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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DS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KISTI가 제공해 온 NDSL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산실입니다. 

NDSL은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개발된 과학

기술정보 서비스 플랫폼으로, 논문·특허·보고서·동향·저널/프로시딩·연구자·연구기관 등 약 1억건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콘텐츠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은 과학기술 연구자를 위한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또한, 쉽게보는 검색결과, 오픈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지식의 발견과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KISTI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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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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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DSL? 주요 콘텐츠

>>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의 통합서비스
   NDSL은 학술논문·특허·보고서·동향·저널/프로시딩·연구자·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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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반 서비스
   국내외 300여 개 기관과 협력하여 KISTI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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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논문,
해외논문, 
국내학위논문 
약 78,899,665건 

저널/프로시딩 서지  
약 379,842건 

한국특허·실용·디자인 
미국특허등록, 유럽특허,

일본특허, 국제특허 등 
약 35,465,778건 

연구기관 정보

약 352,492건

연구자 정보

약 856,419건

해외과학기술동향, 
과학기술 정책동향,
정보서비스 글로벌 동향 등
약 27,593건

연구자 연구기관

동향 특허

논문

저널/프로시딩

국가연구개발 보고서, 
각종 분석리포 등 

약 282,840건 

보고서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 2017년 12월 12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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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및 
회원가입

앱 리스트

PIN바로가기

>> 논문 상세검색 및 도움말

>> 콘텐츠별 상세검색

통합검색 상세검색

통합검색

NDSL에서 제공하는 각 콘텐츠를 통합하여 검색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상세검색, 다국어 입력 기능 제공

이슈&NDSL
최신 사회현안 관련 
과학기술 이슈와  
NDSL 콘텐츠 및 
외부 연계정보 제공

Quick Link

공지사항

최신동향

NDSL.kr

추천/인기 콘텐츠
관심키워드 및 추천키워드 클라우드와 
이용자가 선택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콘텐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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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간략보기

정렬항목 선택
•정확도

•논문명

•저널명

•발행일

•저자

필터항목 선택
•무료논문

•등재정보

이슈 & NDSL 
추천

함께 이용한 인기검색어 

내가 본 자료

최근 내가 검색한 조건

분석결과 더보기
분석결과 줄이기

내보내기

즐겨찾기

장바구니 담기

초록 보기
원문 보기

검색결과 필터
•필터항목선택 

•필터실행

세부 분류

>> 검색결과 보기

콘텐츠 유형

쉽게보는 
검색결과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저자

•저자+키워드

항목별 그래프
•바차트

•파이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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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프로시딩 상세정보 저널이용지표>> 논문 상세정보

>> MyNDSL

 이용지표
     Reading Factor, 
     원문보기 최빈년도 제공

| MyNDSL – 내환경 설정 – 검색환경 설정 | | MyNDSL – 관심사항관리 – 즐겨찾는 정보 | 

 즐겨찾기 자료 저장
 즐겨찾기 폴더 생성 

자주 사용하는 검색환경 설정
(출력건수, 정렬옵션, 상세화면 보기  설정)

Full Text XML
XML뷰어 이동

참고문헌 연계

저자의 다른 논문 연계

저자/기관/주제어 지식맵

표/이미지 확대보기

 이용통계
     저널 수록 논문의 
     상세보기, 원문보기 통계 제공

등재정보

피인용 횟수

원문보기

무료/유료 다운로드 
링크 제공,
원문복사신청, 
장바구니 담기 제공

함께 볼만한 콘텐츠 추천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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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불결제(논문단위 검색신청만 가능)  

   2) 후불결제(협력기관 이용자)  

    ① 논문단위 검색신청

    ② 저널/프로시딩 단위 검색신청(논문명이 검색되지 않으나 저널명이 확인된 경우)

원문제공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NDSL Information Delivery Service)는 NDSL 회원이 NDSL에서 학술지 및 학술

회의록 전자원문을 즉시 열람할 수 없는 경우, KISTI, 국내 300여개의 도서관 및 해외(Subito, STPI,   
피츠버그대학교, 연변생산력촉진센터) 협력기관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원유형

NDSL 원문제공서비스 회원유형은 일반회원과 협력기관 회원이 있습니다.  

1. 일반회원
     NDSL에 가입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선불로 원문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입니다. 

2. 협력기관 회원
      NIDS 협력기관 소속 이용자로, 소속기관 관리자에게 인증 받은 회원입니다.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요금을 후불 

정산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NDSL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소속 기관 찾기를 통해 NIDS 협력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이 NIDS 협력기관이더라도 소속기관 관리자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선불로 이용하는 경우 일반회원 권한이 부여됩니다.

