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M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 ASM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생명과학 분야의 멤버십 조직입니다.
- 1899년 59명의 과학자들과 시작하여 현재 39,000명의 과학자가 함께 하고 있으며. 
- 그 중 3분의 1은 미국 외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ASM의 가장 큰 미션은 미생물 과학분야의 진보 및 발전입니다.
- (생명과학, 면역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물학, 생리학, 의학, 수의학, 생명공학 및 관련 농업 분야)

-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포함 16종제공 (OA 5종포함)

- Journal 별 URL 다름

http://journals.as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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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우스 오버 시 전체 저널 리스트 조회

(저널명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2) 기관 인증 문구

(기관명 안나올 시 인증 안되고 있는 것이므로 확인 필요)

3) 메인 검색 창: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자료 검색

4) 출판사 정보 및 구독, 저자, 연구자 관련 페이지

5) 출판사 관련 새로운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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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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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널 관련 메뉴: 기본 정보 및 저자, 구독자를 위한 메뉴

2) 저널 내 검색창: 해당 저널 안에서만 검색 가능

3) 저널 기본 정보 및 뉴스 안내

4) 최신 이슈 및 수록 아티클 리스트

저널 상세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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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이슈 및 수록 아티클 리스트

2) 저널 기본 정보 및 최신 소식 제공

3) 가장 많이 이용된&인용된 아티클 리스트

4) 아티클명 클릭 후 아티클 상세페이지 이동

저널 상세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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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결과 값

2) 검색 결과 설정 (관련성/최신성)

3) 부가기능: 검색 환경설정 등

4) 결과 내 재검색 메뉴

(출판연도별, 저널별 좁혀보기)

5) 아티클명 클릭하여 상세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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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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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상세 페이지

1) 아티클 상세화면

(HTML 열람(기본), PDF 저장 가능, 초록 정보, 도표 등 제공)

2) 부가기능: 저장, 출력, 알림, 색인 정보 추출, 공유하기 등

3) 목차별 보기, 주요 키워드 목록, 관련 있는 아티클,

추천 아티클 목록 제공

화면 하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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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PDF 열람 화면

PDF 열람화면: 화면 회전하기, 저장, 인쇄, 북마크 메뉴



감사합니다.

*이용문의
yjchoi@jbrighten.co.kr

070-4136-3610

mailto:yjchoi@jbright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