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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최근 학술정보서비스는 논문의 메타정보 심

에서 논문 원문의 문정보(Full-text)로 구축  

서비스 범 가 확장되고 있다. 학술지 논문의 

문정보를 기술하기 해 해외출 사들을 심으

로 다양한 XML 양식이 개발되었으나, 2012년에 

국제표 으로 제정된 JATS(Journal article tag 

suite)가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보서비스의 표기 인 KISTI

는 2014년부터 JATS 기반으로 학술논문 XML

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KISTI는 

2007년부터 국내 학술논문의 국제  유통 활성

화를 하여 논문에 DOI를 부여하고 CrossRef

에 기탁해오고 있다. 향후, KISTI가 주 하는 

Korea DOI Center를 통해 논문 DOI 뿐만 아니

라 논문의 비텍스트(표, 그림)정보까지 모두 DOI

를 부여하고 서비스에 반 할 계획이다. 이를 

해, 재까지 구축된 JATS XML에 한 구성요

소를 분석하고 비텍스트정보의 DOI 등록방법  

활용방안에 해 살펴본다.

1. 서  론

최근 과학계에서는 과학  출 물과 연구 데

이터에 한 자유로운 이용을 한 오 사이언

스(Open Science)에 한 심과 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 사이언스는 인터넷의 보 , 디지

털 연구자원의 축  등에 힘입어 2000년  반

부터 OECD를 심으로 이론  논의를 넘어서 

로벌 정책 어젠다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 유

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부  연

구펀딩기 에서  공공연구의 성과물을 디지털 

포멧으로 공개  이용자의 근편의성을 제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1]. 

와 같은 국제 인 흐름에 앞서, KISTI에서는 국

내 과학기술분야 논문에 한 종합 인 리와 

자유로운 이용을 하여 국내학회와의 력기반 

모델인 학회정보화지원사업 (2015년 이후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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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활용사업)을 1996년부터 재까지 20년 

이상 수행해오고 있다. 한 국내논문의 국제  

이용 활성화를 하여 2007년부터 논문 DOI를 

부여하고 랜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차세  학술정보서비스와 세계 으로 확산

되고 있는 학술지 자출 체계를 국내환경에 

맞게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오 엑세스 

학술지를 심으로 국제 표 (JATS) 규격에 따

라 논문 Fulltext XML구축과 서비스를 시작하

다. 본 기사에서는 먼  학술논문의 

Fulltext-XML 국제 표 인 JATS와 KISTI가 구

축한 국내 학술지 논문Fulltext XML 의 다양한 

황을 살펴보고, 논문 비텍스트정보 서비스와 

련한 해외사례와 국내에서 논문에만 등록되던 

DOI를 논문의 비텍스트정보(그림/표)로 확 하

여 등록하는 방안  향후 비텍스트 DOI정보의 

활용 방향을 살펴본다.

2. KISTI JATS XML 구축 현황

2.1 JATS란?

논문 정보의 다양한 서비스를 해 의약학  

바이오분야 학술지를 심으로 Full-text XML 

자원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해외 형 출 사

를 심으로 논문 Full-text서비스가 속히 확

되고 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은 SGML의 지나치게 방 함, 복잡함과 HTML

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W3C에 의해 제정된 이

후 자문서의 표 인 국제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보고서 혹은 학술논문 등의 학술정보 서

비스 입장에서 기존의 PDF와 같은 형식의 서비

스에 비해 XML 자문서 서비스의 장 은 상당

히 많다. 학술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있고 구

조화된 요소  속성정의 태그들로 인해 콘텐트

를 본문정보 뿐만 아니라, 메타정보, 참고문헌 

역까지 확 하고 구조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문의 구조화는 각각의 요소 내용을 섹션별로 

탭 방식으로 보여  수도 있다. 한 내용 검색 

시 구조화된 특정 태그 혹은 속성의 데이터를 신

속하게 검색하고 표, 그림, 수식 그리고 참고문헌

의 링킹정보로 인해 직  근할 수 있으며, 그

림과 표, 보조  데이터 등을 별도로 내려 받거

나 실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참고문헌 링킹, 이용 

통계, 인용 황, 작권 정보 등을 서비스 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술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수요자 측면의 장 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자, 생

산자 입장에서도 XML 문서 구조의 특성  문

서 확장성으로 인해 호환성이 뛰어나 학술정보 

상호 공유  유통을 쉽게 할 수 있어, 국제 인 

형 출 사들의 학술정보 서비스의 핵심 기술

로 발 하고 있다. 

