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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NATURE
EXPERIMENTS
이 가이드는 어떻게 기본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 결과를
정련하고, 아티클 평가 페이지를 이용하는 지를 안내합니다.
프로토콜과 Methods의 연구 솔루션인 Springer Nature
Experiments을 이용하여 원문 컨텐츠를 액세스 해보세요.
experiments.springernature.com을 확인해보세요.
무료 검색 솔루션으로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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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이용하여 즉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2

페이지의 링크를 따라 다음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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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별로 컨텐츠 브라우징

3.

주요 기술, 유기체 또는 신 기술별로 검색

4.

에디터 팀의 최신 블로그 게시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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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팀의 최신 블로그 게시글 확인
모든 Springer Nature 프로토콜 및 Methods 컨텐츠를 대상으로 통합 검색결과가 도출됩니다.
일반적인 과학 동의어 및 약어를 인식하고, 목적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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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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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값으로 검색 결과는 관련성에 따라 정렬됩니다. 또한 출판년도, 조회수, 인용지수,
인기 있는 컨텐츠 (지난달 다운로드 건수 기준)등 정렬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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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정련
검색 결과 화면의 왼쪽 사이드바에 검색 필터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6.

출판 년도 – 시작 년도와 마지막 년도를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날짜 범위 내
출판된 결과를 정련할 수 있습니다. 1980년 부터 현재까지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비디오 포함 여부 – 비디오 컨텐츠가 있는 아티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기술 – 가장 적합한 기술이 목록화되어 표시됩니다. "Show all"를 클릭하여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은 Springer Nature의 온톨로지 및 AI / 텍스트 마이닝 도구를
통해 원문 내 기술을 식별하고 정규화하여 이용자에 가장 관련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9.

아티클 유형별 – 프로토콜, 개요(소개 아티클), 리뷰 및 리서치 (아티클 및 간략
커뮤니케이션 사항)등 다양한 컨텐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확장하려면
"Show all"를 클릭하십시오.

10. 소스 – Springer Nature 포트폴리오의 특정 저널명이나 북 시리즈로 검색결과를 정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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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평가

Search
results

각 검색결과 내에서 한 눈에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1. 아티클 유형.
12. 소스 및 출판년도.
13. 저널명 및 저자.
14. 초록 발췌문.
15. 색인 생성 도구로 자동 추출된 이용 기술 및 유기체.
16. Altmetrics 또는 Bookmetrix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용 및 다운로드 수.
17. 프로토콜 또는 methods 내에 비디오 포함 및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정련하고 나면, 보다 자세한 평가지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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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평가 페이지의 상세 평가지표
프로토콜 및 Methods의 평가 및 비교를 위해 주요 평가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18. 아티클과 관련된 키워드: 추출 툴에 의해 자동추출된 키워드가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제공됩니다. 이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선택 키워드에 대한 새로운 검색이 수행됩니다.
검정색으로 제시되는 키워드는 저자가 제공한 키워드이며 중복 키워드는 제외됩니다.
19. 인용 그래프: 지난 5 년간 특정 아티클의 총 인용 건수와 인용 트랜드를 보여줍니다.
20. 히스토리: 프로토콜의 구버전 또는 최신 버전의 이용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터가 주요 개발에 이어 업데이트된 사항을 출판한 경우 해당 아티클과
관련된 철회/수정/부록 아티클이 함께 나열되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관련 아티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1. 초록: 원문과 함께 출판됩니다.
22. Figure 및 비디오: 아티클과 관련된 모든 figure 및 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최신 인용 정보: 해당 프로토콜이나 method가 인용된 최신 아티클 3건 목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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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컨텐츠 액세스
아티클 프로필 페이지내 Full text 버튼(24)을 클릭하면 소스 플랫폼 내의 컨텐츠로 연결됩니다.
- Nature Protocols 및 Nature Methods의 컨텐츠는 nature.com 플랫폼, SpringerProtocols
의 컨텐츠는 SpringerLink 플랫폼
Nature Protocols, Nature Methods 및 SpringerProtocols (일부 도서 제외)의 원문 컨텐츠에
액세스하려면 현재 구독중이어야 합니다. Protocols Exchange 의 모든 컨텐츠는 무료로
액세스 할수 있습니다. 원문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나 Springer
Nautre 한국지사로 연락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관련 트레이닝이나 정보,시연이 필요하신 경우, Springer Nature 한국지사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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