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제공서비스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각종 분석리포트 등 약 22만 건

report.ndsl.kr

한국 특허·실용 공개·공고, 디자인, 미국특허 공개·공고, 
유럽특허 공개, 일본 PAJ, 국제 PCT 등 2,800만 건

patent.ndsl.kr

한국표준㉿, 국제표준화기구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표준(IEC) 등 약 6만 건

standard.ndsl.kr

국내외 학술지·학술회의논문, 국내 학위논문, 저널, 
프로시딩 서지 등 약 6,800만 건

scholar.ndsl.kr

NDSL 원문제공서비스(NIDS : NDSL Information Delivery Service)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NDSL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뿐 아니라 국내 협력기관
(국회도서관, 표준협회 등) 및 해외협력 기관(BL, subito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원문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NDSL 컨텐츠 현황

● 제공자료 : 학술지 및 학술회의록 논문·보고서·특허·표준
● 협력기관 : 국내 320개 대학 및 연구소, 해외 10개 기관



이용대상

일반 회원

일반 개인 이용자

[선불, 자료신청 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방법

원문제공서비스(학술지 및 학술회의록 논문)서비스

이용자 요청장소로 발송제공장소

NDSL 회원가입 화면에서 원문이용 권한설정 항목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서비스 이용구분(일반 이용자) 선택 ▶

소속기관(기관찾기 클릭) ▶

팝업창에 소속기관명 입력 ▶ 기관명 찾기 클릭

 ●기관명이 검색될 경우

  기관명 클릭(파란색 글씨) ▶닫기 ▶ 등록완료 

 ● 기관명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 없음 체크 ▶소속기관명 입력 ▶입력완료

  

온라인 신청

● NDSL에서 검색 ▶원문복사신청 클릭

● 우편(보통/익일특급), 팩스, 이메일(특허에 한함), 전자전송



NDSL 회원가입 화면에서 원문이용 권한설정 항목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서비스 이용구분(협력기관 이용자) 선택 ▶

소속기관(기관찾기 클릭) ▶

팝업창에 소속기관명 입력 ▶ 기관명 찾기 클릭 ▶

기관명 클릭(파란색 글씨) ▶ 닫기 ▶등록완료

제공장소

이용대상 협력기관 관리자의 인증을 받은 이용자

[후불, 자료수령 시]
협력기관 관리자와 이용자와 정산
NDSL과 협력기관 관리자와 정산

원문제공서비스(모든 유형의 자료)

이용자 소속기관의 담당자 앞으로 발송

결제방법

서비스

협력기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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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로그인하여 우측상단의 본인이름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대고 원문제공서비스(DDS) 문의처에 연락하여 
원격접속 및 원문복사 후불인증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NDSL에서 검색 ▶ 원문복사신청 클릭

●MyNDSL ▶ 원문서비스 ▶ 원문서비스 신청 ▶ 

  자료의 서지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우편(보통/익일특급), 팩스, 이메일(특허에 한함), 전자전송

- 소장하고 있는 해외 인쇄저널의 원문제공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 금융결제원 CMS를 이용한 자동이체 가능 기관

협력기관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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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NDSL 로그인하여 MyNDSL의 유료계정 관리에서 예탁금 

결제하기를 선택합니다. 

예탁금액 입력 결제하기 ▶ 카드결제 

(카드결제 승인처리 완료되면 회원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재로그인 시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함)

계좌이체

국민은행 048-01-0300-473 

(예금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로납입

7500749(납입확인은 3-4일 소요됨)

NDSL 회원가입 후 예탁금을 납입합니다. 

계좌이체, 지로납입의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입금여부 확인 후 예탁금 회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용대상 KISITI에 예탁금을 납입한 유료이용자

[예탁금 납입]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로납입

원문제공서비스(모든 유형의 자료)
정보조사서비스 / 전문번역서비스

이용자 요청장소로 발송

결제방법

서비스

제공장소

예탁금 회원

1

2



※ 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예탁금 결제는 비과세인 면세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문의전화 : 080-969-4114 

온라인 신청

● NDSL에서 검색 ▶원문복사신청 클릭

●MyNDSL ▶ 원문서비스 ▶원문서비스 신청 ▶ 

  자료의 서지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이메일(service@kisti.re.kr)

