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The nature.com 홈페이지
nature.com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개요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
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컨텐츠 검색, 관련 아티클 브라우징, e-mail 이나 RSS 피드를 통한 개인 alert 설정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컨텐츠를 확인해보세요!

메뉴
해당 드롭다운 메뉴로
저널 A- Z 목록, 주제별
브라우징, 이용 대상자
별 서비스로 구성

검색
키워드로 필요한
컨텐츠 검색

계정관리
nature.com계정 관리

E-Alert
선호하는 주제 선택 시 관
련 최신 안내메일 발송
Top 뉴스
정기적 업데이트

최신 아티클
전체 NPG 저널 포트
폴리오 대상 선정된
아티클

A-Z 저널 목록 모든 저널,
서비스 및 nature.com
의 gateways 에 대한
링크를 제공

이용 대상자 별 서비스
구독자, 저자 및 참고,
도서관, 광고주, 언론사
등에 대한 개별적인 서
비스 안내

Nature 최신호
Nature 표지를 클릭하
면 Nature 최신호로 액
세스

주제별 브라우징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적합한 컨텐츠
를 주제별 확인

매뉴얼
The nature.com 홈페이지

최신 보도자료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

최신 인기 연구
전체 저널 포트폴리오 대상
선정된 아티클 제공

주제별 브라우징
각 학문 주제분야별 브라우징
가능
각 주제분야별 가장 인기있는
세부주제 확인은 물론 , 인기
아티클, 연관 주제, 최신 연구
및 리뷰, 뉴스 및 논평 등을 확
인

Careers 채용 정보는 물론,
학술과학 분야 직업 관련
설문조사, 인터뷰,
커리어 개발을 위한 Tool
제공 및 도구 제공

이용 대상자 별 페이지,
컨퍼런스 일정 및 채용 정보
해당 섹션의 링크를 통해
기타 개별 웹사이트 이용
가능

매뉴얼
nature.com 계정 등록
nature.com은 통합 인증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계정을 등록하고, 관심 저널 및 주제별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란에 따라 기재

등록 시 장점
1. 무료 아티클 및 컨텐츠
이용 가능
2.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무료 뉴스레터 구독 가능

선호하는
e-alert 기능
각 저널별 알림 메
시지 선택 및 구독
가능

주제 및 세부 주제별
alert 기능
주제별 학문 세부 분
야별 알림 메시지를
선택 및 구독 가능

등록 버튼클릭
해당 버튼을 클릭하
여 계정생성 완료

매뉴얼
원하는 컨텐츠를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보세요!
nature.com 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는 방법은 쉽고, 직관적입니다.
우측 상단에 검색창을 이용해보세요!
고급 검색옵션을 이용하면 보다 정교한 검색결과가 제공됩니다.

검색을 완성하기 위해
돋보기 모양 클릭

키워드 검색

돋보기 모양 클릭 후,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관련성, 아티클 유형,
저널 및 날짜로 검색결
과 필터링 가능
초록을 읽거나,
원문 아티클을 보는 경
우 링크를 클릭

고급검색 기능
보다 구체화된 검색 가
능 (상세내역은 아래사
항 참고)

NPG 컨텐츠에 대한
Reprint 관련 권한은
해당 링크를 클릭.

검색 분야와 관련 기타
주제 분야 확인

OPEN 이라 기재되어 있
는 아티클은 누구나 무료
로 읽을 수 있는 오픈 액
세스 아티클입니다.

*고급 검색기능
• 아티클 주요 용어
•

저자명
타이틀 내 키워드

• 출판년도
•

저널명과 권호 아티클 시작 페이지
또는 아티클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