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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재현하거나 검증할 때
새로운 분야를 실험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스프링거 프로토콜

SpringerProtocols
생명과학의 실험에 필수적인
세계 최대의 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

•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의 실험을 폭넓게 커버
• 4 만 개 가까운 압도적으로 많은 프로토콜을 수록
• Methods in Molecular BiologyTM 를 포함하여 실증을
마친 신뢰성 높은 리소스

• 간단한 검색과 인쇄
• 갱신 정보 알림 메일 알림

springerprotocols.com

Tested.
Trusted.

springerprotocols.com

2

springer.com

스프링거 프로토콜

SpringerProtocols
학술적으로 우수함이 보증되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비한

SpringerProtocols 에서는 필요한 프로토콜을 신속하게 간단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평 있는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시리즈 전권을 수록
연구자는 실험을 계획할 때 다양한 의문이나

존 M. 워커

M. 워커(John M. Walker) 박사가 편찬하는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는 현재 프로토콜 포맷의 표준이 된 개척자적인 북 시리즈로, 약 3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0 권 정도가 발행되었고, 각 권에 약
20~50 개의 프로토콜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SpringerProtocols 를 통해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를 중심으로

SpringerProtocols 편집장

연구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목의 프로토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실증을 마쳐 신뢰성이 높은, 순서가 기재된
프로토콜입니다. Springer Protocols
사용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Springer Protocols 의 콘텐츠

약 1,500 권
분량의 콘텐츠

세계 최대의
프로토콜 DB

• Methods in Biotechnology
•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 Methods in Pharmacology and Toxicology
• Neuromethods
• Springer Protocols Handbook
그 밖의 단행본과

Molecular Biotechnology,
Biological Procedures Online 등의 저널도 수록

Springer Protocols 의 특징

• 실시간 온라인 검색으로 프로토콜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

•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신뢰성 높은 콘텐츠
• 연간 3,000 개 이상의 프로토콜을 추가
• 최신판뿐만 아니라 구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도 실험이 가능

• 메일 알림 설정, My Protocols 에의 저장, 검색 결과 일람의 저장,
Citation 출력 등의 개인 설정 기능

springerprotoc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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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분야별로 브라우징 (15 개 분야)

• Biochemistry（생화학）
• Bioinformatic（
s 생명정보학）
• Biotechnology（생명공학）
• Cancer Research（암 연구）
• Cell Biology（세포생물학）
• Genetics/Genomic（
s 유전학/게노믹스）
• Imaging/Radiology（이미징/방사선학）
• Immunology（면역학）
• Infectious Disease（
s 전염병）
（
미생물학）
• Microbiology
• Molecular Medicine（미생물학）
• Neuroscience（신경과학）
• Pharmacology/Toxicology（약리학/독물학）
• Plant Science（
s 식물학）
• Protein Science（단백질학）

많이 이용되는
프로토콜

최신 프로토콜

톱 페이지

확실성과 높은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실험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재현
SpringerProtocols 에는 실험을 재현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 재료 기재

철저한 순서 기재

알기 쉬운 구성
이미지와 표를 활용한 설명
신뢰할 수 있는 Reference

신뢰성이 높고 재현 가능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실험을 계획하는 시간과 자금 및 수고가 대폭 줄어들어,
순서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면 확실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pringerprotoc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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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능
Simple Search

예: 'mutagenesis'로 검색

어느 페이지에서나 검색 가능
검색 워드를 추가해서 압축
검색 결과 저장

관련도, 발행일,
저자명, 제목으로
다시 정렬

Collapse View

(제목과 저자만 표시)

Expanded View

(개요 등도 표시)

로 변환 가능

Advanced Search (상세 검색)
'ADVANCED SEARCH'를 클릭

Source Title List (책의 제목으로 열람)

'Source Title List'를 클릭하고
시리즈명, 서적명으로 열람
이 제목에 포함된
프로토콜을 열람

springerprotoc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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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능
Browse by Subject
(분야명으로 브라우징)

분야를 선택
예: 'Biochemistry'를 클릭

분류·발행 연도로 압축

개인 기능
개인 등록 후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y Protocols (프로토콜 저장)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색한
프로토콜을 My Favorite Protocols
로서 저장

My Protocols (프로토콜 저장)

검색한 프로토콜

Protocol Alert (메일 알림)
Protocol Alert 를 등록
신착 프로토콜을 메일로 알림

톱 페이지 왼쪽

springerprotoc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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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검색 결과 일람의 제목이나 'Abstract'를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태그(북마크)

My Protocols 에 추가
인쇄
메일로 공유

재료 조달에 편리한 Materials
부분만 수록된 페이지로

관련 서적

Contents of this article (목차)

유사 프로토콜

통일된 목차 구성

• Introduction 해당 실험에 관한 필수 이론이나 배경 정보를 포함한 개론
• Materials 온도 조건이나 안전성 정보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장치와 재료 목록
• Methods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재료명을 포함한 실험 순서 및 결과 샘플
• Notes 주의사항, 비결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
목차에서 각 프로토콜 내의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itation 출력

springerprotoc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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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HTML 의 풀 텍스트）
Abstract 와 Full Text 모두 저자, 분야, 제목, 키워드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관련 프로토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에도 링크가 되어 있어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해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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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Protocols 에서 필요한 프로토콜을 적시에 검색
연구자 입장의 장점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

•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연구자가 적절한 프로토콜에 확실하게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실험 성공률도 높일 수

springerprotocols.com 에 접속

있습니다.

• 리뷰를 거친 수준 높은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선택한
프로토콜이 자신들의 연구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기능이 검색 과정을 향상시켜 연구자에게 배경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사이트도 있어서 연구자가 어디서나 프로토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SpringerLink (link.springer.com) 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SpringerProtocols (springerprotocols.com) 와 같은 개인 기능은 없지만,
SpringerLink 에서는 하나의 검색 워드에 대해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e 북 및
저널을 커버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