>> 이용방법

1. 회원가입

     원문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NDSL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일반회원 / 협력기관회원)

2. 원문제공서비스 신청

구분 일반회원 협력기관 회원

서비스범위 학술지 및 학술회의록 논문

결제방법 선불 : 신용카드, 계좌이체
후불 : 소속 도서관으로 지불

선불 : 신용카드, 계좌이체

자료수령처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
후불 : 소속도서관에서 수령

선불 :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

제공방법 보통 / 특급 / 팩스 전자전송 / 보통 / 특급 / 팩스 

검색결과의 
원문복사

신청 클릭

검색결과의

원문복사

신청 클릭

결제방법 
“선불”선택

(실시간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방법 
“후불”선택

발송방법 
선택

(우편/팩스)

발송방법

선택

(우편/팩스/
전자전송)

제공기관

신청순위

지정

(최대 3개)

제공기관

신청순위

지정

(최대3개)

확인버튼 
클릭

확인버튼

클릭

※ “원문보기” 버튼이 활성화 된 경우 전자원문 열람이 가능(신청 불필요)

저널/
프로시딩

검색 후 클릭

게재지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권호선택 후 
복사신청 클릭

발송방법

선택

(우편/팩스/
전자전송)

제공기관

신청순위

지정

(최대3개)

논문명/
저자명/

페이지정보 
입력

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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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DSL 서비스  PIN 서비스 

PIN(Profiled Service In NDSL) 서비스는 고객의 관심 정보를 중심으로 개인화된 정보 이용환경을 

제공합니다.

연구자의 정보이용 특성에 따른 정교한 콘텐츠 추천으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슈&NDSL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로 범람하는 정보 가운데 가치 있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정 및 
가공하여 제공합니다. 이슈&NDSL에서는 최신 과학기술 이슈는 물론 NDSL 관련 콘텐츠와 외부 정보도 
연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해시태그(예: #인공광합성)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추천이슈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현안 관련 과학기술 이슈를 선정/제공 

>>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관련 최신 이슈를 선정/제공

>> 해외과학기술동향
GTB 중 Cell, Nature 등 세계적인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재선정/재가공

>> 정보서비스글로벌동향
iCON의 국내외 정보서비스 뉴스, 기관현황 콘텐츠 중 재선정/재가공

이슈&NDSL화면 관련 NDSL 콘텐츠 및 
외부 연계정보

iCON추천이슈 해외과학기술동향 4차산업혁명

나의 콘텐츠 
이용률

원문보기 
히스토리

접속 이력

상세보기 히스토리

검색키워드

 히스토리

추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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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m.NDSL.kr

NDSL 모바일서비스는 모바일웹(http://m.ndsl.kr)과 모바일앱(안드로이드/아이폰용)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검색 기능
각 콘텐츠별 상세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논문과 보고서, 
PDF원문 파일 및 저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최신 과학기술정보 브라우징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을 전하는 ‘동향’ 코너와 분야별로 선정

된 최신 과학기술을 전하는 ‘이슈&NDSL’,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에세이 ‘과학향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개인화서비스

NDSL PC웹(www.ndsl.kr)과 연동해 원문 장바구니 담기, 즐겨찾기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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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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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기준/ 총 130개 기관

공공기관

34개 민간기업

32개

대학교

32개

연구소

32개

NDSL 오픈서비스(NOS)  nos.NDSL.kr 

KISTI 오픈 플랫폼인 NOS(NDSL Open Service)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웹사이트의 경계

를 넘어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OpenAPI 등으로 누구나 쉽게 연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유통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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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icon.NDSL.kr 글로벌 서비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를 전세계에 확산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KoreaScience, KSP, KPubS가 있습니다.

>> KoreaScience
          국내 학술지의 영문 서비스 사이트로 466종의 학술지를 DOI 기반으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KSP(KoreaScience Portal)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의 국제 홍보를 위한 사이트로 국내의 과학기술 관련 학회, 대학, 기관, 영문 자원, 뉴스, 

연구자, 기업 등을 외국인이 영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KPubS(Korean Journal Publishing Service)
          국내 학술지의 출판 품질 제고를 위해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 XML full-text 구축도구, 웹퍼블리싱 등의 

학술지 출판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KoreaScience KoreaScience Portal KP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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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변화에 관심있는 연구원, 학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교류의 장을 제공

합니다.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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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reascience.or.kr portal.koreascience.or.kr www.kp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