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Med Journal LinkOut Policy

1. KoreaMed Journal LinkOut이란?

· KoreaMed에서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한 후, LinkOut icon을 click하면 학

회 website의 학술지 원문으로 직접 연결되어, 검색자가 원문을 one- s top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 PubMed (MEDLINE)의 Journal LinkOut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

따라서, MEDLINE에 등재되고 PubMed에서 LinkOut이 가능한 학술지는 곧바

로 KoreaMed LinkOut이 가능.

반대로, KoreaMed에 LinkOut되는 학술지는 앞으로 PubMed에 LinkOut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

2. LinkOut은 학술지 발행기관 (학회), 학술지 원문 보유기관, 학술지 논문초록 데

이터베이스 구축기관 (KoreaMed) 모두의 Win- Win 전략 시스템.

· 저작권, 전송권 등과 아무 관련이 없음 (위배되지 않음).

KoreaMed가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

학술지 website 원문으로 연결고리만 제공.

· KoreaMed에서 자신의 w ebs ite로 접속 traffic이 유발되므로, 학술지 원문 이

용가능성이 높아짐.

· 학술지의 국제화에 도움.

국제적 이용가능성 촉진.

정보처리기술 수준의 국제화.

3. KoreaMed 초록화면에서 학술지 w ebsite의 원문화면 (full- text , pdf)으로 직접

LinkOut 하는 것 보다 초록정보 화면으로 LinkOut 하는 것 권장.

· log- in, ip checking 등의 기능은 학회 초록화면에서 원문을 보려고 할 때 적

용.

e.g ., A bdom inal Im ag ing (부록 참조)

· 학회 website의 다른 menu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여 학회 website의 이용 촉

진.

4. 각 학술지의 LinkOut icon을 개성껏 그려서 사용.

· 학회에서 작성후 학술지 w ebs ite의 일정한 위치에 저장.

· Example LinkOut Icons



· LinkOut icon의 크기

100 (150) pixels in width and 25 (35) pixels in height

· 학회에서 LinkOut icon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KoreaMed에서 준비한

default icon을 임시로 사용.

해당 학술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주황색과 회색 2종이 준비되어 있음 (두 학회에서 공동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

우 대비).

5. LinkOut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data tags

정보요소 KoreaMed tag Entity

·Publication year < Year> &lo.year;

·Volume < Volume> &lo.vol;

·Firs t Page < Firs tPage> &lo.page;

·Last Page < LastPage> &lo.lpage;

·Month < Month> &lo.mon; &lo.mo;

·Is sue < Issue> &lo.is s ;

·ISSN < ISSN> &lo.is sn;

·Journal T itle (abbreviation) < JournalT itle> &lo.jtit;

·Article T itle < ArticleT itle> &lo.otit;

·Firs t Author < Author> + &lo.auth;

6. LinkOut 설정에 사용하면 좋은 data tags (LinkOut Rules ) 사용예

· Publication Year + Firs t Page

http:/ / jkms .kams.or.kr/2002/ abstract /577a.html

2002년 577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J K orean M ed Sci)

<Bas e >http://jkms .kams .or.kr/</Bas e >

<Rule >&lo.ye ar;/abs tract/&lo.page ;a.html</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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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 + Firs t Page (1년에 2 volumes를 발행하는 경우)

http:/ /bbs.radiology.or.kr/ s earch_abstract/ read_abstract.asp?serial_no=k10470233

47권 (2002년 상반기) 0233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대한방사선의학회지)

<Bas e >http://bbs .radiology.or.kr/</Bas e >

<Rule >s e arch_abs tract/re ad_abs tract.as p?

s e rial_no=k10&lo.vol;&lo.zpad4;&lo.page ;</Rule >

·Publication Year + Volume + Firs t Page (1년에 2 volumes를 발행하는 경우)

7. KoreaMed와 LinkOut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 레코드를 입력할 때 시스템이 각 논문에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를 논문

고유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일련번호는 KoreaMed (그리고 PubMed)의 data tag가 아님.

KoreaMed나 PubMed와 같은 외부시스템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link되기

어려움.

http:/ /w ww .kafm.or.kr/paper/view .html?uid=11237

http:/ /w ww .kafm.or.kr/paper/view .html?uid=11238

2002년 23권 7호 pp. 925- 933 (11번째), pp. 934- 941 (12번째) 논문의 초록 (가

정의학회지)

· 한 호 (is sue) 안에서 논문의 순서를 논문 고유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

논문의 순서는 KoreaMed (그리고 PubMed)의 data tag가 아님.