●팩스(02-3299-6162, 02-964-3936) 

●직접방문(고객센터 연락 후 방문)

●우편(보통/익일특급), 팩스, 이메일(특허에 한함), 전자전송



우편발송 이용요금

자료형태

NDSL 협력기관 소장
1,500원(1~10p)

2,000원(11p 이상)

1,500원(1~10p)

2,000원(11p 이상)

해외 협력기관 규정요금

7,500원(1~50p)

50p당 2,500원 추가

상단요금 + 2,500원국내 협력기관 소장

해외 협력기관 소장

학술지, 특허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 익일특급 우편 신청 시 2,500원 추가

●비정형 신청(NDSL.kr 혹은 NDSL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아닌 

   KISTI로 팩스, 전화, 이메일 첨부 신청 등)은 규정요금에 1,000원 추가

●학술지 일부자료, 표준 자료는 규정요금에 별도요금이 추가될 수 있음 

제공 소요시간

발송방법

NDSL 협력기관 소장 2~5일

5~5일

5~14일

-

-

1~2일

-

-

1~2일

국내 협력기관 소장

해외 협력기관 소장

보통우편

1~2일

1~3일

1~2일

팩스

3~7일

2~14일

2~6일

익일특급 전자전송 이메일

●선불결제 시 페이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 1,500원 부과

●30p 초과인 자료는 전자전송서비스 제한

●KISTI 소장자료는 당일접수, 당일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자전송서비스 이용요금

자료형태

학술지, 학술회의록
1,000원(1~10p)

1,500원(11~30p)

요금



전자전송서비스는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자료의 복제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자료의 범위는 KISTI 및 NDSL전자전송 협력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학술지 및 학술회의 수록 논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전자전송 허용 출판사 논문)

1

2

3

1

2

3

4

※ 최초 전자원문 열람 후 24시간 이내에만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전송으로 제공된 자료는 이용자가 파일형태로 직접 
수령할 수는 없으며, 소속 도서관을 통해 출력물 형태로 
수령(협력기관 회원)하거나 자료 발송 안내 이메일 혹은 
MyNDSL의 신청내역 조회(일반 회원, 예탁금 회원)를 
통해 열람 및 출력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예탁금 회원

서비스 범위

KISTI 소장논문(원문이 컬러인 경우)

발송 방법

보통우편, 익일특급

이용 요금

페이지 당 500원(익일특급은 2,500원 추가)

※ 원문자체가 컬러가 아닌 경우 흑백(일반요금 적용)으로 

    제공됩니다. 



해외 출판사 사이트로 이동 없이 NDSL에서 해외 전자원문을 
출판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20,000원 내외)

논문간략목록/논문상세정보에서 [해외전자원문구매]를 
클릭하고 결제(예탁금 또는 카드결제) 하신 후 PDF 파일로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하신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Springer 출판사 전자저널 1,700종
(창간호~전년도)에 수록된 논문 약 300만건 중 원하는 
논문만 개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PDF

논문상세검색

논문간략목록 / 논문상세정보

예탁금 / 카드결제

원문 다운로드

전자(해외전자원문 호스팅) 선택

해외전자원문 구매 클릭



※ 외국어    한국어는 200자 원고지 기준이며, 
    한국어    외국어는 A4 20행 기준임

※ 특허, 표준, 카달로그 등 난이도가 높은 자료는 규정요금의 
    30%가산 적용

문의 : 임수연 
Tel : 02-3299-6157 / FAX : 02-3299-6162
email : sylim@kisti.re.kr

신청 / 제공방법
이메일, 팩스

서비스 이용요금
10만원

정보조사 서비스

정보전문가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논문, 특허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 제공방법
이메일, 팩스

서비스 이용요금

전문번역 서비스

글로벌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불/독어

러시아

이태리/기타

4,000

3,500

4,500

5,000

6,000

10,000

30,000

26,000

32,000

42,000

44,000

68,000

구분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080-969-4114
 http://www.ndsl.kr/help_index.co

 helpdesk@kisti.re.kr

NDSL 고객센터는 보다 편리한 원문제공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여러분의 서비스 관련 상담, 문의,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1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2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3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4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5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6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7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8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9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10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11
	nids리플렛최종페이지별_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