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토록 편리한 

스마트폰 앱으로 

과학기술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대인의 손에서 잠잘 때를 빼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 바로 스마트폰이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TV를 보고 쇼핑과 은행업무, 열차예약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한다.

특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앱)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의 기능은 무한대로 확장 중이다. NDSL.kr
m.NDSL.kr

“바로 

NDSL 
모바일앱으로

스마트하게 !”

모바일앱
손 안의 과학상자



과학기술 R&D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의 30% 이상이다. 
그런데 정보의 총생산량이 매년 60% 이상 급증하면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이나 늘어

나고 있으며(미국 NSF, 일본 STA), 정보의 폭증으로 인해 하루 평균 2시간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는 연구자는 겨우 21%에 

불과한 실정(S. Feldman, 2004)이다. 더구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급속히 빨라짐에 따라 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가에 따라 연구성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 확보도 이제 시간싸움이 된 것이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KISTI가 나섰다!
이제 NDSL의 정보를 모바일앱(App)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NDSL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내 최대의 과학

기술정보포털로, 논문·특허·보고서·동향·표준·사실정보 등 약 1억 건에 달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ISTI는 연구자들이 NDSL의 정보를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NDSL 모바일웹 사이트

(m.ndsl.kr)와 모바일앱의 장점만을 모아 호환성을 강화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마트앱을 새롭게 개발했다. 

NDSL, 모바일웹을 넘어 하이브리드 스마트앱으로!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앱 제작 전 과정에 이용자가 직접 참여 

철저한 ‘고객중심’ 모바일 인터페이스 개발

Hybrid Smart App



Concept 02

Mobile Service User Interface

Concept 01 이용자 참여형 모바일 앱 서비스
이번에 개발된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기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NDSL 이용자들

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철저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현재 NDSL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심층인터뷰 함으로써 이용자 패턴과 정확한 니즈를 분석해 앱 개발에 적극 활용

했으며, 개발이 끝난 뒤에도 고객들로부터 2차례에 걸친 평가를 받아 앱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의 권고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앱의 효율성을 높이는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인터페이스
철저히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만큼 NDSL 모바일앱에서는 고객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엿보

인다. 우선 NDSL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고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의 성격과 모바일 기기 환경·사용성 등을 고려한 모바일 인터페이

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메뉴의 기능을 혼돈하지 않도록 통합검색창과 상세메뉴창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불필요한 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원문과 그렇지 않은 원문을 구분

해 표시하는 등 인터페이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기존의 모바일웹에서 제공하던 콘텐츠를 크게 확대하고, 상세검색 기능 제공 등 검색 기능 

확대하는 한편, 고객 개개인의 사용패턴에 맞는 개인화 기능을 강화했다. 더불어 NDSL PC웹에 

QR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모바일서비스로의 전환도 쉽게 했다.



정보검색기능01

Information Architecture

최신 과학기술정보 
브라우징

02

개인화서비스03

각 콘텐츠별 상세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논문과 보고서, PDF에 대한 

접근경로, 소장처 정보까지 확장해 제공한다.

NDSL 모바일앱의 전체 기능 및 메뉴구조는 정보 검색, 최신 과학 뉴스 브라우징, pc웹 연동을 통한 

개인화서비스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진다.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을 전하는 ‘동향’ 코너와 

분야별로 선정된 최신 과학기술을 전하는 ‘이슈 & 

NDSL’ ,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에세이 ‘과학향기’ 카테고리가 있다. 

NDSL PC웹(www.ndsl.kr)과 연동해 원문복사신

청, 즐겨찾기, 알리미 서비스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NDSL PC웹에 QR코드를 

적용하여 모바일로의 콘텐츠 저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기반의 정보 활용 및 연구자간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앱의 특징

정보검색기능

최신 
과학기술정보 

브라우징
개인화서비스

NDSL(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은 KISTI가 제공하는 국내 최대 과학기술정보 통합검색서비스로,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핵심 

과학기술정보(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 사실정보)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 연구자를 위한 원문복사서비스(DDS), 모바일서비스(m.ndsl.kr), 가시화서비스 등의 다양한 연

구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 NDSL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는 과학기술 학술논문·특허 등 

약 1억 건에 달한다. 

http://www.ndsl.kr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