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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Materials
재료 과학 분야 세계 최대 물리 및 화학 데이터 베이스
•• 대표적 Landolt-Bornstein 데이터베이스
•• 그 밖의 전문 주제 분야 데이터 베이스 및
선정된 Handbook 포함

•• SPRESI와 상호 연결되는 반응형 데이터베이스

지금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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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Materials
물질의 속성, 특징, 그래픽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재료 과학 정보원.
수 천명의 전문가에 의해 저술, 편집 및 실증되었습니다.
SpringerMaterials는 250,000 개의 물질과 화학 체계 및 3,000여 개의 속성에 대한 100,000건 이
상의 온라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pringerMaterials는 누가 이용해야
하나요?
Springer Matierlas는 필수자원입니다.

••

재료 과학 및 화학 연구를 지원하는 모
든 도서관

••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및 공학을 중점적
으로 연구하는 학술 기관

••
••

이러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화학 제조, 석유화학, 오일 및 가스, 반도
체 및 광학 재료, 금속, 세라믹, 고분자 합
성 및 처리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
체 도서관

문헌 및 학술 데이터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양질의 데이터 선정 및 평가와 함께 쉽게 검색이 가
능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정보 자원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 자원은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최신 자료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SpringerMaterials를 통해 재료 공학 및 화학 분야의 ‘재료 물질 속성 정보’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pringerMaterials는 재료 물질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자원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믿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SpringerMaterials는 대표적인 Landolt-Börnstein과 물리학 및 공학 분야의 권위있는 데이터 장서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분들은 여러 저널을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평가할 필요 없이 이
미 선정된 믿을 만한 정보 자원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제
공되어 연구자 및 엔지니어 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SpringerMaterials는 아래 데
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
••

The Landolt-Börnstein Database
The Linus Pauling Files
A subset of the Dortmund Databank of Software and Separation Technology
The Adsorption Database
The REACH, GHS, RoHS and WEEE chemical safety databases

또한, 외부 데이터 베이스인 SPRESI 에 대한 통합 링크 , 고분자 및 나노재료 특성, 그 밖의 주제 분야
의 Springer Materials 핸드북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Landolt-Bornstein 새로운 시리즈
Landolt-Bornstien 콘텐츠
•• 입자, 핵 및 원자
(Particles, Nuclei and Atoms)
•• 분자 및 급진파 (Molecules and Radicals)
•• 전기 구조 및 이동
(Electronic Structure and Transport)
•• 자기 (Magnetism)
•• 반도체성 (Semiconductivity)
•• 초전도 (Superconductivity)
•• 결정학 (Crystallography)
•• 열역학 (Thermodynamics)
•• 다중 시스템 (Multiphase Systems)
•• 고급 재료 (Advanced Materials)
•• 고급 기술 (Advanced Technologies)
•• 천체 및 지구 물리학
(Astro- and Geo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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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Materials는 1961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Landolt-Börnstein 시리즈의 영어 버전을 제공합
니다. 400권이 넘는 인쇄본이 100,000여개의 온라인 문서로 재현되어 150,000여 가지의 특성은 물론
12,000,000 건 이상의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Landolt-Bornstien 시리즈는 3,000건 이상의 물질
속성 및 250,000 건 이상의 물질 및 화학 체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Landolt-Börnstein의 정보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Critical Review 과정
을 통해 8,000종 이상의 Peer-Review 된 저널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분야의 정확한 관련 정보 선정,
배경 지식 제공 및 참고 자료를 목록화하였습니다.
학술 출판 분야에서 이 Critical Review 과정은 아티클 선정 시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Landolt-Börnstein 시리즈의 모든 콘텐츠들은 2번 평가된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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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검색 도구
원소 주기율 표 검색

원소 주기율 표에서 분자 및 합금 요소를 즉각
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일 요소나 다중
요소를 선택하면, 왼쪽 바에서 선택한 내용과
관련된 요소 체계를 제안합니다.

