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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독 방법

기관 구독 고객은 사이트 라이센스를 통해서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이나 그 이외의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연
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 질환에서 관리까지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는 질환 및 장애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는 입문서

(Primer)라고  불리는 리뷰 아티클을 게재합니다. 입문서는 현재의 임상적, 병진적 어

려움을 고려하면서 생체의학자를 위한 권위 있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는 기존의 Nature Reviews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 좀 더 

집중적이며 전문화된 논문을 보완하면서, 질병의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연구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입문서 논문 내용 

모듈식으로 이루어진 본 입문서 논문은 역학, 질병 기전, 진단, 선별 및 예방, 관리와 삶의 질을 
다룹니다.저명한 과학자 및 임상 전문가가 저술한 각 입문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
을 제공하고,핵심적인 개방형 연구 질문에 대한 개요를 서술합니다. 입문서 논문은 질병의 모든 
측면에 대한광범위한 시각을 얻고자 하는 생체 의학자와 새로운 의학 전문 분야 또는 연구 분야
를 시작하는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각 논문은 특정 질병에 대한 다음 측면을 모두 다룰 것입니다.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독자층

박사 과정 학생, 박사 후 연구자, 임상 연구자, 의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나 의학 
전문 분야를 시작하는 생체의학자가 본 학술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다음 전문 분야를 다룹니다.

역학은 세계 질병 부담과 다양한 지역에서
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약합
니다.

전망은 핵심적 중요 연구 질문을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향후 5-10 년 동안 어디에 중점
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연구
자와 임상의에게 있어서 핵심은 제기된 문제
들이 최근 발전 중인  기술부터 연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분야의 발전에 중점
을 두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삶의 질은 환자가 가진 주요 문제와 그 문제
가 처방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합니다. 기대 수명, 환자 보고 결과, 완화 치
료 및 동반 질환 등의  주제가 포함됩니다.

관리는 전반적 관점에서의 현행 표준 치료
법,치료 효능, 관련 유해작용을 설명합니다.

진단, 선별 및 예방은 질병의 위험 인자 (유
전적 인자 및 환경적 인자), 질병의 임상적 
진단 방법, 예를 들어 현장현시검사, 영상, 
조직학적 효용성을 설명합니다. 선별 프로토
콜을 갖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 장단점을 비
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는 
환자와 전반적인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작용 
양식, 효능 및  질병 부담에 따른 영향에 대하
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전/병리 생리학은 질환이나 장애의 분자 
관련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상세한 수치로 
뒷받침되어 독자는  '건강한' 상태와 대조적
인 질병 프로세스를 비교할 수 있으며, 핵심 
치료 대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 정기 온라인 게재 – Primers 는 매주 출간될 것입니다.
• '인용문  내보내기’ 및 ‘참고 문헌 내보내기’ 기능은  사용자가  핵심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NPG 내/외 참고 문헌 연결: 논문 참고 문헌은 관련 전체 초록 서비스와 연결되어있습니다. 

유전적 위험 인자의 해명부터 시판되는 최신 약품까지, 의학의 새로운 발전으로 일부  질환이
나 장애는 자주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임상 및 생체 의학 분야의 탄탄한 배경을 갖춘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의 편집팀은 본 저널에 부여된 전략을 위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의학 분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Nature Reviews Disease Primers: 사이트 라이센스 접속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학 관리

진단, 선별 및 예방

삶의 질

전망 

기전

• 심장학
• 피부과학
• 이비인후과학
• 응급의학
• 내분비학
• 소화기학 

• 산부인과학
• 간장학
• 혈액학
• 전염병학
• 악안면 및 구강의학
• 신장학 

• 호흡기의학
• 류마티스학
• 수면의학
• 비뇨기과학 

• 신경학
• 영양학
• 종양학
• 안과학
• 정형외과학
• 정신의학 

각 Primer 아티클의 전용 포스터는 질병을 시각
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분석합니다.

