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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Research 는 1869년부터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연구를 출판해온 Nature 저널을 시작으로 생명과
학 분야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PRIL 2017 VOLUME 19 NO.4
www.nature.com/naturecellbiology

생명과학 포트폴리오에는 우수한 Nature Research 저널과 호평을 받은 Nature Reviews 시리즈도 포함됩니다.
각 분야 선도적인 저널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그 우수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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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전반에 최상의 연구를 제공하는 우수한 학술저널입니다. 엄격한 peer review 과정을 통한
양질의 연구결과를 전세계 연구자, 학계 및 산업 전문가에게 제공합니다. 최신 동향에 대한 신속하
고, 믿을 수 있는 뉴스 및 통찰력 있는 논평 역시 제공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 특정
호의 경우 일련의 주제별 인사이트, 보충자료 및 온라인 특별판을 출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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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Ecology & Evolution
Nature Ecology & Evolution은 생명의 다양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 모든 측면에 관심 있는 연
구원 및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분야의 주요 발전사항 및 주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장입니다. 연
구 아티클, 간략 보고서, 뉴스 중심 컨텐츠를 통합하여 모든 측면에서의 맥락적 연구 결과를 제공하
는 해당 분야 유일한 저널입니다.
nature.com/natecole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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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해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관련 연구가 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Nature Human Behaviour는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에 주목하며 연구원과
입안자를 위한 다 학제적 저널로 해당 분야의 가장 우수한 발전사항을 탐구하고 주요 이슈에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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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Reviews 저널은 각 주요 분야의 최신 연구에 대한 정밀 조사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리뷰 아티클
및 연구 하이라이트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Perspectives – 독자들이 맥락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사회 내 학술연구에 활용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적인 기반
과 영향력, 의견 및 혁신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아티클
• Progress Articles and News & Views – 새로운 표준을 규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지식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최신 논
문에 중점을 두는 간략한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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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Microbiology
Nature Microbiology 는 진화, 생리학 및 세포생물학, 상호 간 또는 숙주와의 작용, 환경 또는 사회적
인 중요성과 관련하여 미생물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탐구합니다. 박테리아, 고 세균류, 바이러스, 곰
팡이 및 원생동물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Nature Reviews Microbiology의 주제 범위 역시 반영
합니다.
nature.com/nmicrobiol

Nature Plants
Nature Plants 는 진화, 발달, 신진대사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인 중요성 등 식물의 모든
측면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TRAILBLAZING

Transcribing tumorigenesis

Exploring roles of TRAIL in cancer
biology and therapy

Activating ETS transcription factors
in solid tumours

PHOSPHOLIPASE D

Antibody–drug conjugates

A target in cancer, infection and
neurodegenerative disorders

Strategies and challenges for the
next generation

MAXIMIZING MICRO
TECHNOLOGY
Microfluidics for single-cell omics

Knowledge to the clinic

BABY CARE SPECIALISTS

The bairn necessities

Translating autism genetics into
improved clinical care

Focus issue on early life immunology

How maternal diet and microbiota
shape neonatal immunity

DESERTS, DUNES
AND DUST

Mechanism and function of
c-di-GMP signalling

How bacteria survive extreme dryness

Don’t shoot the messenger

Formation and function of
membraneless compartments

Regulation of structurespecific endonucleases

Nature Reviews | Molecular Cell Biology

The versatile genome protectors

DRINK UP

Sex matters

Circuits underlying mammalian
th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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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merican
Scientific American 은 165년의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과학과 기술 분야의 영감을 주는 발
전사항에 독창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분야를 이끌어나가
는 선도적인 저자들과 아티클을 매달 출판합니다. 새로운 트랜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
문성을 기반으로 다른 매체보다 먼저 주요 아이디어의 우수함과 중요성을 제공합니다.
nature.com/scientificamerican

월간지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학술 연구 및 과학 지식을 발전시키고 이 진보 사항을 널리 알리
기 위한 연구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nature.com/nat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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