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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는 NIDS 서비스 직접 이용 안내

2016년 1월 1일부터 웹을 통해 원문이 공개되거나 직접 구매 가능한 자료의 원문제공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KISTI와 300여 원문제공서비스 협력기관 소장자료 및 국내에 

소장처가 없는 해외논문은 NDSL의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제공하지만, 그 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자료는 직접 입수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논문, 특허, 보고서, 학위논문, 규격 등 원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2015. 11.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서비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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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해외서�및�비도서,� 고서�등� 천만�권�이상의�자료를�소장하고�있습니다.
❍ 도서관에�방문하지�못할�경우�일반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에�한해서�우편복사�
� � � 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 � � � ‧ 인터넷ㆍFAX� 등으로�신청�가능
� � � � ‧ 복사물은�우편�또는� FAX로�제공

1.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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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가 자료유형별로 나타나며, 검색 시 자료유형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단행본은 상세정보, 목차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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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종류에서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검색결과를 확인하면 자료별 소장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에서 기사명이나 도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신청이 필요한 
자료는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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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상단에 바구니를 클릭한 후, 원문복사 신청할 자료를 선택하고 하단의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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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복사 신청을 위한 화면입니다.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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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복사신청내역은 ‘내서재>신청내역>자료열람>우편복사신청’에서 조회, 신청취소가 가능합
니다.

- 우편복사신청서 양식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내역을 기록하여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편복사신청서☞ http://www.nl.go.kr/nl/service/copy/data_cop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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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도서관（http://dl.nanet.go.kr）

❍�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와� 미국의회에서� �
� � � � 발행되는� 청문회자료,� 상임위원회� 자료� 및� 주요국의� 의회자료와� 각국의� 헌법·법령집� � �

� � � � 그리고�정부간행물도�소장하고�있습니다.�

❍ 국제기구�기탁도서관으로서� UN�및� UN전문기구와�WTO� 등에서�간행한�각종�자료를� � �
� 수집·정리하여�봉사하고�있습니다.�

-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검색을 위한 기본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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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을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료검색을 합니다.
- 검색결과에서 나타나는 아이콘입니다. 

  : 원문보기가 가능한 자료

  : 협정기관에 방문하면 원문보기가 가능한 자료 

   : 국회도서관 방문 시 원문보기가 가능한 자료

 

- 상세보기 화면에서 ‘전체 협정기관 리스트 보기’를 클릭하면 지역별 협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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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는 자료의 원문복사신청은 국회도서관 복사실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및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 http://nanet.i-pr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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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건이�넘는�단행자료,� 학술지,� 지도,� 신문,� 특허,� 전자�자료�등을�소장하며,�
� � � 세계�최대�원문제공서비스�제공기관입니다.

3. British Library (http://www.bl.uk/)

3-1. BL On-Demand (https://ondemand.bl.uk)

❏ 논문명, 서지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경우 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Help Desk E-mail : Customer-Services@bl.uk)

  ❖이용자 등록
    - 잡지 또는 논문을 검색하여 원문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를 클릭하여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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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등록을 하면 이용자 등록 시에 입력한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확인메일이 발송됩니다.

Dear ......., 

Thank you for registering for a British Library Online Account. 
Your Online Account Number is 1xxxxx7.  
To activate your online account click on the link below (or paste it into a browser). 
Please note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use your online account until you do this. 

https://register.bl.uk/Ui/Verify.aspx?ServiceId=rwpKsb99RFk1&IndividualId=f6pOuHDFY9c1&E
mail=hIJX2jEh0AWdH416kjLcRLH5XjW--DhB0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your registration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s. 

    -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British Library Service Registration Complete’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Dear HxxxxKxx,  

Thank you for registering for the British Library On Demand. 
You can access it here https://OnDemand.bl.uk. 

If you work for or are studying at an organisation who has an existing Business Account 
with On Demand and you want to be associated with that account, you will need to forward 
this email to the nominated administrator of the account (usually the information 
specialist/librarian) requesting permission to do so.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association to a Business Account, please contact your account Administrator in the first 
instance. Your online account number is 1xxxxx7. 

Please do not reply to this email as this email address is not monitored.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your registration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s. 

 - 로그인 하시고 논문검색이나 검색된 자료의 원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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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검색
    - 찾고자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논문을 검색합니다.
    - NDSL에서는 검색한 자료 중에 소장처정보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BL에서 검색하여 자료 
      소장과 원문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논문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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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에서 논문명을 클릭하며 아래와 같이 상세한 서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구매를 원하면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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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ivery Option을 선택합니다.

     ① 파일로 받는 경우   선택합니다. 
        파일로 받는 경우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FileOpen Softwar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FileOpen Software를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Delivery Speed  
        선택하는 Option에 따라 요금변동이 있으니 하단의 요금을 확인하십시오.
     ③ Quality 
        High를 선택하면 요금변동이 있습니다.
     ④ Quantity 
        자료 부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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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단 요금정보에서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 요금(서비스요금, 저작권료 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EXT STEP'을 클릭하면 원문을 제공받을 주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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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 STEP'를 클릭하여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ADD TO BASKET'을 클릭하면 바구니에 
담깁니다. 확인 후에 CLOSE를 클릭합니다. 

