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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I는 급변하는 지식정보 환경에 대응하여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과학기술지식정보        
인프라 연구개발  및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DSL은 1962년 이래 KISTI가 제공해 온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DSL은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핵심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KISTI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진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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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2015년 9월 16일 현재)

논문 scholar.ndsl.kr 보고서 report.ndsl.kr

특허 patent.ndsl.kr

사실정보 fact.ndsl.kr표준 standard.ndsl.kr

동향 radar.ndsl.kr

▶ 국내외학술지·학술회의논문,
     국내학위논문, 저널·프로시딩 
     서지 등  약 72,250,542건

▶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각종          
     분석 리포트 등 약 273,580건

▶ 한국특허·실용·디자인       
     미국특허등록, 유럽특허,     
     일본 특허, 국제특허 등
     약 32,056,485건

▶ 물리·화학정보, 생명과학정보,         
     인체정보 등 사실정보 약 118,792건

▶ 한국산업표준(KS),국제표준화         
     기구표준(ISO), 국제전기기술

     위원회표준(IEC) 등  
     약 61,351건

▶ 해외과학기술동향, 과학

     기술 정책동향, 정보서비스

     글로벌 동향 등 
     약 200,975건

주요 콘텐츠 NDSL.kr
m.NDSL.kr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의 통합서비스
 NDSL은 학술논문·특허·보고서·동향·표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NDSL에서 한번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품질이 검증된 신뢰성 있는 정보
 국내외 다양한 정보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정보자원과 연계되는 협력망기반 서비스
 국내 외 약 310여개 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KISTI뿐만 아니라 협력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까지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로 실현하는 열린 NDSL, NOS(NDSL Open Service)
 여러분의 웹사이트에서 NDSL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NOS(NDSL Open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NO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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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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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SL.kr
m.NDSL.kr

➊  통합검색
 NDSL에서 제공하는 각 콘텐츠를 통합하여 검색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선정하여 검색 가능

 NDSL 홈  통합검색 결과보기

➌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시 My NDSL, 
 전자원문 원격접속 등 개인별 특화 서비스 제공

➍ 최근 검색한 
 검색어를 다시 보여줌

➌ 최신순으로 본 자료를 
 다시 보여줌

➎ 검색결과의 타이틀을 클릭하면

 상세보기로 넘어감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제공 ➊ ➋ 다국어 입력 지원

다국어입력기

➋ ISSUE & NDSL
 이슈가 되는 과학기술 테마별 관련 콘텐츠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를 제공

| 통합검색 |

➋

➋

➊

➊

➌

➌

➍

➎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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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검색 |

 콘텐츠별 홈

결과 내 재검색
추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결과 제한

상세검색
논문명,  초록, 저자, 키워드 등으로 검색

즐겨찾기 저장
원하는 논문을 즐겨찾기에 저장하여 
My NDSL에서 이용

고급검색
검색식(불리언, 절단, 인접, 구분검색)을
이용하여  검색

검색결과 항목별 보기
검색결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별 
주제분야로 필터링하여 볼 수 있음

간략보기
제목, 저자, 게재지 등 간략 검색결과 제공

검색히스토리
사용한 검색식을 임시 보관

내보내기
체크박스 표시 후 내보내기를 누르면 자료를 
파일로 저장, 인쇄하거나 메일로 전송

초록보기, 원문보기, 소장처보기
화면이동 없이 초록, 원문, 소장처 디스플레이

검색결과 정렬하기
검색결과의 항목별 정렬기능

해외 무료 전자저널 검색
해외 출판사 사이트로 이동없이 NDSL에서 
해외전자원문을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오픈한 서비스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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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상세보기 | | NDSL 개인화서비스 |