XML 서비스의 장 을 잘 알고 있었던 미국의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은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연구자들의 연구결

과물에 한 공공 근 정책(public access 

policy)을 기치로 무료 학술지 즉, Open Access 

학술지 활성화와 XML 자원문 서비스의 보편

화를 방침으로 하는 Open Access 학술논문 리포

지토리 장소로 PubMed Central(이하 PMC)를 

만들었으며, 이를 국립의학도서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생명기술정보센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

tion)에서 운 하도록 하 다.

PMC 포지토리의 OA 학술지의 서비스 형

식 조건은 XML 자원문 서비스 으며, XML 

자원문 서비스를 한 XML 원문 구축 문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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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ATS DTD의 구성 및 예시

의로 NLM은 2001년도에 하버드 학 도서 의 

e-journal Archiving 로젝트에서 정의한 E-Journal 

Archive DTD를 수용하여, 2002년도에 NLM 

DTD 1.0을 발표하 고, 재 까지 NLM DTD 

3.0까지 발 되어 PMC의 XML 자원문 구축 

표  DTD로 운 되고 있다.

OA 정책에 따른 의약학, 바이오분야 학술지

의 XML 서비스로 인한 PMC의 향력 증 와 

PMC와 같이 OA 기반 형 학술논문 XML 서

비스 사이트(PLoS one, BioMed Central 등)의 

성공으로, 국립정보표 화기구(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에서는 의

약학분야 학술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 다

양한 국가의 자를 수용하고자 NLM DTD 3.0

에 이를 반 한 JATS(Journal Article Tag Suite) 

DTD를 개발하여 2012년 에 Ver. 1.0을 발표하

고 JATS DTD 1.0을 NISO 표 으로 정하 다. 

재 PMC 리포지토리의 XML 장  서비스 

규칙은 NLM DTD 1.0부터 3.0 뿐만 아니라, 

JATS DTD 1.0 까지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PMC에 등재하고 서비스하려는 모

든 학술지는, JATS DTD에 하여 XML 자원

문이 제공되어야 하며, 오류없이 서비스될 수 있

어야 한다[2].

JATS DTD의 간략한 구조  시는 그림1과 

같다. DTD에 정의된 다양한 요소와 속성들을 활

용하여 복잡한 논문 문은 구조화된 XML로 생

성될 수 있으며 스타일시트 용과 문서내 객체 

 외부 자원으로의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서비

스 구 이 가능하다.

2.2 구축 현황 및 데이터 분석

KISTI는 이미 XML 원문 서비스를 각국에서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을 악하고, 국내에서 처

음으로 2000년도에 국내 표  학술논문, 연구보

고서 서지사항  본문 DTD를 자체 으로 개발

하여 학술논문, 연구보고서를 XML 문서로 DB 

구축하고, 이를 시범 서비스 하 다. 이후, 국내

학술논문 구축은 논문메타  PDF원문 제공을 

심으로 이 졌으며 KISTI는 15년 이상 학술정

보 가공 지침과 가공  리체계를 발 시켜오

고 있다.

2000년  말부터 국내 의학 학술지들을 심

으로 PMC 등재를 하여 PMC XML 구축과 서

비스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KISTI는 2010년

부터 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의  

OAK(Open Access Korea)사업참여와 한국과총

의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국제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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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ATS XML 구축 절차

<표 1> JATS XML구축 현황 (2015년도)

(그림 3) 주제분야별 비텍스트정보 구성 현황

력을 통해 학술논문에 한 Fulltext 구축에 필

요한 가공지침과 가공시스템을 개발하 다.  

2013년에는 KISTI의 ACOMS (논문투고 리리

스템 학술지버 )과 XML 워크벤치(Full-text 가

공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국내 최 로 학술지 

차출 체계  서비스 랫폼인 Kpubs를 개발하

으며[3]. 

2014년부터는 자체 으로 학술정보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학회 학술지를 상

으로 Full text XML 자원문을 구축  서비스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문 Fulltext 

XML 구축은 2014년과 2015년에 1만건 이상의 

논문 Fulltext XML이 구축되었으며, 2016년에

는 최신 발행 권호 수록 논문 XML(4천건 목표)

이 구축되고 있다. 그림 2는 논문 Full-text XML 

구축 로세스이다.

JATS XML은 논문 원본의 모든 구성 요소를 

반 하므로 본문 텍스트정보 뿐만 아니라 비텍

스트 정보(그림/표 등)도 빠짐없이 구축되어야 

한다. 논문의 표(테이블)는 재 이미지로 가공

되고 있지만 향후 태깅처리를 검토 이다. 비텍

스트정보는 XML 가공과 향후 부가 서비스 개발

을 해 매우 요하다. KISTI가 2015년도에 구

축한 JATS XML(표 1)을 토 로 주제분야  

학술지별로 비텍스트정보 구성 황을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분석하 다. 

