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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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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범위의 Nature research 저널과 Nature Reviews 저널
및 해당 분야의 저명한 학회 저널을 발행

 원문 제공 년도 : 현재 + 과거 4년 (Growing Acces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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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종수 : 86종 (도서관마다 구독 종수 다름)

 저널 이용 홈페이지 : http://www.nature.com

가장 많이 공유했거나 읽은 기사 보기



A. 알파벳순 또는 주제별 저널 브라우징

B. My account 생성 및 관리

C. 빠른 검색 / 고급검색

D. Nature지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

E. 최근 발행된 기사 보기

F. 최신 뉴스와 이용자들의 comments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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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age

C



Current Issue

A. 해당 섹션으로 바로 이동

B. 전, 후 이슈로 이동

C. E-mail Alert 설정

D. 가장 많이 공유했거나 많이 읽은 기사 보기



Advanced Search

A . 키워드 검색 (All words / Any Words / The exact phrase)

B. 특정 저널로 검색범위 지정

C. 저자명, 볼륨/이슈/페이지번호로 검색범위 지정

D. 발행기간 지정

E. DOI로 특정 기사 검색

F. 검색 결과 정렬 방법 지정



Search Result

A. 검색대상 저널 보기 및 재 설정

B & B’. 검색된 기사의 유형 및 발행일 지정하여 보기

C. 검색 결과를 My account에 저장 또는 저장된 내용 보기 (로그인 필요)

D. 검색 결과 재정렬

C



View Article
A

A. 기사 공유 및 북마크

B. Citation 정보 보기

C. 해당 기사의 인용, 공유, page view 횟수 보기

C



E-mail Alert (1)

- 우측 상단의 Register 를 선택하여 ID/PW 등록

- ID/PW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E-alert sign up 을 선택

- 다음 화면에서 ‘My Nature Publishing Group Journals’ 선택



E-mail Alert (2)

A. 상단의 메뉴에서 E-alerts 선택 -> Modify 클릭

B. 원하는 소식 및 저널 선택



Mobile Service

*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www.nature.com/mobileapps)

- 가능 기기 : iPad, iPhone, iPod touch, Android devices, Blackberry(latest model),

Windows 7 devices and most other tablets

- 주요 기능 : 초록 및 요약 보기 지원 / 북마크 가능

- NatureJournals app : 현재 9종 저널의 App이 iPad에서 가능

- Mobile-optimized website: 현재 21종 저널의 모바일 웹사이트가 제공되며, 대부분 기기에서 가능

- Naturejobs app : 약 100개국의 관련 분야 채용정보

- Nature.com Reader app : iPhone, iPod Touch에 최적화된 리더 어플 제공



Mobile Service – App. (1)

* Nature App 이용하기 위해 개인 계정 필요하며, 기관 IP 내에서만 가능

- 초록과 Free Article 은 IP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

- 원하는 아티클은 모바일에서 구입 가능

- PubMed 와 arXiv 상의 abstract 검색도 App을 통해 가능

- 가능 저널 안내

http://www.nature.com/mobile/naturejournals/index.html



Mobile Service – A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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