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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소개

 1869년 과학자들의 요구에 초점에 맞춰, 국제적인 과학저널 <Nature>
를 발행하기 시작

2015년 Nature Publishing Group 및 Palgrave Macmillan, Macmillan 
Education,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의 합병으로 Springer 
Nature로 출판사명 변경

 Nature eJournals는 다양한 범위의 Nature 리서치 저널과 Nature 리뷰
저널 외에도 학회 저널을 포함한 저명한 저널을 제공하는 패키지

 원문 제공 년도 : 현재 + 과거 4년 (기관별 구독연도에 따라 다름)

 주제 분야 : 생명과학, 신약 개발 및 약리학, 화학, 암, 임상의학, 유전학
및 개발, 면역학, 분자세포생물학, 신경과학, 지구 및 환경 등 과학 및 의학
전 주제

 저널 종수 : 91종 (기관별 구독종수 다름)

 저널 이용 홈페이지 : https://www.nature.com



Main Page (1)

A. 알파벳순 저널 브라우징

B. 주제별 저널 브라우징

C. 키워드간편검색 / 고급검색

D. My account 생성 및 관리

E. Nature지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

E. 최근 발행된 기사 보기

F. 최신 뉴스와 이용자들의 comments보기



Main Page (2)

A. 최신 뉴스와 이용자들의 comments보기

B. 최근 발행된 주목할만한 기사 보기

C. 주제별 최근 기사 보기

B

C



Browse :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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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널명의 첫글자로 해당 저널페이
지 이동
B.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저널 바로가기



Browse :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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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제 키워드 검색 및 키워드 추천
B. 세부 주제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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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

A. 해당 섹션으로 바로 이동
B. 정식 발행전 최신 연구 보기
C. 저널의 모든 이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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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논문 투고 관련 정보
F. e-alert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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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사 유형별 / 연도별 브라우즈
C. 시기에 맞는 주제 & 관심사 관련 특별 보충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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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Article : Full Text (1)

A. 아티클단위 인용정보, Altmetrics 스코어의 최신
증가 여부 등 확인
B. 아티클 내 각 섹션으로 이동
C. 각 섹션의 도표 모아보기 (확대 or 해당 섹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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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키워드, 저자, 기사명, 발행연도, 저널명, 볼룸, 페
이지 제한하여 검색
B. 검색 키워드 재조합
C. 검색결과의 기사 발행연도별 재정렬
D. 관련 주제 검색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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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계정 생성 및 로그인
B. My account 에서 E-alerts 메뉴로 이동
C. 관심 저널, 주제 설정하여 해당 저널의 새 이슈 또
는 주제 관련 기사 발행 시 알림 이메일 받기

My account : 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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