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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소개 및 수록내용

 출판사 소개

토목 및 환경공학 관련 학회인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는 최산의 교량, 빌딩, 상 하수도 시스템에 관한 최신 기술자료
및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
 주제분야 : 토목 및 환경공학
 제공연도 : 1983 ~ 현재
 제공종수 : 저널 33종 + Proceedings 280 Vol. 이상
 Service URL : http://www.asce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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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by Journal in ASCE Library

예제 1.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 October, 2001

Volume 15, Issue 4에서 Karen K.가 저자인

‘Tool for Rural and Statewide Multi modal Transportation Planning’
이라는 Article을 찾고 싶을 때

검색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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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Journal in ASCE

Click

http://ascelibrary.org/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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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널 검색 후
Click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의
저널페이지 입니다. 

전체 목차 리스트를 보기 위
해 View Issue Table of 
Contents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Browse Journal in A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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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차
Volume list에서

찾고자 하는
연도범위, 해당
Volume 선택

해당 Volume에서
원하는 목차 선택

Browse Journal in A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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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한 article 검색

초록정보 HTML 형식으로 제공 Full Text PDF 형식으로 제공

Browse Journal in A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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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by Journal in Scitation

예제 1.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October, 2001 
Volume 15, Issue 4에서 Karen K.가 저자인
‘Tool for Rural and Statewide Multi modal Transportation 
Planning’이라는 Article을 찾고 싶을 때

※ Scitation은 AIP의 저널 플랫폼으로써 AIP를 비롯한 물리학 관련

학회의 전자저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ASCE 또한 Scitation 플랫폼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URL : http://scitation.aip.org

검색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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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tation에서

제공되는 저널을

출판사별로 보기

위한 방법으로

By Publisher 선택

http://www.scitation.org

ASCE에서 제공되는 저널 리스트

확인 후 원하는 저널을 선택

Browse Journal in 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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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Volume에서
원하는 목차 선택

찾고자 한 article 검색

Browse Journal in A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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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in ASCE

예제 3. 

Bridge Network관련해 쓴 article 중

Michel Ghosn 이 저자인 article을 찾고자 할 때

검색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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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 Library 화면 오른쪽 Search 
메뉴에 검색하고자 하는 Keyword 
입력 후 Go 버튼 클릭

http://ascelibrary.org/로 접속

Search in ASCE:기본검색



Search in ASCE:기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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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에 Bridge Network가 포함
되어 있고 저자가 Michel 
Ghosn인 Article 검색

* 검색 조건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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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celibrary.org/로 접속

고급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검색 창 아래의 Advanced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Search in ASCE:고급검색



15

Keyword만을 가지고

검색할 때 해당 메뉴 사용

Search in ASCE:고급검색

검색 범위 축소 위해

관련 정보 입력



Search in ASCE: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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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고자 하는 저널 명
이 있을 경우, 입력

* 권, 호 정보가 있는 경우
Volume Issue Range를
지정하여 검색

* 출판 년도 정보가 있는
경우 Publication Date 
범위를 지정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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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을 한 검색 결과 입니다. 

29,966건의 article 중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Search in ASCE:고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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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부가서비스

My Article Collection

: 검색한 원문을 내 폴더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Account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Account 등록은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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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celibrary.org/로 접속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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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citation 등록 방법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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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 My Scit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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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 My Scitation(2)



23

이메일 내 링크 연결하여
password 지정

부가 서비스 – My Scit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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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tiation에서의
Search는 Scitation 회
원에게만 제공되며
Scitaiton은 무료로 가
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 My Scitati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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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자 하는 Article을 선택한 후 My articles를 선택하면

상단과 같이 나의 폴더에 저장

부가 서비스 – My S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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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 Full Text 를 과다 Down load 하게 되면 Server에서 과다 Down 
load를 한 해당 PC가 속해있는 IP 대역의 C class가 모두 닫히게 됩니
다. 

ASCE에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위의 사실을 E- mail로 통보하며 해
당 기관 담당자는 사유와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을 출판사로 보내야 합
니다.

ASCE 이용자 분들께서는 과도한 Full Text Down Load를 자제 해 주시
고 꼭 필요한 Full Text만 Down Load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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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데이터넷
(http://www.shinwon.co.kr)

TEL 02-326-3535 
E-mail info@shinwon.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