➌
➋

➍
➎

➌ 권호별/소장처보기
 논문을 수록한 저널의

 권호별 정보와 소장처

 정보 제공 

➎ 원문복사신청
 온라인에서

 원문제공서비스

 신청   

➍ 저널이용지표
 NDSL저널 이용

 통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표 제공

➊ 자주 검색하는 저널, 논문, 특허, 동향정보를

 저장하고 관리, 동료와 공유(프로젝트별 관리)

➋ 즐겨찾는 정보를 공유할 연구자 등록

자주 사용하는 검색환경 설정

(상세검색, 디스플레이, 정렬옵션, 상세화면 보기)

➊ 관심저널 등록 / 논문, 특허, 동향정보의

 주제 및 키워드 등록 / 자주 사용하는

 검색식 등록

➋ 메인적용을 클릭하면 NDSL 메인

 페이지에 정보알리미 제공

 MyNDSL - 개인화 설정 ▶ 검색환경 설정  MyNDSL - 즐겨찾기 관리

➊ 원문보기/소장처보기
 원문보기 클릭시 PDF 원문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소장처 보기를 
 통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정보 제공

➋ 한글 번역보기
 외국어 자료의 초록

 번역서비스 제공

➊

 MyNDSL - 개인화 설정 ▶ 정보알리미 설정

➋

➊

➊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➋

➋

➊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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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정보분석서비스 NDSL.kr
m.NDSL.kr

NDSL 원문제공서비스(NIDS : NDSL Information Delivery Service)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국내 협력기관(국회도서관, 표준협회 등 300여 개) 및 해외

협력 기관(subito, 피츠버그대, 연변생산성촉진센터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원문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최근 10년간 특허를 분석하여 동향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1. NDSL 검색 후 검색결과 간략보기 및 상세보기에서 “원문복사신청” 클릭

2. 로그인 후 MyNDSL ▶ 원문서비스 ▶ 원문서비스 신청 클릭

•전자전송, 보통우편, 특급우편, 팩스, 이메일 파일첨부(특허에 한함)

▶ 연도별 출원 동향

▶ 국가별 출원 동향

▶ 연도별 주요국 출원 동향

▶ 기술분류별 출원 동향

▶ 기술분류별 주요국 출원 동향

▶ 출원인 동향

▶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연도별 신규 진입 연구 주체 동향

▶ 연구 주체 그룹 서비스

 구   분 일반 회원  협력기관 회원

서비스 범위 학술지, 학술회의 자료 모든 유형의 자료(학술지, 보고서, 특허, 표준 등)

결제방법 선불 : 신용카드, 계좌이체
후불 : 소속도서관으로 지불

선불 : 신용카드, 계좌이체

자료 수령처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후불 : 소속도서관에서 수령

선불 :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비고 NDSL에서 선불 결제 후 자료 신청 협력기관 관리자 인증 후 자료신청

 회원유형별 서비스 비교

 신청방법

 제공방법

 제공서비스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 NDSL 특허분석 서비스 |

NDSL 저널 이용통계를 기반으로 국내학술지 이용지표를 제공합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이용통계 그래프 분석

▶ 전체 저널 이용통계 제공(상세보기, 원문보기, 합계)
▶ 직전년도 RF(Reading Factor) 지표

▶ 원문보기 최빈년도 분석

 제공서비스

| NDSL 저널 이용지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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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오픈서비스(NOS)  nos.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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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m.NDSL.kr
NDSL.kr

m.NDSL.kr

KISTI 오픈 플랫폼인 NOS(NDSL Open Service)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웹사이트의 
경계를 넘어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OpenAPI 등으로 누구나 쉽게 연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유통플랫폼입니다. 

 NOS (NDSL Open Service)

 NOS 제공 콘텐츠 및 주요활용기관

▶ NDSL의 콘텐츠를 여러분의 웹 사이트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입니다.
▶ NDSL의 방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NDSL 모바일서비스는 모바일웹(http://m.ndsl.kr)과 모바일앱(안드로이드/아이폰용)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총 105개)

공공기관

24개

민간기업

25개

대학교

27개

연구소

29개

 정보검색 기능
각 콘텐츠별 상세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논문과 보고서, PDF에 대한 접근경로, 소장처    
정보까지 확장해 제공합니다.