    - On Demand 화면에서 ‘My Basket'를 클릭합니다. 원문을 주문하려면 좌측 하단의 
‘ORDER SELECTED'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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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원문신청 결제가 완료되면, 원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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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신청 
    - 검색결과에서 자료형태가 BOOK으로 되어있는 자료는 전권 복사는 불가하고, Chapter 

Title이나 Author, 페이지 정보를 입력하여 자료의 일부분만 원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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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명으로 검색하여 원문 신청 
    - 검색결과에서 잡지명을 클릭한 후, 찾고자 하는 자료의 발행년도, 수록페이지, 논문명 등을  

  입력하여 원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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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L Catalogue (http://explore.bl.uk)
❐ BL에 소장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후 이용가능).

 - 기본 검색화면과 Advanced 검색화면입니다.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22 -

- 논문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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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서 논문명을 클릭하면 상세보기화면이 나옵니다.

  상세보기에서 Deliver item to > 클릭하면 원문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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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국학위논문(BL EThOS) (http://ethos.bl.uk)

❐ 영국대학의 학위논문을 검색하고 원문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Help Desk E-mail: ethos-help@bl.uk)

- 학위논문의 원문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OnDemane와 별도로 EThOS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
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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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은 기본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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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화면입니다. 자료 제공 형태에 따라 학위 논문명 옆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EThOS에서 원문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해당 대학에 연결해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이콘이 없는 자료는 EThOS에서 원문제공이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논문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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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OS에서 원문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입니다.
  ‧ 원문 외 다른 매체로 자료를 받을 시 비용 지불
  ‧ 신용카드로 결제 시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자료 배송 
 - PDF로 자료를 받으려면 Download를 선택하고 ‘Add Basket'을 클릭합니다.

- 자료명을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에 ‘Confirm'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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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항목에 체크하고 'Create Order'를 클릭합니다.

- ‘Download’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다운로드 할 자료를 선택해서 체크하고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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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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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http://www.sae.org/)

❍ 미국자동차기술학회에서�제정된� SAE� 규격을�검색하고�원문을�구매할�수�있습니다.
❍ 검색창에�원하는�자료명이나�규격�번호를�입력하여�검색할�수� 있습니다.

- 자료번호 2005-01-0904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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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을 클릭한 상세화면에서 원문이 필요한 자료는 요금을 확인하고 ADD를 클릭하면 바구니에 
자료를 담을 수 있습니다.

- ‘Proceed to Shopping Cart’를 클릭합니다.

- Checkout을 클릭하면 원문요금 구매 처리가 진행되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구매가 완료되면 MY SAE>MY Library에서 구매한 원문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 내역에서 규격번호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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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표준정보망 (http://kssn.net)

❍ 국내·외�표준�규격을�직접�구매하거나�견적을�받아서�구매할�수�있습니다.
❍ KS,� ISO,� IEC,� I� EEE,� ASTM,� DIN,� JIS,� JASO� 등의� 규격� 자료를� 파일형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KS 표준을 검색합니다.

-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표준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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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에서 장바구니 담기를 합니다.

- 주문하기를 클릭하면 구매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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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규격 ‘Standard Test Methods for Conducting Creep, Creep-Rupture, and Stress-Rupture 
Tests of Metallic Materials’를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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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서 표준 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으며, 하단의 이력정보에서 신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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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TM (http://www.astm.org)

❍ 미국의�재료�규격�및� 재료�시험에�관한�기준을�정하는�기관으로�모든�재료의�시험�
� � � 연구를�하고�있으며�재료�관계의�모든� ASTM� 규격을�입안,� 제정하고�있습니다.�

- search 항목 부분에 찾고자 하는 표준 명칭이나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결과를 확인합니다.
  같은 표준 명칭의 자료 중 최신자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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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표준, 이력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표준의 최신 버전과 구버전 자료의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구매를 원할 시 바구니에 담아서 표준구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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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TIS ( http://www.ntis.gov/)

❍ 약� 300만�건�이상의�미국�연방�정부�기술�보고서(과학,�기술,�공학�등) 정보를�제공합니다.

- 이용자 등록 후에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SEARCH’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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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S 보고서명이나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왼편에는 검색결과가 나오고, 오른편에는 검색결과 각 건의 상세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세내용 상단에 ‘Web Store NTIS'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구매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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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이 파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Premium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 premium 이용자 
     ‧ 가입을 원하는 경우 ‘Sign in'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NTIS에 제출    
     ‧ 연간 US$300.00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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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ris.or.kr)

- 검색창에 키워드 또는 특허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메인화면 하단의 ‘관련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각국 특허청 및 해외특허정보검색 사이트와 
연결되며, 원하는 국가의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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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한국특허 뿐만 아니라 해외특허, NDSL 논문까지 나옵니다.  

- 특허명칭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및 특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43 -

- NDSL 논문을 클릭하면 논문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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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원문구매 시 주의사항 

❐ 전자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위에 설명한 기관뿐만 아니라, 학술지(과학, 기술, 의학 등), 
논문, 단행본 등의 자료검색과 원문을 제공하는 ScienceDirect와 Springer, 그리고 의학 및
생명과학 전문 출판사인 KARGER,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JSTOR 등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 원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별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재처리가 완료되면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구매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 구매한 원문을 다운받는 방법은 사이트별로 상이합니다. 사이트별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원문을 보기위한 URL이 이용자 등록 시에 입력한 이메일로 제공
   - 논문 상세보기에서 PDF 아이콘을 바로 클릭
   - 사이트에 구매한 원문바구니에서 원문을 다운받는 등등

❐ 구매한 원문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구매한 원문의 제3자 배포 금지 등 저작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구매 절차 및 원문보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Help Desk에 문의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