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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who? 



What is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e.g. http://orcid.org/0000-0003-4104-9655 

 

• Launched in October 2012  
• 16-digit number 
• Compatible with ISO 277729 standard 
• About 250,000 ORCID iD holders 
• Expressed as an HTTP URI 

 
 



ORCID core functions 

• A registry to obtain a unique identifier and 
manage a record of activities 
 

• APIs that support system-to-system 
communication and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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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EASY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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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D에 이미 링크되어 있는 논문 
표시해주는 기능 없음 

















ORCID에 이미 링크되어 있는 논문 
표시해주는 기능 없음 



CrossRef Metadata에서 import한 경우 
DOI 있는 논문 제외 













Publication list 생성 

PubMed, KoreaMed 등 
Auto import 할 수 없는 논문을 
수작업으로 추가  



PubMed 



Europe PMC에서 import한 경우, 
PMC article 제외 

CrossRef Metadata에서 import한 경우 
DOI 있는 논문 제외 



Article title을 검색하여 
이미 list되어 있는지 확인 







KoreaMed 



CrossRef Metadata에서 import한 경우 
DOI 있는 논문 제외 









Browsing 



Duplicate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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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D Implementation  
for Publishers (1) 

• ORCID iDs in Submission 



ORCID Implementation  
for Publishers (1) 

• ORCID iDs in Submission 

Anna Jester, eJournalPress (http://orcid.org/0000-0002-8543-0311) 
ORCID iDs in Submission [Video]. ORCID Implementation Workshop for Publishers; 2013 Sep 19.  
Available at: http://orcid.org/about/events/orcid-implementation-workshop-publishers-sept-19-2013 

http://orcid.org/about/events/orcid-implementation-workshop-publishers-sept-19-2013


ORCID Implementation 
 for Publishers (2) 

• ORCID iDs in Publication 

Displaying ORCID iDs in online and printed materials 
Do:  

1. Use the ORCID iD icon     as a link to http://orcid.org.  
2. Use the following format for displaying ORCID iDs:  
        http://orcid.org/0000-0002-1825-0097  

 • Link the ORCID iD URI to the ORCID record.  
 

Don’t:  
• Manipulate the icon.  
• Use any other artwork from our site, such as the ORCID logo, without explicit 
 permission from ORCID. 
• Use our marks on merchandise without our prior permission. 
 

 Reference: https://orcid.org/trademark-and-id-display-guidelines 

http://orcid.org/
http://orcid.org/0000-0002-1825-0097




PDF 

Website 













What to prepare and how to do 

• Summary 

1. Register ORCID iD 
2. Add your Info 
3. Use your ORCID iD 
    in CV, presentation, journal article, etc. 
4. Display ORCID iDs in Publication 
    in online and printed 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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