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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ORCID에 자신의 ID를 생성하고 업적을 정리하고, FundRef를 DOI XML 내에 기술할 수 있
어야 한다.
구체 목표
1. ORCID 에 가입하여 자신이 저자인 논문이나 단행본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FundRef XML을 DOI XML에 포함시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FundRef XML이 포함된 DOI XML 문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
그러므로 이 시간에

ORCID는 직접 참석자가 ORCID에 자신 ID를 등록하여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난 단행본 가운데

DOI가 붙은 것을 모두 가져와서 정리하고, FundRef 는 직접 XML

작업을 하여 점검하도록 한다.

ORCID 실습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ORCID에 자신을 연구자 등록한다.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근 논문이나 단행본을 추가한다.
DOI가 없는 업적인 경우 학위 논문을 등록한다.
등록할 업적이 없으면 개인 정보만 등록한다.

ORCID를 JATS XML에서 표기하는 방법
앞시간에 제작한 JATS XML 파일에 ORCID를 넣어 보자. 아래처럼 Contrib-group 에 넣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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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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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Ref XML 실습
앞의 강의 교재 참조하여 DOI XML에 FundRef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연구비
정보가 없으면 임의로 하나 넣는다.
다음과 같은 기관명을 넣고 ID를 넣고 연구비 번호는 임의로 적어 넣는다. DOI XML 점검
에 오류가 나오지 않는지 점검한다.
<publication_date media_type='online'>
<month>05</month>
<day>27</day>
<year>2013</year>
</publication_date>
<pages>
<first_page>4</first_page>
</pages>
<-!-- 여기서부터 fundref XML --->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Research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name">http://dx.doi.org/10.13039/50110000132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NRF-2013-07-01-00001</fr:assertion>
</fr:program>
<!-- 여기까지 fundref XML -->
<doi_data>
<doi>10.3352/jeehp.2013.10.4</doi>
<resource>http://www.jeehp.org/DOIx.php?id=10.3352/jeehp.2013.10.4</resource>
</doi_data>

맺는 말
DOI에서는 이미 ORCID 요소가 있으므로 앞으로 입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입력을 반
드시 하는 것은 아니나 DOI XML 기탁할 때 출판사나 발행인이 입력하여 기탁하는 것이 일
상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undRef도 우리나라 연구비 지원 기관이 도입하면 앞으로 모든 연구비 받은 논문에서 기술
할 것을 의무로 할 것이므로 이런 내용을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이해하고 투고관리시스템이
나 JATS XML, DOI XM에서 구현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행화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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