화학 체계 구조 검색

통합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분
자 구조를 검색 쿼리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사전에 제공되는 Ring 구조를 이용하거
나 armotic/aliphatic 구조를 직접 그릴 수 있
습니다. 더 큰 규모의 분자 검색 및 하부 구
조 검색, 특정 구조에서의 상세 검색 역시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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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통합된 콘텐츠

NON PRINTING AREA

Inorganic Solid Phases
Linus Pauling Files 2010 : 물리 속성 및
phase 다이어그램, 결정 데이터, 데이터 시
트 회절에 대한 255,000여 개의 문서 및 보
조 도구를 함께 제공합니다.

Thermophysical Properties
Dortmund Database에서 제공하는 1,225
개의 유기 화합물과 그 이원 혼합물에 대한
425,000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Chemical Safety Data
REACh compliant 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
는 SpringerMaterials는 물질 및 화학의 잠
재적 위험성을 다루는 REACh, GHs, RoHS
및 WEEE규준을 다루는 44,000 문서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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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sorption Database

SpringerMaterials 는 등온 가역 물리 흡착
(isothermally reverisble physical adsorption)
에 관한 2,000건 이상의 등온성을 제공하는
Adsoprtion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왜 SpringerMaterials 인가?

믿을 수 있는 정확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모든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인 SpringerMaterial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구글 로직을 이용한 검색창을 이
용할 수 있으며, 메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동 단어 완성 기능이 제공됩니다.
왼쪽 사이드 바 섹션을 클릭하면 Landolt-Börnstein 볼륨을 네비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데이
터베이스 명을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필터링 할수 있으며, 상단 탭을 통해 원소 주기율
표 및 화학 구조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식적인 웹 플랫폼

원소 주기율 표 검색/
화학 구조 검색
튜토리얼 / 데모 / 도움말
Landolt-Börnstein Volumes
간편 검색창

기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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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Materials : 연구자들을 위한 선구적인 데이터베이스

•• 재료 및 화학 체계 속성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데이터 베이스로, 연구자들이 콘텐츠를
손쉽게 찾도록 보장합니다.

•• SpringerMaterials는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을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Critical
Review 과정을 실시합니다.

•• 100,000건 이상의 문서에 콘텐츠 명, 재료 유형, 속성 등의 정보가 태그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콘텐츠 검색 시스템이 제공되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

강력하고 독창적인 원소 주기율 표 검색 및 화학 체계 구조 검색 도구를 통한 광범위한 검색으로
연구자분들은 보다 확실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점

•• 재료 과학과 그 속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 SpringerMaterials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어 도서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원의 수를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및 기타 문의 사항
Springer 한국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b.park@springer.com

•• 데이터베이스는 전문가가 Peer-review 하고, Criticla Review 한 매우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
다.

•• SpringerMaterials는 구독기관의 모든 연구자분들께 편리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 내외부 자
동 인식 및 24/7 연속적인 접근을 보장합니다.

••

기관에 따라 유연한 구매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에 투자대비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SpringerMaterials :
재료 과학, 물리 및 화학 분야 전 세계 최대 자원
라이센싱 모델 및 이용성:

SpringerMaterials는 2가지 구매 조건을 제공합니다.

•• 연간 구독 모델 : Landolt-Bornstein 데이터베이스 와 그 외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에 제한
••

없이 24/7 접근 및 이용 가능
구매 모델 : Landolt-Bornstein 데이터베이스와 그 외 데이터베이스에 제한 없이 접근 및 이
용이 가능

이용통계:

Springer Mateirlas 는 Counter Book Report 2-compliant 를 제공합니다.

Trials:
신규고객 대상으로 60일 시험서비스 신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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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
세요?

Springer 한국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W&H빌딩 6,
7층 Springer 한국지사
Tel : +82 2 3142 9698
E-mail: jb.park@springer.com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