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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 여러분께

Nature Publishing Group， Palgrave Macmillan 의  저널 사이트 라이센스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사이트 라이센스 구독을 개시 혹은 관리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서명이 된 라이센스 계약서 혹은 다른 서류들은， 이 폴더 안에 넣어 잘 보관해 주십시오．

Nature Publishing Group(NPG）과 Palgrave Macmillan 는 사이트 라이센스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액세 스는 하나의 관리 어카운트 로 관리가 가능합니다．본 팩에는 아래의 항목별로， 고객님의 새로운 사이트 라이센스의 관

리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액세스 설정 –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를 작성하기 위한 스텝 가이드

•  라이센스 – 라이센스 대상 콘텐츠 체크， 기존 어카운트에의 체크， 그리고 기존 어카운트에 라이센스를 추가하기 위한 

가이드

• 이용통계 – 매월 이용통계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힌트

• 프로모션 툴 – 귀 기관에 사이트 라이센스가 이용 가능한 것을 유저에게 알리기 위한 포스터， 배너 광고， E-mail 등

•  Librarian Gateway –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 혹은 정보 관리자를 위한 온라인 소스 

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 연락처 – 상세는 마지막의 문의 페이지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고객 센터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대상 저널의 모든 라이센스 ID 을 기제한， 가입환영 E-mail 을 보내드립니다．도착하지 않

은 경우，혹은 사이트 라이센스의 관리， 제공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고객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라이센스로 구독하신 저널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이쳐 퍼블리싱 그룹

사이트 라이센스 비지니스 유닛

고객 서비스 센터

E-mail : institutions@natureasia.com

중요

처음으 로 사이트 라이센스를 구독하는 경우， 액세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Activate 페이지를 잘 읽고， 액세스 설정을 해 주십시오．

Welcome!  !Bienvenido!  Bienvenue!  Willkommen!

http://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mailto:institutions@nature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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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URL 로 부터 Librarian Gateway 의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에 엑세스 한 후，

"Register Now" 로 이동합니다．

www.nature.com/libraries/admin

2．

가입환영 E-mail 에서 취득한 라이센스 ID 을

입력하여， "Confirm" 을 클릭합니다．

3．

이것으로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를 작

성 하게 됩니다．이하의 A-D 의 순서에 따라 어

카운트 설정을 해 주십시오．

A．어카운트 정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Continue" 를 

클릭합니다．

에러 메세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생긴 

이유가 표시됩니다．

How to activate your Site license Administration Account
（사이트 라이센스 엑세스 설정 방법）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자동으로 추가 구독을 하신 저널이 등록되어， 사용중이신 

IP 주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최신의 IP 주소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

십시오．

추가 저널을 확인하실 경우， 사이트 라이센스 구독 저널 

컨텐츠 관리 (p.4)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구독을 하십니까 ?

사이트 라이센스 액세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 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

니다．

어카운트를 작성하는데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가입환영 E-mail 에 기제된 라이센스 ID

– 귀 기관에 적용된 모든 IP 범위

아래 1 번 부터 순서대로 따라하여 주십시오

고객님의 라이센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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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ture.com/libraries/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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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 범위

상자 안에 귀 기관에 관련된 IP 범위 Low와 High 

를각각 입력하고， ( 단수의 경우에는， 같은 IP 주소

를 입력 )， "Description" 에 사이트 명칭이나 부

서명 등을 입력합니다．

"Add IP Range" 을 클릭

하 면， 등 록 한 IP 범 위 가 "Your Current IP 

Ranges" 의 아래에 입력됩니다．필요에 따라서 

IP 범위를 추가합니다．

IP 영역 /IP 주소에 관해서는 librarian gateway

를 참고해 주십시오．

www.natureasia.com/ko-kr/libraries/

account-administration/account-activation

혹시 우측의 에러메세지가 표시되는 경우， 이미 

다른 어카운트에서 같은 IP 주소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 센터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nstitutions@natureasia.com

A
ct

iv
at

e

http://www.natureasia.com/ko-kr/libraries/account-administration/account-activation
http://www.natureasia.com/ko-kr/libraries/account-administration/account-activation
mailto:institutions@nature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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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이나 아카이브 자료의 추가， 변경일등의 확인

등라이센스 대상 콘텐츠 정보에 관해서는 다음이 

탭 "Licenses" 를 읽어주십시오．

어카운트에 등록되어 있는 E-mail 주소로， 확인 

메일이 발신됩니다．E-mail 에 유저네임과 패스

워드 가 기제되어 있습니다．어카운트 엑세스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로 문

의하여 주 십시오．

C．E-mail Alert

E-alerts에 마크를 해주시면， NPG와 Palgrave 

Communication 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인터

넷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많은 참여 부탁드

립니다．"Continue" 를 클릭해 주십시오．

D．등록정보의 확인

등록된 어카운트의 정보에 틀린점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Modify Details" 를，

어카운트 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Continue" 를 클릭합니다

4．Welcome!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는 이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연락처 정보， 라이센스 대상자료， IP 범위， 이용 통계， E-mail 

Alert 를 관리 하는 경우에는， 이 어카운트에 로그인해 주십시오．



아래의 한국어판 Librarian  Gateway 의 톱 페이지

의 상단에 있는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에 로 

그 인합니다．

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 유저네임과 패스 워드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 로 연락 

해 주 십시오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 내의 "Licenses" 탭에는 라이센

스 대상저널 ( 콘텐츠 상세 ) 이 모두 기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정보에 엑세스를 원하는 경우 저널타이틀을 선택하거

