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ST 미구독자료를타도서관을통해복사본으로이용하는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도착문자수신후일주일이내도서관3층DDS 데스크에서해당자료수령

 도서관에서비용지원(예산사정에따라이용자부담가능)

 신청자료를3회이상미수령시해당서비스이용제한

문헌복사 서비스 (DDS)

What?

How long?

유형 제공 조건

학술지 논문
• 학술지 수록 논문
• Conference Proceedings, Report 포함

학위 논문
• PQDT 검색 가능 논문
• PQDT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단행본
• Chapter 단위, 페이지 단위 등으로 복사 가능
• 전권 복사 불가. 전권이 필요할 경우 상호대차(ILB) 이용

소장처 소요기간

국내 기관 • 2~7일 소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해외 기관 • 2~14일 소요 (자료에 따라 14일 이상 소요 가능)

How to?

1. UNIST Library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library.unist.ac.kr/)

2. 자료·시설 이용 > 미소
장자료 신청 > 원문복사

3. 원문복사 신청하기 > * 
필수 기입 > 신청

1. 도서관 홈페이지 (필요 정보 직접 입력)

http://library.unist.ac.kr/


문헌복사 서비스 (DDS)

How to? 2. Google Scholar

1. Google Scholar > ‘Find 
it @ UNIST’ 선택

2. 로그인 > 부가서비스 >
‘리소스 공유 요청’ 선택

3. 논문의 서지정보 확인 > 요
청

 Find it @ UNIST가 없을 경우 설정 > 라이브러리 링크 > ‘UNIST’ 검색 > ‘Find it @ UNIST’ 선택 및 저장

1. Google Scholar > 
‘LinkHub@UNIST’ 클릭

2. 로그인 > 각 기관 구독 여부, 
이용가능 범위 확인 > ‘DDS 
Request’

3. 논문의 서지정보(논문명, 발
행년도, 권, 호, 페이지 등) 입
력 > 신청

※ LinkHub@UNIST만 보일 경우
‘>>’ 클릭 > ‘Find it @ UNIST’

1) Find it @ UNIST (논문 정보 자동 입력)

2) LinkHub @ UNIST (starlibrary.org)

 BIC STAR Library: 4대 과기원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서비스. 각 기관 자료 이용 가능
 LinkHub @ UNIST가 없을 경우 설정 > 라이브러리 링크 > ‘UNIST’ 검색 > ‘LinkHub@UNIST’ 선택 및

저장



문헌복사 서비스 (DDS)

How to?

Questions?

3. BIC STAR Library (starlibrary.org)

1. 도서관 홈페이지 내 ‘BIC 
STAR Library’ 선택 또는
‘BIC STAR Library’ 홈페
이지 > 통합검색

2. 저널명 검색 > ‘BSL 
Journals AtoZ’ > ‘Link 
Hub’ > 각 기관 구독 여부, 
이용가능 범위 확인 > ‘DDS 
Request’

How to? 4. RISS (www.riss.kr)

1. 자료 검색 > 해당 자료 ‘복
사/대출 신청’ 클릭

2. RISS 로그인 > 문헌복사
신청

3. 논문의 서지정보 확인 > 발
송방법, 제공 도서관 선택 후
신청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자료의경우복사비, 보통우편비, 팩스무료. 전자배송은도서관방문후수령
 RISS 회원가입시학번, 직번기입필수 (담당사서확인필요)

교외접속: https://library.unist.ac.kr/ko/e-resource/off-campus-access/ 
문헌정보팀허은정 (217-1415, hej5555@unist.ac.kr)

 로그인해야이용가능한저널보임

3. 논문의 서지정보(논문명, 
발행년도, 권, 호, 페이지 등)
입력 >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