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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을 통해 컨텐츠에 링크하는 방법

저널 홈페이지 URL 
포함되는 컨텐츠 날짜와 함께 각 저널별 URL 목록을 Microsoft Excel 
파일 또는 콤마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 형태로  
www.oxfordjournals.org/help/techinfo/linking.html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URL-기반 링크 알고리즘 
저널 홈페이지 URL 스프레드시트를  
(www.oxfordjournals.org/help/homepage_ urls.xls) 를 이용하여, 
특정 페이지에 대한 URL 기반 링크는 다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ucleic Acids Research…

• 홈 페이지: [홈 페이지 URL] 
 http://nar.oxfordjournals.org/

• 아카이브 페이지: [홈 페이지 URL] /archive/
 http://nar.oxfordjournals.org/archive/ 

• 목차: [홈 페이지 URL]
 /content/vol[volume]/issue[issue]/index.dtl
 http://nar.oxfordjournals.org/content/vol25/issue17/index.dtl

제3자 링크 계약 
Oxford Journals는 통합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읽을 수 있는 논문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full text 링크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데이터 검색 메카니즘을 제공합니다. OAI-PMH (뒷면 참조)
는 그러한 메카니즘 중 하나입니다. 제3자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xfordjournals.org/help/techinfo 에 나와 있습니다.

오픈 URL 링크 설정 방법

인바운드 URL 링크 
OpenURL 구문을 사용하여 Oxford Journals 컨텐츠로 링크하려면 
CrossRef OpenURL Resolver www.crossref.org/openurl 를 
이용하십시오.

아웃바운드 URL 링크 
OpenURL 링크 서버를 가진 기관의 관리자인 경우 Oxford Journals 
웹사이트 상의 컨텐츠에서 OpenURL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 활성화 방법에 대한 지침은  
www.oxfordjournals.org/librarians/openurl.html 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rossRef 및 DOI 를 이용한 논문단계의 링크
이 링크는 DOI를 이용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Oxford Journals 는 
CrossRef (www.crossref.org) 로 저널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DOI를 보관합니다. 

•  Oxford Journals 컨텐츠로의 링크를 생성하려면 도서관은 이제 
다음 URL 을 통해 CrossRef 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신 또는 DOI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crossref.org/freeTextQuery 

• 기사의 DOI를 알고 있는 경우 
 http://dx.doi.org/ 에 추가하여 링크를 만들면 됩니다. 예:
 http://dx.doi.org/10.1093/nar/gkh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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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MARC 레코드를 이용하여 도서관 카탈로그 업데이트
전체 Oxford Journals MARC 레코드는 www.oxfordjournals.org/
librarians/marc.html 에 나와 있습니다. MARC 21 및 탭 단락 
포맷으로도 제공되어 도서관 카탈로그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www.oxfordjournals.org/librarians/marc.html 에서 
다운로드하려면 링크 하나를 선택하시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링크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Link Target 
As)’ (또는 이와 유사)을 선택하여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또한 전자우편으로 MARC 기록을 보내도록 요청하시려면 Oxford 
Journals 로 연락하십시오. 

OAI-PMH 기술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습니까? 

오픈 아카이브 이니셔티브 
도서관 콜렉션에 컨텐츠 검색성을 개선하기 위해 Oxford Journals
는 OAI-PMH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으로 메타데이터는 일반 
형식으로 제공되며 헤더 데이터와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여 OPAC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을 통해 로컬로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OAI-PMH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는 www.openarchives.org 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수집(Harvesting) 
•  다음을 통해 OAI-PMH 인터페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http://open-archive.highwire.org 
• 프로토콜은 다음 수준에서 선택적인 수집을
 허용합니다. 
 – HighWire (이용 가능한 모든 기록) 
 – OUP (예: Oxford Journals) 
 – journalcode:volume:issue 
 – 날짜 스탬프

예를 들어 OAI-PMH 를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oxfordjournals.org/help/techninfo/oaipmh.html 또는 
www.openarchives.org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카탈로그 업데이트
rss 웹 피드 이용 

저널별 RSS 웹 피드는 Oxford Journals 메타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공합니다. 

RSS 웹 피드에 대한 링크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a)  저널 홈페이지상의 RSS 링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각 저널의 

RSS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간단하게 복사하여 
XML 페이지의 URL을 RSS 리더에 붙여 넣고 새로운 피드로 
저장합니다. 

b)  RSS 피드 데이터를 많이 상용화된 RSS 리더로 대량으로 
가져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OPML 파일로 RSS URLS 를 
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www.oxfordjournals.org/help/rss.html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프록시 서버 
기관에서 EZProxy 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ezproxy.cfg 
파일에 포함시키기 위해 Oxford Journals 웹사이트의 세부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oxfordjournals.org/help/linking.html. 

기술 참조! 
기관이 2005 년 7월 이전에 Oxford Journals 컨텐츠로의 링크를 
설정한 경우 기본 도메인 이름 www3.oup.co.uk이  
www.oxfordjournals.org 로 교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도메인도 계속 지원되지만 가급적 빨리 링크를 업데이트 후시험하여 
www.oxfordjournals.org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온라인 구독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지역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하십시오. www.oxfordjournals.org/contact_us. 

본지에 명시된 정보는 인쇄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www.oxfordjournals.org/help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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