•  바쁜 학생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제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정교하게 구성된 내용 및 일러스트레이션 
•  Nature Reviews 저널의 우수한 품질
•  A3인쇄 가능한 PDF양식 

프리뷰 포스터

Each Primer is accompanied by an illustrated summary of the article:

Although often colloquially referred 
to as ‘skin cancer’, melanoma is a 

malignancy of melanocytes, which are the 
cells that produce pigment throughout the 
body, including in internal organ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form is cutaneous 
(skin) melanoma, but the disease can affect 
the eyes and, rarely, the digestive tract. 

Cutaneous melanoma occurs predominantly in  
fair-skinned populations. UV exposure is a major risk 
factor for the disease, and its increasing incidenc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might reflect our 
changing leisure habits: we are spending 
more time in the sun. Australia 
and New Zealand currently have 
the highest rates in the world 
(60 people in every 
100,000 are diagnosed 
per year), with the USA 
(30 per 100,000 per year) 
and Scandinavia (20 per 
100,000 per year) following. 

The majority of melanomas are sporadic (without 
a heritable component) and have mutations that 
affect the p16INK4A–CDK4/CDK6–RB pathway, 
which results in aberrant cell-cycle control. 
Given that UV exposure is a significant risk 
factor, it is unsurprising that melanomas have the 
highest mutational load of all human cancers — 
most are UV-associated C>T and G>T transitions. 
However, mutations affecting the MAPK cascade 
are also common in melanoma, but are not 
necessarily UV-dependent.

People with a family history and/or atypical naevi 
(moles) are recommended to undergo total-body 
skin examination. Although no randomized 
controlled study has shown an organized screening 
programme to reduce melanoma deaths, Germany 
introduced free screening after a non-randomized 
study resulted in reduced mortality.  

Patient-reported outcomes are not always 
collected in current clinical trials, but they are 
gaining prominence — the patient’s ‘subjective’ 
perception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true 
benefit of treatment. In 2014, BRAF inhibitors 
were shown to positively affect quality of life 
outcomes in patients with stage IV melanoma. 

For patients with localized disease, surgical 
removal is most often curative. However, if 
patients have a thick melanoma (Breslow’s 
thickness >4 mm), the risk of death within 
10 years can be as high as 50%. Although removal 
of cancer-positive lymph nodes (determined 
by biopsy) has been the global standard of 
care for >20 years, its role is changing owing 
in part to considerable morbidity. No available 
treatment has been internationally accepted in 
the adjuvant setting (after surgery) for patients 
at risk of recurrence; interferon has shown 
mixed results and is not used widely, and anti-
angiogenesis drugs such as bevacizumab are 
also ineffective.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disease, the benefit of surgical removal has 
only been proven for a single metastasis or for 
oligometastases that can be completely resected. 
Instead, systemic immunotherapies are offered: 
ipilimumab, which targets CTLA4, and nivolumab 
and pembrolizumab, which target PD1. BRAF and 
MEK inhibitors are also available, as single agents 
or in combination.  

The future of melanoma research will focus on 
developing better treatments that can prolong 
survival and minimize adverse effects, as well as 
identify biomarkers that will accurately estimate 
prognosis and predict treatment outcomes.  
Next-generation immunotherapies, including new 
checkpoint inhibitors targeting PD1, are likely to 
be at the forefront of treatment. Experimental 
techniques such as adoptive cell transfer might be 
explor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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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The 
entire UV 

spectrum has 
been implicated in 

cutaneous melanoma 
and the WHO have 

classed UV exposure 
as a carcinogen

UV 
protection 

means wearing 
wide-brimmed hats, 
sunglasses, clothing 

and sunscreen
when outdoors

UV avoidance involves 
staying indoors, seeking 
shade when outdoors and 
not using tanning beds

Studies have shown 
a biological basis for 
so-called tanning 
addiction: elevated 
levels of β-endorphins 
in the blood after 
UV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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