 최신 과학기술정보 브라우징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을 전하는 ‘동향’ 코너와 분야별로  
선정된 최신 과학기술을 전하는 ‘이슈 & NDSL’,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에세이 ‘과학향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개인화서비스
NDSL PC웹(www.ndsl.kr)과 연동해 원문복사신청, 즐겨찾기, 알리미 서비스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DSL PC웹에 QR코드를 적용하여 모바일로의 콘텐츠 저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기반의 정보 활용 및 연구자간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앱의
특성

정보검색
기능

개인화
서비스

최신
과학기술정보
브라우징

▶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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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비스        @NDSL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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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향기  scent.ndsl.kr
NDSL.kr

m.NDSL.kr

NDSL 트위터(@NDSL_kr)의 SNS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KISTI의 과학향기는 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여 과학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일반인 및 교사, 연구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감성 메일진입니다.

 과학향기 모바일 서비스  m.NDSL.kr 

 팟캐스트 

 과학향기 단행본 

 과학향기 홈페이지 및 블로그 

 NDSL 트윗봇
NDSL 트위터에 @ndsl_kr % 전체 : 키워드 %를 입력하시면 NDSL 트윗봇이 친절하게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무료로 과학향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는 KISTI의 과학향기 팟캐스트를 운영합니다.
과학계의  주요 이슈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iTunes의 팟캐스트 검색창에 ‘과학향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구독 및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KISTI의 과학향기 인터넷 웹페이지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KISTI는 과학향기 단행본을 매년 발행합니다. 과학향기는 e-Book   
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DSL 트위터  https://twitter.com/ndsl_kr
하루 2건의 NDSL 동향과 과학향기를 발신하는 NDSL 트위터를 통해 NDSL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http://scent.ndsl.kr

과학향기(캐모마일 편) 과학향기(로즈마리 편)

http://blog.naver.com/kisti001 http://scentkisti.tistory.com

과학향기(팟캐스트)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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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icon.NDSL.kr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KoreaScience  www.koreascience.kr
NDSL.kr

m.NDSL.kr

아이콘은 정보서비스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동향지식 포털 입니다. 국내외 정보

이용 환경의 변화에 관심있는 연구원, 학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oreaScience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 한국의 
과학기술정보를 찾고자 하는 해외 연구자들을 위한 글로벌서비스 입니다.

▶ 정보서비스 분야 동향 뉴스 및 분석 정보 제공

▶ KISTI를 비롯한 국내외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정보 제공

▶ KISTI에서 발행한 「KISTI 지식리포트」 제공

▶ 정보서비스 분야 국내외 학술행사 및 교육정보 제공

이메일 : icon@kisti.re.kr        트위터 : @iconxpres

 KoreaScience 활용

•국내과학기술 학술정보의 피인용도 증대
KoreaScience 수록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연구자의 논문은 본 서비스를 통해 국제적으로 피인용 기회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학술정보·연구자·학회를 세계에 홍보
KoreaScience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정보가 매개체가 되어 국내 학회, 연구자, 기술정보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국내 학술지 기반 강화
해외 연구자들이 KoreaScience를 통해서 알게 된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게 되어 국내 학술지의 
논문 투고량이 증대됩니다.

NDSL 소개     검색 및 정보이용    NDSL 패밀리 사이트



본원(대전)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TEL : 042)828-5114   FAX : 042)828-5092
분원(서울) 02456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02)3299-6114   FAX : 02)3299-6244

고객센터

• http://helpdesk.ndsl.kr
• E-mail : helpdesk@kisti.re.kr
• 전화 : 080-969-4114(무료)
• 전화 : 02-969-4114(유료)
• 팩스 : 02-3299-6159
• 평일 : 0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고객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