그림 3의 분야별 논문당 평균 그림정보수  

표정보수 분석을 통해 공학분야 학술지가 다른 

분야보다 그림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표정보수의 경우 농수해,의약학 > 

공학 > 이학 순이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 다. 

하지만 KISTI 상 학술지 62종 범 내에서 산

출된 분석결과이므로 국내 학술지 체를 통한 

통계는 다를 수 있다.

그림 4는 KISTI의 JATS XML구축 상 62종

에 한 논문당 평균 그림정보수  표정보수 분

석결과를 보여 다. 학술지별로 많은 편차가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체로 논문에는 표

보다 그림이 많이 수록됨을 알 수 있다.

KISTI는 논문 Full text XML의 구조  특성

에 기반한 논문의 구성요소들 간의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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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ISTI DOI 기탁사업 참여 학술지 현황

(그림 4) 학술지별 비텍스트정보 구성 현황

(그림 5) 과학기술학회마을 JATS XML 서비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과학기술학회마을 사이트

에 Full text XML 용 서비스를 개발  용

하 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메터정보뿐만 아니

라 XML기반의 표/그림/참고문헌/본문섹션 간의 

자유로운 탐색과 이용편의성을 증 하 다.

KISTI는 국립 앙도서 과 약을 기반으로 

OAK사업에 력하고 있으며 KISTI에서 구축한 

오 엑세스 학술지 논문 XML은 국 의 OAK 

Central 사이트를 통해서도 서비스된다. 

3. JATS XML 비텍스트정보 DOI 등록 방안

3.1 KISTI 논문 DOI 기탁 현황

KISTI는 2007년부터 국내 학술지의 로벌 

유통 활성화를 하여 학술논문 DOI 기탁과 

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2월기 으

로 454종 약 20만건의 논문에 하여 DOI 기탁

과 랜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신규 발간 논문 3만건에 하여 

DOI를 기탁하고 있다. 그림8은 KISTI에서 수행

하고 있는 DOI 기탁 업무 로세스이다. 2007년

부터 2015년까지는 논문 DOI 등록을 하여 국

제 DOI RA 기 인 CrossRef를 통해 DOI를 기

탁하여 왔으나 2016년1월부터 KISTI가 세계 10

번째 DOI RA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KISTI가 

운 하는 KOREA DOI CENTER를 통해 국내 

논문의 DOI를 등록할 정이다. 재 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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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ISTI 논문 DOI 기탁 현황

(그림 8) KISTI  DOI 기탁 업무 프로세스

(그림 9) PLOS 논문 비텍스트정보 figshare 연계서비
스 사례(1)

의 주요 내용은 학회별 DOI Prefix 부여, 논문에 

DOI 부여, 랜딩페이지 구축  운 , DOI 기탁

(기탁 XML 포멧 활용, 참고문헌정보 기탁) 등이

다[4].

CrossRef은 DOI 등록과 Resolution 서비스뿐

만 아니라 DOI에 한 인용을 추 하여 제공하

는 Cited-by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들을 제공하

고 있고 KISTI는 국내 학술논문의 DOI 랜딩서

비스인 KoreaScience와 과학기술학회마을 사이

트에 반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KOREA DOI 

CENTER도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3.2 해외 비텍스트정보 DOI 등록 서비스

사례

앞서3.1에서 살펴보았듯이 논문의 DOI 등록

과 랜딩서비스 그리고 DOI에 한 다양한 활용

(인용  이용정보 추 )은 지난 10년간   

세계 으로 많은 학술지를 상으로 일반화되었

다. 국내 한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경우 국내 

학술지 평가 는 학술지 수  신장을 하여 논

문에 DOI를 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연구데이터의 공개와 공유 목 인 오 사이언스

가 확산되면서 논문의 비텍스트정보에 한 DOI 

등록과 서비스가 이 지고 있다. 먼  CrossRef 

는 DOI 기탁시 비텍스트정보도 함께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figshare 같은 회사의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 랫폼은 연구자, 출 사, 기

들이 논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데이터(논문 

비텍스트정보 포함)를 공개하여 연구정보에 한 

탐색, 공유  인용이 가능한 서비스 랫폼을 제

공하고 있다. 그림 9와 10은 세계 인 온라인 출

사인 PLOS가 자신의 에 수록된 비텍스트

정보를 figshare에 공유하여 figshare 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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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LOS 논문 비텍스트정보 figshare 연계서
비스 사례(1) (그림 11) 논문 비텍스트정보 기탁 예시

이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추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 다.  

그림 10은 figshare를 통해 등록된 연구데이

터가 학술지 논문 Fulltext XML과 연계하여 어

떻게 서비스될 수 있는지를 PLOS 온라인 학술

지 논문과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보여 다. 

