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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소개
1888년 설립된 수학전문학회로서,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약 30,000명의
개인회원과 약 580개의 기관회원 보유

2. 주제 : 수학

3. Coverage  : 1891년 - 현재 (타이틀 별 상이)

4. 타이틀 수 : 4 종 (모두 SCI/SCIE 등재)

5. 출판사 URL : https://www.ams.org/home/page

6. 서비스제공 URL : https://www.ams.org/journals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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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홈페이지 https://www.ams.org/home/page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저

널 페이지로 이동

AMS 출판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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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메인페이지 (1/3)

* 컨소시엄 제공 타이틀(이용가능)

1. Research Journals

• Journal of the AMS

• Mathematics of Computation

• Proceedings of the AMS

• Transactions of the AMS

2. Member Journals

• Bulletin of the AMS

• Notices of the AMS

1 2

http://www.ams.org/publications/journals/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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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메인페이지 (2/3)

* Gold Open Access

저널 발행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을 후원 기관이나 저자의 기관에서 부담한 저널

로 출간되자마자 AMS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제

공되는 저널

* Green Open Access

저자의 개인 웹페이지, 기관 레포지토리, 

arXiv.org 등에 게재된 발행 전 논문으로, AMS

의 구독 Research Journal은 이에 해당

Green OA 저널은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무료

로 제공

Remote Access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등 전자기기를 통한 외부

접속 시 페어링 설정(※본 매뉴얼 19페이지 참고)

Gold OA 저널 표시
(무료 이용 가능)

http://www.ams.org/publications/journals/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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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을 클릭하면 간단한 저널 소개와 최근 발행된

아티클의 초록 제공

저널명 클릭→저널 페이지 이동

Journal 메인페이지 (3/3)
http://www.ams.org/publications/journals/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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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geJournal 페이지
https://www.ams.org/publications/journals/journalsframework/jams

A. 발간예정 아티클

B. 최신 발행 아티클

C. 최신 발행 이슈

D. 저널의 전체 이슈

A B C D

About this Journal

E. 저널 관련 정보

F. 편집위원 정보

G. Email 알림 서비스 신청

H. RSS피드 구독

E

F

G

H

6



A. Article In Press (발간예정아티클)

* Articles In Press

아직 출판되지 않은

수록 예정 아티클 리스트(저자명 순)

https://www.ams.org/cgi-
bin/mstrack/accepted_papers/j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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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cently Published Articles (최신발행아티클)

* Recently Published Articles

저자가 교정쇄를 제출한 후

이슈로 발행되기 전 AMS 웹사이트에 올려진 아티클 리스트

이슈로 발행되기 전
아티클 인용방법 안내

1) 아티클의 저자정보 확인
2) 초록, 참고문헌, 아티클 정보 확인
3) PDF 원문 다운로드

아티클 재이용 요청(책, 저널, 
신문, 교육자료, 인터넷 등)

MathViewer 원문보기
(다음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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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MathViewer

MathViewer
- 저널 원문 PDF와 인쇄본의 상호적인 대안으로써 새로운 원문 보기 방식
- 즉각 반응하는 HTML 포맷을 통해 모든 디바이스에서 저널 접속이 가능
- 원문을 읽는 중 공식, 정리, 숫자, 참고문헌에 삽입된 링크를 클릭 시 바로 우측 단

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
- 좌측 단에는 원문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

현재 MathViewer 서비스 이용 가능 저널

- Proceedings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 Series B

-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 Series B

- Journal of the AMS

(※ 추후 타 유료저널에도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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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st Recent Issue (최신발행이슈)
* Most Recent Issue

발행 이슈 중 가장 최신호의 아티클리스트

1) 아티클의 저자정보 확인
2) 초록, 참고문헌, 아티클 정보 확인
3) PDF 원문 다운로드

본문을 제외한 속표지·머리말·차례 및
발문·색인·판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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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ll Issues (저널의전체이슈)

* All Issues 

해당 저널의 모든 발행본

연도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발행 볼륨 및 이

슈가 오른쪽에 표시

- 모든 아티클의 초록, 참고문헌(MathSciNet 링크

포함), 서지정보는 무료로 확인 가능

- Free Digital Archive : 발행 5년 후의 모든 볼륨

의 아티클 PDF 무료

- 구독 가능 저널 : 최근 5년 내 발행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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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Journal 페이지 오른쪽 메뉴 중 Search 클릭
→AMS ECONTENT SEARCH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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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Search

A

B

C

D

A. Author/Editor, Title, MSC 등

- Author/Editor: 저자/ 편집위원으로 검색

- Article/Volume Title: 기사/볼륨 제목

- MSC: 수학분류코드로 검색

B. Specify eContents to Search

- 검색대상을 저널 종류로 제한

C. Limit Results by Publication Date

- 검색대상을 발행기간으로 제한

D. Format Results

- 검색결과의 표시 수 및 정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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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

A. 검색 조건 표시

B. Previous Screen(A의 검색조건이 선택된 검색페이지)/ 

New Search(새로운 검색페이지)로 이동

C. 초록, 참고문헌, 아티클 정보 확인

D. PDF 원문 다운로드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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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E-mail Alert (1/3)

* Journals E-mail Alert

: 새로운 Issue / Article 에 대한 최신정보를

E-mail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A. Issue notification: 이슈 정보 등록 및 수정

B. Article notification: 아티클 정보 등록 및 수정

A

B

Alert 발송을 위한

E-mail 주소 입력

https://www.ams.org/publications/journals/j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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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E-mail Alert (2/3)

* Journals Issue Notification

: Email 주소 입력 후 관심 있는 저널 선택

(기존 선택사항에 대해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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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E-mail Alert (3/3)

* Journals Article Notification

: 관심 있는 저널과 주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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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이용안내

1. 서비스안내 URL : http://www.ams.org/pairing/pair_my_device_mobile.html

2. 모바일 기기 사양
- 모든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이용 가능(아래 기본 사양 필수)
1) Cookies 허용
2) Javascript 가능
3) 로컬 저장 가능
4) Private 브라우징 끄기
5) 인터넷 연결 가능
6) 1개 브라우저 제품에서만 이용 등록 및 액세스 가능
- 예) Internet Explorer를 통해 등록 후, 타 브라우저 제품을 통해서는 액세스 불가능

3. 이용방법
- 출판사에 등록된 기관의 IP 내(무선 인터넷)에서 모바일 이용등록(Paring) 완료
후,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

4. 모바일서비스 특징
1) 출판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
2) 브라우징, 검색, 원문저장 가능
3) 등록된 기관 IP 내에서 Paring 후 90일 간 이용가능 (만기 전후 언제든지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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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아이콘 클릭 혹은 아래 링크로 접속

http://www.ams.org/pairing/pair_my_device_mobile.html

2) 클릭

3) 클릭 -> 페어링 완료

(90일 이용가능, 재등록 필요)

모바일서비스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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