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판되는 Nature Sustainability는 자연, 사회경제 및 기술 시스템을 연결하
며 지구의 생물 물리학적 한계 내에서 인류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연,
사회 및 공학 분야의 중요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출판합니다.
Nature sustainability 구독을 원하시는 기관은
Springer Nature 한국지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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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sustainability에 대하여
Nature Sustainability는 자연, 사회 및 공학 분야를 포괄하여 지속가능성, 정책 관점 및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주요 연구를 출판하는 새로운 온라인 전용 저널입니다. 지속가능성 연구는 지구
의 생물 물리학적 한계 내에서 인류가 번영할 방법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 십년 간의 학문적 연구 및 실무 경험은 주요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다
양한 연구 분야가 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연구 방식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지
속가능한 발전 목표 의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학계 외부에서 지구, 사회 및 기술적 시스템
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지식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연구자에게
각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함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
공합니다. 해당 저널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학제적으로 살피며 학문 분야간 대화를 촉진
하며 더불어 현실에서 연구의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와 정책 결정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합니다.
다른 Nature 브랜드 저널과 마찬가지로 Nature Catalysis는 전문 에디터로 구성된 팀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peer-review과정, 우수한 교열 및 제작, 신속한 출판 및 편집 독립성 등을 특
징으로 합니다.

nature sustainability : 독자층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공학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수한 연구를 제공합니다.
다학제 및 학제간 연구 역시 지원합니다. 따라서 저널의 독자층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자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정부기구, 다자 및 정책기구 종사자 들을 포함합니다.

주제 영역
농업 경제학 (Agronomy)

인류학 (Anthropology)

대기과학 (Atmospheric Science)

생물지구화학 (Biogeochemistry)

경영학 (Business Studies)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인구 통계학 (Demography)

생태학 (Ecology)

경제학 (Economics)

환경 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 위생 (Environmental Health)

환경 과학 (Environmental Science)

전염병학 (Epidemiology)

윤리학 (Ethics)

재정학 (Finance)

임학 (Forestry)

지리학 (Geography)

수문학 (Hydrology)

산업생태학 (Industrial Ecology)

국제 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해양학 (Oceanography)

정책 연구 (Policy Studies)

정치학 (Political Science)

심리학 (Psychology)

공공 정책 (Public Policy)

사회학 (Sociology)

혜택
• 각 분야 저명한 리더들이 저술한 기획 아티클 및 peer-review된 아티클을 제공하여 분야 발
전사항에 대한 상세한 개관을 제공합니다.
• 내부 에디터 팀을 통해 저자와 독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저 연구, 리뷰 아티클 및 뉴스 컨텐츠 등의 원문을 HTML 및 PDF 버전으로 제공하여 손쉽
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o 사전 온라인 출판물 - 정식 출간 이전 온라인 상 사전 출판되는 논문을 제공
o 연구 내용의 이해를 돕는 보충 자료 제공 - 자료의 출처 포함
o Nature Research 연구 저널 내외 참고문헌 링크를 통해 원활한 상호검색을 제공
o 다운로드 가능한 인용 정보
• 모바일에 최적화 된 콘텐츠 제공 - 이용자들은 개인기기를 통해 사이트 라이선스 컨텐츠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Nature Sustainability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맞춤형 사이트 라이선스 가격
에 대한 문의는 Springer Nature 한국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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