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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 소개 및 수록내용

 출판사 소개
기계공학 관련 한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는

Technical ,educational and research issue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Engineering Society 입니다.   

 URL : http://asmedigitalcollection.asme.org/

 수록내용

Journals
 주제분야 : 기계공학

 제공연도 : 1960 ~ 현재

 제공종수 : 34종 + AMR Journal(Applied Mechanics Reviews journal)

http://asmedigitalcollection.as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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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ME 메인 화면

일반 검색 및 상세 검색

로그인

Featured Content

Newest Content 

Topic Collections

등 ASME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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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by Journal in ASME

ASME 전체 제공 Journal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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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by Journal>저널 선택 화면

해당 저널에 수록된 원문 최신순, 
열람순, 인용순 보기

제공 컨텐츠
issue 정보 제공

저널 소개

저널 내 검색

Featured Article, Popular 
Articl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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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by Journal>아티클 선택 화면

화면 분할, 수치&표, PDF 보기
SNS&eMail 공유, 인용 정보, 
저작권 정보 확인

원문 목차

PDF 보기

해당 저널 최신, 열람, 인용 순
원문 보기 및 해당 원문 관련
원문, 프로시딩, 챕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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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by Proceedings in ASME

전체 프로시딩, 시리즈별, 주제분야별, 
연도별 프로시딩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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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by Proceedings in ASME

최신 프로시딩 목록

ASME 메인페이지>Conferences>
All Conference Proceedings 클릭

시리즈, 주제분야, 연도, 컬렉션별
보기 및 ASME 프로시딩 정보 제공

전체 프로시딩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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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wse by Proceedings by category

시리즈, 주제분야, 연도, 컬렉션별
보기 및 ASME 프로시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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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eBooks 클릭

eBooks:

-Browse by Year(연도별)

-Browse by Title(타이틀별)

-Browse by Subject (주제별)

3. 검색 방법–Browse by eBook in ASME

최신 eBook 목록

연도, 타이틀, 주제분야별 보기 및
ASME eBook 정보 제공 전체 eBook 내 검색

최신 eBook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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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rch in ASME (일반 검색) 

검색어 입력 후,  Search 클릭

저널 정보, 포맷, 주제, 저널, 
eBook, 컨퍼런스 시리즈, 주제분야, 
출판일 등으로 결과 필터

검색 키워드 추가 검색 결과
검색 결과 관련도, 
최신, 과거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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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rch in ASME (상세검색)

Filter 클릭하여 타이틀, 저자, 키워드, 
ISBN 등 검색 결과 추가 필터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