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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image

Antarctica meltdown could 
double sea level rise

Researchers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ave been considering how quickly a glacial ice 
melt in Antarctica would raise sea levels. By 
updating models with new discoveries and 
comparing them with past sea-level rise events 
they predict that a melting Antarctica could raise 
oceans by more than 3 feet by the end of the 
century if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inued 
unabated, roughly doubling previous total sea-
level rise estimates. Rising seas could put many 
of the world’s coastlines underwater or at risk of 
flooding and storm surges.

Nature.com 은 Nature와 Nature Portfolio 저널의

이용플랫폼입니다. 

저희출판사는주요연구아티클뿐아니라, 리뷰, 

코멘트, 뉴스및분석자료를출판하고있습니다. 

본가이드는홈페이지이용과함께검색, 등록기능

전반을안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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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www.nature.com

주요한연구검색, 관련컨텐츠브라우징, 개인설정관리
(이용자에따라레이아웃이조금씩달라보일수있음)

글로벌과학아젠다의속보가
메인페이지에게시됩니다

인기페이지퀵링크를
볼수있는드롭다운

구독옵션확인 검색기능회원가입및 nature.com 
개인계정액세스

전체 Nature Portfolio 
저널브라우즈

http://www.na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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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메뉴버튼을사용해바로가기를선택하거나, Nature 및 Nature Portfolio에
관련연구를검색하세요.
(이용자에따라레이아웃이조금씩달라보일수있음)

인기페이지퀵링크를
볼수있는드롭다운

특정정보페이지로
바로갈수있는퀵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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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search

Nature저널의최신뉴스, 주요아티클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합니다.

Nature저널의주요
아티클

표지를클릭하면 Nature
저널의최신호로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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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Comment

글로벌과학뉴스, 분석및논평으로최신소식을확인하세요.

상단네비게이션바의 "crumb trail"을사용하여, 
언제든지 nature.com 에서현재위치를확인할수
있습니다.

Nature Portfolio 에디터는편집분석(editorial analyses)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발전을위해권위있는기관의
의견을받아출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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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ing

온라인에서공유, 좋아요, 화제가되고있는인기아티클입니다. 
Altmetric은인용, SNS 공유, 블로그및뉴스정보를추적합니다.

색상으로 Nature Portfolio 콘텐츠를
공유한미디어소스를표시합니다. 

숫자로공유량을
보여줍니다.



7

Search

Nature.com 에서쉽고직관적으로정확한정보를검색하세요.

"고급(advanced)"검색옵션을사용하면, 
보다구체적인검색이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슬라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검색바는모든저널
페이지의오른쪽상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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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구체적인검색을위한추가정보

주제분야입력

저자

아티클제목

Nature Portfolio저널명

출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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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s

관련도, 아티클유형, 저널및
날짜별로검색결과필터링

관련주제에대한링크아티클전체를보려면
제목링크를클릭하세요

RightsLink로 Springer Nature 
콘텐츠재사용허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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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Results

Article metrics (다음슬라이드
참고)

아래로스크롤하여아티클을
확인하거나, 이링크를통해
원하는섹션으로이동하세요.

저자 & 연구기관정보 PDF 버전을다운로드받아, 
오프라인으로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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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Metrics

아티클에액세스했거나
액세스를시도한횟수

Altmetric은연구에대한모든
미디어의관심도를추적합니다. 

Web of Science는인용데이터를위해, 
여러데이터베이스의구독기반
액세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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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무료회원가입을통해 nature.com의여러서비스를경험하세요. 

Step 1: ‘Login’클릭

이름/이메일등
정보기재

‘Login’클릭

Step 2: nature.com에서싱글사인온액세스등록

이미
회원가입하셨다면, 
바로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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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Step 3: 관심분야의알림을드릴수있도록, 추가정보를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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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Step 4: 관심주제분야를선택하시면, 해당분야의최신연구소식을알려드립니다. 

기본설정은언제든지바꿀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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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마지막으로콘텐츠검색또는저자서비스와관련된전체개요를보려면,

nature.com 홈페이지맨아래로스크롤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