Figshare는 연구데이터를 등록할 때 캘리포니

아디지털도서 (CLC)를 통해 최종 으로 과학

데이터의 DOI RA사이트인 DataCite를 통해 

DOI를 발 받는다. 등록 가능한 연구 데이터 타

입은 문서(논문,포스터,발표자료)/이미지/미디어

/ 로그램코드/ 일셋/데이터셋 등으로 매우 다

양하며 실제 등록 가능한 일 포멧은 제한이 없

다. 등록  보존 비용은 모두 무료이며, 일당 

업로드 사이즈는 최  5G, 개인의 경우 20G범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재 figshare는 

PLOS 뿐만 아니라 Wiley, Nature등의 형 출

사, 학 등의 기 들과 력하고 있으며 학술

연구 결과물에 한 인용실  심의 평가지수

를 보완하기 한 다양한 이용도를 함께 고려하

는 새로운 측정도구 Altmetrics 로젝트와도 긴

한 력을 진행하고 있다[5].

3.3 Korea DOI 센터를 통한 국내논문

3.2에서 살펴보았듯이 논문 비텍스트 정보에 

한 DOI 등록은 표 으로CrossRef에서 가능

하다. KISTI에서는 재 비텍스트정보에 한 

DOI 기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논문에 한 비텍

스트정보가 규모로 가공이 되고 정책 으로 

결정이 되면 그림 11과 같이 CrossRef가 제공하

는 비텍스트정보 기탁 양식에 따라 DOI 기탁이 

가능하다. DOI 기탁방법은 논문 DOI 기탁시 비

텍스트정보도 함께 기탁하는 방법과 논문 기탁

후 별도로 비텍스터정보만 기탁하는 방법 두가

지가 있다. 비텍스트정보의 DOI는 기본 으로 

해당 논문의 DOI에 세부 그림 는 표정보에 해

당하는 약식코드와 순번정보를 부가하여 만들어

지며 제는 아래 그림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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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OREA DOI CENTER 비텍스트정보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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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국제DOI재단(IDF)으로부터 

한국의 DOI RA로 승인된 KISTI의 KOREA 

DOI CENTER를 통해서도 국내 논문의 비텍스

트정보 DOI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논

문 DOI 등록   련서비스가 개발 이나 

KISTI를 시범 으로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기를 기 한다.  그림 12는 KOREA DOI 

CENTER를 통해 KISTI가 발간하는 JISTaP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문학술지의 논문 비텍스트 그림정보

가 검색되어 Resolution 서비스되는 것을 상하

여 도식한 그림이다. 한국 DOI센터를 통한 비텍

스트 정보 DOI 등록도 CrossRef 등록 차와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재 DOI 기탁 XML 양

식이 개발 에 있다[7].

한, 향후 KISTI가 논문의 비텍스트정보에 

한 DOI를 등록할 경우 figshare 등과 력하여 

데이터에 한 공유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용도 

측정 등의 다양한 용도의 서비스 용이 가능할 

것이다.

4. 결  론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오 엑세스와 오

사이언스는 최신 IT기술과 목되어 앞으로 

격히 확 될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 유

통 표 문기 인 KISTI는 지난 20년간 국내 

학술정보의 수집/가공/ 리/서비스 반에 걸쳐 

련 인 라와 기술을 충실히 축 하여 왔다. 디

지털 기반의 오  정보서비스 흐름에 발맞추어, 

KISTI는 국내 학술정보의 국제화  수 제고를 

해 재 수행하고 있는 고품질 논문 Full-text 

구축범 를 확 하고 기존의 논문 DOI 등록 뿐

만 아니라 논문의 비텍스트정보에 해서도 국

내 최 로 DOI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DOI 

기반의 비텍스트정보는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

에 용될 수 있으며 특히, KISTI가 개발하고 있

는 차세  정보서비스인 지식 랫폼의 콘텐츠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비텍스트정보의 DOI등

록은 2016년 국제 DOI RA로 선정된 KISTI의 

KOREA DOI CENTER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

며 향후 연구데이터의 공유 랫폼인 figshare 등

과 력을 통해 국제 으로 다양하게 연계되어 

서비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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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CrossReF : http://Crossref.org

[ 7 ] KOREA DOI CENTER : http://doi.or.kr

저 자 약 력

 

김 병 규
․․․․․․․․․․․․․․․․․․․․․․․․․․․․․․․․․․․․․․․․․․․․․․․
이메일:bk.kim@kisti.re.kr

 ∙ 2002년 2월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 석사

∙ 2002년 12월~2007년 5월 KISTI 연구원

∙ 2007년 5월~현재 KISTI 선임연구원

∙관심분야:학술콘텐트 인용분석 및 응용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