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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hat is Nature Masterclasses? 
 

Section breaks 
Section breaks are available in red 
or grey – these can b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 the deck 

 
 
 
 
 
 



Nature Masterclasses 



Nature Masterclasses 과정 소개 

 

 



Nature Masterclasses online training in 

Scientific Writing and Publishing 

Scientific Writing and Publishing 

training 

 

 3 모듈로 구성 

 

수강 증명서 발급 

 

1-5분짜리 비디오로 구성 

 

다양한 액티비티 

 

연구실에서의 틈새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혜택 

 

• 논문작성 방법 및  국제 저널 투고에 

대한 자신감 향상 

• 저널의 편집 과정 강의를 통해 

네이처 에디터가 리뷰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및 주의사항 전수 

• 투고 관련 best practice  이해 



강사진 : Nature 저널 editor 

20개 이상의 Nature 

저널 Editor 총 36명이 

강의 진행 



총  15개 모듈 

Part 1: Writing a Research 

Paper 

1. What Makes a Great Paper 

(75 min) 

2. Elements of Writing Style (30 

min) 

3. Titles & Abstracts 

(60 min) 

4. From Introduction to 

Conclusion 

(60 min) 

5. Data Management 

(75 min) 

6. Data Presentation (75 min) 

 

Part 2: Publishing a  

Research Paper 

1. Authorship &  

Authors’ Responsibilities 

(60 min) 

2. Selecting a Journal for Publication  

(45 min)  

3. Submitting Your Paper (45 min)  

4. Understanding Peer  

Review (90 min) 

5. Journal Decisions 

(60 min) 

6. The Editorial Process 

(30 min) 

7. Measuring Impact 

(45 min) 

8. Plagiarism & Other 

Ethical Issues (60 min) 

 

 

Part 3: Writing and 

Publishing a Review Paper 

 

1. Writing and Publishing a 

Review Paper (9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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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방법 
 
 

Section breaks 
Section breaks are available in red 
or grey – these can b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 the deck 

 
 
 
 
 
 



최초 등록 

기관의 IP 주소로 접속 

 

• 학내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 학내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경우는 리모트로 접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2회째 이후의 로그인 

기관의 IP 주소로 접속 

 

●첫 회 등록 후는 6개월간 캠퍼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최초의 등록으로부터 6개월 이상 

학외의 네트워크로부터 액세스 하고 있는 경우는, 재차 

학내 네트워크로부터 로그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masterclasses.nature.com 에 액세스 

 

Register 선택 

최초 등록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설정 

 

등록방법 



onlineservice@springernature.com

에서 온 메일을 열고 "Confirm 

registration now" 클릭. 

등록방법 
스팸 메일 폴더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스팸 메일 폴더를 

체크해 주세요. 



등록 

“Confirm registration now”클릭하면 Nature Masterclasses의 

web 사이트가 열려 등록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후 액세스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고 코스명을 클릭해주세요. 



첫 회 등록 후 설정 

• 첫 회 수강 전에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 프로필 페이지 입력을 

완료하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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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ow to use the course 

Section breaks 
Section breaks are available in red 
or grey – these can b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 the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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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수강 코스 액세스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고  코스명을  클릭해주세요. 





콘텐츠 

• 텍스트, 비디오, 

액티비티로 구성 

• 완료된 레슨 및 

진척률 체크 



비디오 자막과  강의 내용 transcripts 제공 

자막을 띄우려면 대화 상자를 클릭 



비디오 자막과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 표시 



코스 이용 방법 

1) 처음부터 차례로 수강 

2) 자신에게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수강 

 

On-demand 방식으로 관심 있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수강 관리  



대시보드  

• 모듈별 진척 

관리 

• 모두 완료되면 

수강완료 

증명서 획득 

가능 



증명서 

증명서 다운로드 



FAQ 페이지 

•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FAQ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객 서비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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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타 코스 

Section breaks 
Section breaks are available in red 
or grey – these can be used 
interchangeably through the deck 

 
 
 
 
 
 



Managing Research Data to Unlock its Full Potential 

 
●데이터 관리 기술이나 데이터 관리 멘토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계속 변화하는 펀딩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정보 습득을 위한 연구자를 위해 기획 

●총 4-5시간 수업이지만 15 분정도로 짧게 구성되어 있어 수강 용이 

●연구자, 연구기금 제공자, 데이터 출판 및 기관 데이터 관리 전문가 10명이 

강의 

●영어 자막 및 대본 제공 

●각 4 모듈별 수료증 발급 

 



Managing Research Data to Unlock its Full 

Potential 

 



Managing Research Data to Unlock its Full 

Potential 

Module 1: Welcome and introduction 

데이터 관리의 개념 및 데이터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Module 2: Creating and maintaining your data management plans 

데이터 관리 계획 유형 및  데이터관리  프로젝트 셋업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Module 3: Managing data in the short and long term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데이터를 적절하게 구성 및 

저장하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Module 4: Sharing your data 

데이터 공유를 위한 다양한 옵션 평가방법, 데이터에 적합한 저장소 선택 

방법, 데이터를 'FAIR'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Effective Collaboration in Research 

 

●공동 프로젝트 참여 및  협업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연구자를 위해 기획 

●총 8시간 수업내용이지만 각 수업이 15 분 정도 짧게 구성되어 있어 

수강 용이 

●연구자, 연구기금 담당자, 저널 에디터 및 협력 전문가 17명이 강의 

●영어 자막 및 대본 제공 

● 3개 부분의 수료증 발급 

 



Effective Collaboration in Research 

 

 



Effective Collaboration in Research 

Part 1: Introducing collaboration 

         왜 협업해야 할까요?  

         

  

Part 2: Participating in a collaboration 

        효과적인 협업방안  

      

  

Part 3: Leading a collaboration 

       문제 해결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하여 협업을 시작하고 주도하는 방법 

        



Narrative Tools for Researchers 

 ●내러티브 도구 (narrative tools) 를 사용하여 연구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를 

과학계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자 하는 연구자를 위해 기획 

●전체 3-4시간이지만  각 짧은 15 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 

●연구자, 에디터 및 과학 저널리스트를 포함하여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내러티브 기법을 사용하는 10 명의 전문가가 강의 

●영어 자막 및 대본 제공 

● 3 모듈 과정 수료증 발급 

 



Narrative Tools for Researchers 

 

 



Narrative Tools for Researchers 

 

 Module 1: Why use a story? 

스토리텔링 기술이 왜 강력한지,  스토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스토리텔링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 및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Module 2: Building your story 

핵심 메시지를  골라내고  이를 어떻게  탄탄한 증거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지 등  스토리의 기본 구조를 만들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Module 3: Refining your story 

독자, 형식 및 동료의 피드백에 따라 과학적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