어느 논문이 몇 번째 논문인지 KoreaMed나 PubMed와 같은 외부시스템이 알

수 없음.

http:/ / pdf.medrang.co.kr/paper/pdf/Kafm/Kafm23- 07- 11.pdf

http:/ / pdf.medrang.co.kr/paper/pdf/Kafm/Kafm23- 07- 12.pdf

2002년 23권 7호 pp. 925- 933 (11번째), pp. 934- 941 (12번째) 논문의 pdf (가

정의학회지)

8. LinkOut 설정에 필요한 xml 파일 (2종)

· ProviderInfo.xml (발행자 정보 파일)

Journals .xml (학술지 LinkOut Rule 적용 파일)

· 학술지 w ebsite (초록화면)의 URL 체계가 KoreaMed와 교류할 준비가 되면

KoreaMed 정보관리팀에서 작성 예정.

PubMed의 경우에는 학회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Example LinkOut files (J K orean M ed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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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Info.xml 파일

<!DOCTYPE Provider PUBLIC "- //NLM//DTD LinkOut 1.0//EN" "LinkOut.dtd">

<Provider>

<ProviderId>0000- 0063</ProviderId>

<Name>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Name>

<NameAbbr>KAMS</NameAbbr>

<SubjectType>publishers /providers</SubjectType>

<Attribute>publisher of information in URL</Attribute>

<Url>http://jkms.kams.or.kr/</Url>

<IconUrl>http://jkms .kams .or.kr/</IconUrl>

<Brief>20020709</Brief>

</Provider>

Journals .xml 파일

<?xml version="1.0" encoding="euc- kr"?>

<!DOCTYPE LinkSet PUBLIC "- //KAMJE//DTD LinkOut 1.0//EN" "LinkOut.dtd">

<LinkSet>

<Link>

<LinkId>1</LinkId>

<ProviderId>0000- 0063</ProviderId>

<IconUrl>http://jkms .kams .or.kr/image /jkms logo1.jpg</IconUrl>

<ObjectSelector>

<Database>KoreaMed</Database>

<ObjectLis t>

<Query>"J Korean Med Sci" [JTI]</Query>

</ObjectLis t>

</ObjectSelector>

<ObjectUrl>

<Bas e >http://jkms .kams .or.kr/</Bas e >

<Rule >&lo.ye ar;/abs tract/&lo.page ;a.html</Rule >

<Attribute>full- text online</Attribute>

<Attribute>full- text PDF</Attribute>

</ObjectUrl>

</Link>

</Link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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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Rule 작성

LinkOut Icon 저장위치



9. KoreaMed LinkOut 학술지 여부 확인

· KoreaMed (ht tp:/ /ww w.koreamed.org) 화면 왼쪽 menu bar의 "LinkOut -

Lis ts"에서 학회명 (By Provider)과 학술지명 (By Journal)으로 접근.

· 2002년 10월 현재 학술지 6종 LinkOut 완료

· LinkOut 학술지 검색 및 원문보기

출판연도 click - - > 그 해에 발표된 해당 학술지 논문 검색 (KoreaMed 검색

summary display) - - > abstract display - - > "LinkOut icon" click - - > 학술

지 website 초록 - - > 학술지 website 원문 (pdf 또는 full- text)

10.기타

a. KoreaMed 레코드 입력을 위한 파일 제출

·KoreaMed에 LinkOut 되었더라도 논문검색이 안되면 무용지물.

즉, KoreaMed에 레코드 입력이 되어있어야 함.

·따라서 1997년 이후 발표된 논문 (발행된 학술지) 중 KoreaMed 입력이 안

된 논문의 레코드 입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KoreaMed 입력현황 확인 방법

KoreaMed Journal Brow ser

(http:/ /ww w.koreamed.org/ JournalBrow s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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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제출방법 (택일)

① 빠진 호의 XML 파일을 학회에서 만들어서 제출

② 학술지 인쇄용 컴퓨터 파일 제출

③ KoreaMed 입력정보만 작성하여 제출

b. 인쇄본 학술지 제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원본 (인쇄본)과 대조하는 것은 필수.

·KoreaMed 등재학술지는 모두 “대한의학회 의학문헌정보센터”에 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술지 제출상황 확인 방법

KAMJE w ebs ite의 “학술지 제출 상황”

(http:/ /ww w.kamje.or.kr/holdings.html).

c. KoreaMed ID 발급

·회원 log- in만 허용하고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KoreaMed 업무용

ID를 발급하여 주면 KoreaMed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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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bdominal Im ag ing의 PubMed Journal LinkOut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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