나， 드롭다운 리스트를사용해 주십시오．

각 저널을 선택하시면， 라이센스 대상의 저널의 아래 ( 1 - 7 ) 항

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구독 개시일과 종료일

2   콘텐츠의 액세스 상황 

（사이트 라이센스 혹은 액세스 금액）

3  라이센스 대상 콘텐츠의 범위 （년간 혹은 Volume 별）

4  라이센스 ID 번호

5   콘텐츠의 종류 

（해약후 액세스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6   Glossary of terms（용어집）은， 구독의 종류， 콘텐츠의 종류， 

라이센스 대상 콘텐츠에 관련이 있는 권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

니다．

4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로부터 신간의 추가， 갱신일의 확인， IP 범위의 정정， 이용 통계의 확인， 사이트라이센스의 

구독 상황등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your licensed content
（사이트 라이센스 구독 저널의 콘텐츠 관리）

1
2

3 4 5

6

Li
ce

ns
es

http://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7   각 저널의 nature.com 에 수록된 백파일의 정보는 우측

의 웹사이트 "this chart" ( 엑셀파일 ) 을 클릭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nature.com/libraries/site_licenses/

licensed_content.html

* 액세스 가능한 컨텐츠는 귀기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Nature 관련저널

[Nature 관련지 ] 와 [ 아카데믹 저널 ] 의 2 장의 시트가 

표시됩니다．

5

７

Nature관련지

아카데믹 저널

http://www.nature.com
http://www.nature.com/libraries/site_licenses/licensed_content.html
http://www.nature.com/libraries/site_licenses/licensed_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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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usage statistic reports
（이용통계 레포트 이용 방법）

이용 통계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 월단위， 년단위로 귀 기관의 이용 빈도의 개요를 작성

– 신간 이용 개요및 트라이얼 기간의 이용 개요의 파악

– 구독 결정의 정보를 입수

– 다른 벤더나 출판사의 통계 자료와 비교 가능

– 귀 기관의 유저 패턴의 파악 또는 예측

- 보다 효과적인 인프라 구조의 계획

이용 통계 레포트에 액세스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한국어판 Librarian Gateway 의 톱페이지

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

운트 에 로그인하여， "Statistics" 를 클릭합니다．

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이용통계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 영국 본사에서 

MPG Insight 의 전용 username 과 password 를 

보내드립니다．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이트 라이

센스의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nstitutions@natureasia.com

Nature Publishing Group 에서는， 2003 년 발족 당시부터 COUNTER 를 

강 력하게 지원해 왔습니다．COUNTER 는 온라인 이용 데이터의 기록이나 

교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URL 에 액세스해 주십시오．

www.projectcounter.org

Nature Publishing Group 과 Palgrave Macmillan 은， 저널의 이용 빈도를 알려드리는 매월의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데이터는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에 매월 갱신되어， 등록된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자에게 E-mail 로 통지됩니다．

이용통계 레포트 추출 방법

www.natureasia.com/pdf/ko-kr/libraries/account-administration/MPSInsight_guidance_Korea.pdf

Us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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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http://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mailto:institutions@natureasia.com
www.projectcounter.org
http://www.natureasia.com/pdf/ko-kr/libraries/account-administration/MPSInsight_guidance_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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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템플렛

귀기관께서는， 트라이얼이나 새로운 라이센스 대상 저널을 

이메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미리 디자인된 이메일 템

플렛이 다양한 저널별로 준비되어 있어， 메세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웹사이트에서 "Email templates" 를 선택

하여 주십시오．

라이센스 제공자 정보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자는， 라이센스 대상 콘텐츠에 부속 

기 관명과 사이트 라이센스 제공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 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트에 등록된 기관명등이， 사

이트 라 이센스 제공자로서， 전구독 타이틀 중 화면에 표

지됩니다．

포스터

네이쳐 포스터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romoting your site license
（사이트 라이센스의 이용 프로모션 툴）

사이트 라이센스 구독을 이용 촉진 하기 위해 각종 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툴은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어판 Librarian Gateway（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에서， 프로모션 툴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포스트나 저널의 인쇄판 샘플등， 인쇄 게시물 주문이 가능합니다．

Pr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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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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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an Gateway
한국어판: 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Librarian Gateway 한국어판에는， 사이트 라이센스 구독에 관한 정보， 책자의 주문， 이용 통계 데이터에 이르기까지，기관 

구독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사이트 라이센스에는，신간 의 

라이센스 구독 방법，라이 센스 

정책등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⑤ 사전에 디자인된 이메일 템플렛을 

저널 별 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③ 사이트 라이센스 관리 어카운 트에 직접 로그인
웹사이트 내부가 한눈에 알기쉽게 네비게이션①

② 뉴스 기사는 항상 갱신되어，프레스 리리스나 

사이트 라이센스의 신기능등의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⑥ 유저가이드에서는， 평판이 높은 

서비스의 일부를 nature.com

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Lib
rar

ian
 Ga

tew
ay

http://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http://www.nature.com


9

NPG 의 사이트 라이센스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Librarian Gateway 한국어판 (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사이트 라이센스 구독의 서비스 내용

▶ 주문방법 / 정책 (NPG 의 해약후 엑세스권 제도에 대한 설명 )

▶ 라이센스 계약서

▶ NPG 이용통계 레포트의 안내문

▶ 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툴

사이트 라이센스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네이쳐 퍼블리싱 그룹

사이트 라이센스 비지니스 유닛

고객 서비스 센터

Email: institutions@natureasia.com

Contact
（문의사항）

Co
nt

ac
t

http://www.natureasia.com/korea/libraries/
mailto:institutions@nature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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