 투고할 때 FundRef 정보를 완성한다.
② CrossMark Record tab에서 FundRef 정보를 본다.
③ FundRef Search에서 연구비 정보를 확인한다.

FundRef XML은 어떻게 만드는가?
FundRef Registry에 있는 funder_name(연구비지원기관 이름), funder_identifier(식별자) 확인
하여 넣어야 하고, award_number(연구비 번호)를 넣는데 만약 이 번호가 따로 없는 경우
넣지는 않아도 된다. 어느 연구비 지원기관이 FundRef Registry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즉
funder_identifier(식별자)가

없는

경우

FundRef

입력에서

under_identifier(식별자)없이

funder_name(연구비지원기관 이름)만 넣어야 한다.
CrossMark 참여하는 발행인인 경우 FundRef 자료를 <crossmark> element 내부에 넣어야 한다.
<crossmark>
<crossmark_version>1</crossmark_version>
<crossmark_policy>10.5555/cm_1</crossmark_policy>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domain>www.crossref.org</domain></crossmark_domain>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_exclusive>true</crossmark_domain_exclusive>
<updates>
<update type="correction" label="Correction"
date="2011-04-10">10.5555/cm_test2.1</update>
</updates>
<custom_metadata>
<assertion name="received" label="Received" group_name="publication_history"
group_label="Publication History">2011-04-12</assertion>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IMA Funder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xxxxxxxxxx</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HPC-227</fr:assertion
</fr:program>
</custom_metadata>
</crossmark>

- 143 - 145 -

CrossMark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논문 메타 자료를 기탁한다.
...
<publication_date media_type="print">
<year>2011</year>
</publication_date>
<pages>
<first_page>15</first_page>
</pages>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ABC Inc.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ABC Inc.</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BXDFSDS</fr:assertion>
</fr:program>
<doi_data>
<doi>10.5555/cm_test_1.1</doi>
<resource>http://www.crossref.org/crossmark/index.html</resource>
</doi_data>
</journal_article>

FundRef metadata 수정하거나 제거할 때
non-CrossMark FundRef metadata 예:
...
<publication_date media_type="print">

<year>2011</year>

</publication_date>
<pages>
<first_page>15</first_page>
</pages>
<fr:program name="fundref" />
<doi_data>
<doi>10.5555/cm_test_1.1</doi>
<resource>http://www.crossref.org/crossmark/index.html</resource>
</doi_data>
</journal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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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Mark FundRef metadata 예:
<crossmark>
<crossmark_version>1</crossmark_version>
<crossmark_policy>10.5555/cm_1</crossmark_policy>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domain>www.crossref.org</domain></crossmark_domain>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_exclusive>true</crossmark_domain_exclusive>
<updates>
<update

type="correction"

label="Correction"

date="2011-04-10">10.5555/cm_test2.1</update>
<update

type="retraction"

label="Retraction"

date="2011-04-12">10.5555/cm_test2.2</update>
</updates>
<custom_metadata>
<assertion

name="received"

label="Received"

group_name="publication_history"

group_label="Publication History">2011-04-12</assertion>
<fr:program name="fundref" />
</custom_metadata>
</crossmark>

즉, 빈 CrossMark tag (<crossmark />)를 삽입하면 FundRef 자료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DOI XML 내 FunRef XML 작성 예
1. CrossMark deposit 내 작성 예:
<crossmark>
<crossmark_version>1</crossmark_version>
<crossmark_policy>10.5555/crossmark_policy</crossmark_policy>
<custom_metadata>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1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psychoceramics-1152342</fr:assertion>
</fr:program>
</custom_metadata>
</cross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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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ossMark 참여하지 않을 때 예: <doi_data> 요소 앞에 기술한다.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name">http://dx.doi.org/10.13039.1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program>

3. 한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두 개 연구비 지원할 때,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1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106</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7259</fr:assertion>
</fr:program>

4. 여러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지원할 때,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group">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106</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7259</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fundgroup">
<fr:assertion name="funder_name">Basic Energy Sciences, Office of Science, U.S.
Department of Energy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10000615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1245-ABDS</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98562-POIUB</fr:assertion>
</fr:assertion>
</fr: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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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ORCID는 누구나 등록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DOI 없는 자료도 수작업으로 입력
가능하다. 앞으로 연구자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여 보면 톰슨로이터사에서
운영하는 Research ID Scopus에서 운영하는 Scopus author ID 등이 있으나 ORCID가 통합
된 서비스로 계속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DOI XML이나 JATS XML에서 ORCID를 추가하여
입력하는 것은 아직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DOI에서는 이미 ORCID 요소가 있으
므로 앞으로 입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입력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나 DOI XML 기
탁할 때 출판사나 발행인이 입력하여 기탁하는 것이 일상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모든 연구자가 고유의 ORCID 식별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FundRef는 CrossMark DOI 안에 기술하거나 CrossMark 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doi> 요
소 앞에 기술한다. 어느 경우이던지 매우 간단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선 연구비지원기
관이 등록하고, 투고관리시스템에서 FundRef를 지원하고, 발행인도 투고 규정에 FundRef정
보를 넣을 것을 저자에게 요청하고 저자도 연구비 정보를 FundRef에서 검색하여 찾아 넣어
야 한다. 투고관리시스템 제작 회사도 시스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지원기관에서도
연구비 받은 연구자에게 FundRef 정보를 반드시 CrossRef에 제공하라고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듯 관련된 기관이 모두 합쳐서 구축하여야 훌륭한 정보로서 키울 수 있다. 이런 표준작
업에 우리나라가 선두가 되어 나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빠르게 따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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