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Science Direct 종량제 이용방법 안내

Science Direct 종량제는 기존의 Full Package(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에서 구독 저

널의 개별 논문 이용 시 선구입된 구입금액에서 다운로드 건당 $20을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1. Science Direct 종량제 사용 방법

가. 홀딩저널 아카이브 67종(1995년-2020년 출판분) :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

나. 개별구독저널 18종 : 1995년부터 Current까지 무제한 다운로드 가능

다. 종량제 

1) 미구독 저널의 개별 논문 이용 시 다운로드 건당 $20을 지불하는 방식

  (도서관에서 종량제 구입비용을 선지불하고, 논문 다운로드 시마다 건당 $20를 

차감합니다.)

2) 도서관에서는 Science Direct 종량제 구입금액(건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

여 전임교원별로 신청을 받아 다운로드 제공건수를 설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

터 적용합니다.

구분 전임교원� 1인당

건수 30건

※ 연구원(대학원생)은 지도교수 계정에 최대 5건 추가, 단 해당 지도교수와 연

구프로젝트 수행시

3) 이 경우 Change organization을 해 주어야 하며,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더 

Change organization을 해 주어야 이중 지불이 안됩니다.

2. Science Direct 종량제 계정 생성 및 사용 권한 부여

가. Step1 : 개인 계정 생성(http://www.sciencedirect.com)

   ※반드시 학교 이메일( @yu.ac.kr or @ynu.ac.kr)로 계정 생성해야 함

http://www.sciencedirect.com


나. Step2 : 개인 계정 생성 뒤 이름, 사번, 소속, ID(이메일), PW를 담당자 

    이메일(jin@yu.ac.kr) 로 제출

다. Step3 : 관리자 개인별 사용 권한 부여

라. 관리자가 종량제 권한 부여 후 통보하면 도서관홈페이지 - Science Direct 

  로그인후 이용 가능

3. Science Direct 종량제 접속 방법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eContents-학술DB-가나다순리스트-Science Direct 

    로그인-논문 이용

※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Science Direct 로그인을 통해

    이용해야 함

※  즐겨찾기, 주소 직접 입력을 통한 Science Direct 접속 시 이용 불가

※  인터넷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구글 스콜라, 네이버 학술정보 등)에서 논문 

    검색후 접속시 이용 불가

4. Science Direct 홀딩저널, 개별구독 및 종량제저널 사용방법 예시

  가. 홀딩저널 아카이브 67종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Science Direct접속   

      이용(1995년부터 2020년 출판 저널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 

    검색시 로 표기되며 클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검색시  또는 로 표기되면 종량제로 전환하여 이용



 나. 개별구독저널 18종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Science Direct접속         

      이용(1995년부터 Current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

      검색시 로 표기되며 클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다. 종량제로 구입하여 이용 가능한 논문

 1) 종량제 구입으로 이용 가능한 논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Science-Direct 접속후 검색시  또는 로 표기됩니다.

   이 경우 Change organizations을 해서 이용해야 하며 끝난 뒤에는 다시 

Change organization을 한번더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 참조

먼저, 건물모양 아이콘을 눌러 Change organization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Yeungnam University, Transactional remote access 선택해서 Change 

organization 해주면 종량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환이 끝난후 아티클 검색하여 다운로드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영남대학교는 "IP_Yeungnam University"그룹과 "Transactional remote 

access"그룹(종량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시에는 영남대학교 IP로 기존 홀딩저널 아카이

브 및 개별구독 저널을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용 불가능한 아

티클은 종량제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로 변경하여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시에는 Science-Direct 접속뒤 개별 

로그인 한 다음 Change organization을 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종량제 사용후에는 다시 Change Organizations 해 주어야 함, 그렇지 않으

면 무료로 이용가능한 논문도 1건당 20$이 지불됨)

3) 무료로 다운로드 할 시에는 "Yeungnam University IP_Yeungnam University"그

룹을 선택하셔서 이용하시고 

4) 유료로 1건당 $20불을 내야 하는 종량제의 경우에는 "Yeungnam University 

Transactional remote access"종량제 그룹을 선택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5) 종량제 구입 논문 이용시 참고 사항

 ① 다운로드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처음 다운로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재다운로

드 시 다시 $20 차감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4시간 이내에는 무료)

   ② 다운로드한 논문은 개인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③ 현재의 신분별 다운로드 제공건수 30건은 종량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정한 상태입니다. 추후 종량제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높

지 않은 경우 신분별 제공금액(건수)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용

률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제공건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내 구성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 문의

① SD 구독 변경 및 종량제 이용문의

   전자정보팀 박진혁 053-810-1674 / jin@yu.ac.kr

②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 
      인문과학 주제분야 : 정순화 053-810-1687 / jungsh@yu.ac.kr 

      자연과학 주제분야 : 정승민 053-810-1699 / jungsm@yu.ac.kr 

mailto:jungsh@y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