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M

Standards
쉽고 빠르게 이용하기

미재료시험학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물질들의 규격 서비스 제공
▶ Start - http://ihserc.com/

▶ Interface 활용하기
∙ Search – 메인 검색 화면

∙ Alerts – 선택한 규격에 한하여 수정 및 변경 시 알려줌

∙ Favorites – 검색 결과 중 자주 찾는 규격을 따로 선택 및 저장

∙ Table of Contents – ASME/BPVC 검색 및 활용 기능

∙ Watch Lists – 보안을 설정하여 개인/그룹 공개 여부 설정

∙ My Account – 기관의 구독 정보 표시

▶ 검색
Doc No.나 Org로 검색하거나 타이틀/초록/원문 전체 중 선택하여 Text 검색

▶ Filtering
Check box Filters와 Advanced Filters를 이용해 쉽고 보다 빠르게 원하는 문서 검색
- Most Recent Revision – 해당 규격의 최신판 만을 검색
- Active Status – Active 규격 만을 검색
- My Subscription – 구독 품목 내 검색
- Account Notes –규격의 Note에 대한 검색

▶ Advanced Filters
-

Organization – 선택한 규격 발행 기관 내에서만 검색
Status – 규격의 Status Type을 선택하여 검색
Standard Class – 미군 및 미연방정부에 승인된 규격을 선정하여 검색
Publication Date – IHS에 등재된 일시 혹은 Org에서 신규/개정한 일시를 기준으로 검색
Language – 규격의 언어 별 검색
ICS Code – ISO에서 제정한 국제 분류코드 별 검색
FSC Code – 미연방정부 물류조달 코드 별 검색
Posted Date – IHS ERC에 Update된 규격의 일시 별 검색
Watch Lists – Watch Lists 내 검색

▶Save Search – 검색 parameter가 설정된 검색 결과 저장
▶Download Results –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Print – 검색 결과를 Print
▶View Icon – 선택하여 PDF 원문 이용
▶Details – Doc summary, Abstract, History 정보 열람
▶History – Details Tab을 거치지 않고 History 정보 열람
▶Favorites(Add) – Favorites 추가 기능
▶Watch Lists(Add) – Watch Lists 추가 기능
▶Search Goldfire – Goldfire 검색 기능

알아두세요!

1. 구독 기관은 IP 방식으로 Log-in 되며, 기관 내에서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2. ASTM Standards는 IHS ERC Spec & Standards를 통해 이용 가능 합니다.

IHS Standards Expert™
쉽고
with Goldfire

빠르게 이용하기

세계 최고 검색엔진 상을 수상한 시멘틱 (Semantic) 검색 서비스로 규격 정보 검색을 포함한
1억건 이상의 컨텐츠들을 통합 검색해 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검색 솔루션
New Related
▶ Interface 활용하기

원문 요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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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컨텐츠 별 검색결과들을 볼 수 있는 기능
►Browse by Content Class:

IHS fire
Refine your search results : 결과 내 재 검색

Codes & Standards - 전 세계 350여개 SDO의 규격 및 코드

►Browse by Concepts

Engineering Books - Wiley, McGrawHill, Springer, Maney 등의 전자도서

자연어 검색기능 및 70여가지의 검색 결과 분류기능

Patents & Applications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세계 특허 정보

원문 요약 및 검색 결과들의 5개국어 간 자동 번역기능

Other IHS Sources - Jane’s, GlobalSpec, ESDU, Scientific Effects 등
Articles & Journals - IEEE, Springer, ASTM, SAE, Wiley 등

- 영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일어

1. 구독 기관은 IP 방식으로 Log-in 되며, 기관 내에서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2. ASTM Standards는 IHS ERC Spec & Standards를 통해 Goldfire 와 함께 이용 가능 합니다.

알아두세요!

ASTM

▶ Start - http://enterprise.astm.org/(IP 인증 시 접속 가능한 URL)
http://myastm.astm.org/(ID/PWD 인증 시 접속 가능한 URL)

금속, 석유, 건축 분야에서 환경, 법의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실험 자료 수록
1. Advanced 검색

Digital Library

검색어를 입력한 후, 출판 종류 별로 선택하여 검색
Full Text, Titles only, Abstracts Only 검색으로 원하는 방
식으로 검색가능
2. Browse 검색
Browse by
Topic - 15개의 주요 산업 분야별 자료 검색
Sub-Topic - 주요 주제 분야에 대한 부차적인 논제 검색
Standards-Alphabetical Order - 알파벳순서로 규격 검색
Committee - 140여 ASTM 기술위원회 별로 발행한 STPs, Journals,
Manuals를 검색
Past Symposium - 140여 기술 위원회 별 과거 Symposium 검색
Withdrawn Standards - 철회된 규격 검색
Work Items - 제안 된 새로운 규격 또는 위원회에서 개발중인 기존 규격
검색
Research Reports - 연구보고서 검색

3. User Resources
ASTM Digital Library를 활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Tip 제공

알아두세요!

1. 구독 기관은 IP 방식으로 Log-in 되며, 기관 내에서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2. ASTM DL은 http://www.astm.org 를 통해 이용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