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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Research 는 지난 수년간 물리학, 재료 과학 및 화학 분야의 선구적 연구들을 다수 출판하며 자연과학 분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편집 과정과 온라인 혁신에 중점 두며 해당 학문 분야 내에서 가장 획기적이
고 중요한 연구 발전을 출판합니다. 이용자들은 분야 최신 연구 결과, 뉴스, 해설 및 분석을 통해 최신 컨텐츠 집합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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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1869년 창간된 이래로 그 독창성, 중요성, 적시성과 놀라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 기술전반에 최상의 연구를 제공하는 우수한 학술저널입니다.엄격한 peer review 과정을 통한
양질의연구결과를 전세계 연구자, 학계 및 산업 전문가에게 제공합니다. 최신 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통찰력있는 뉴스 및 논평 역시 제공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
특정 호의 경우 일련의 주제별 인사이트, 보충자료 및 온라인 특별판을 출판합니다.

Nature Reviews Chemistry 는 학계 리더들과 화학 정책, 산업 및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저술한 화
학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아티클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편집 관리 및 제작의 질적 수준은 여타 화학
리뷰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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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7 volume 2 no. 1
www.nature.com/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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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과학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로 과거에는 기술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두었으
나 현재 물리학, 화학 및 생물학과 같은 전통적 학문에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료과학은 근
본적인 연구와 응용 연구를 모두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nature.com/natrevmats

Nature Astronomy
Nature Astronomy 는 학계와 산업계의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 및 행성학자를 위한 저널입니다.
천문학을 중점적으로 모든 학문 간의 밀접한 교류를 나타내는 동시에 촉진하며, 과학과 정책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다른 어떤 천문학 저널도 이와 같은 국제적이고 확장된 영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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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Catalysis 는 화학 및 관련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을 한 데 모아줍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및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응용연구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학계 및 산업계의 과학자, 엔지니
어, 연구자에 유익한 지식 정보를 제공는 독보적인 저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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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Electronics
Nature Electronics 과학자, 기술자 및 산업계의 선도적인 전자공학 연구를 다룹니다. 해당 분야를
형성하는 핵심 이슈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해설, 논평 및 분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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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Sustainability
Nature Sustainability 는 자연, 사회경제 및 기술 시스템 전반에 관련성을 밝히고 지구의 생물물
리학적 한계 내에서 인류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자연, 사회 및 기술 분야의
포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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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merican 은 16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학과 기술 분야의 영감을 주는 발전 사항에 대한
독보적인 통찰력에 관해 보고해왔습니다. 매달 노벨상 수상자 및 최상급 기자들이 다수 포함된 과
학자들의 글을 게재합니다. 떠오르는 경향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cientific American은 다른 매체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기 수개월 또는
수 년 전부터 미리 다루고 있습니다.
nature.com/scientificamerican
nature.com 상의 모든 표제 목록은nature.com/siteinde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널 지표에 관한 정보는 go.nature.com/metric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