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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Main Menu

- 저널별 브라우즈

- 단순검색

- 연산자이용 고급검색 가능

- Email Alerting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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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Email 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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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Journal Home Page

* AMS Homepage

A: Quick Search
B: Adv. Search 
C: 기관 이용 가능 저널 확인
D: Email Alerts
E: 개별 메뉴로 이동
F: 각 Journal Home으로 이동



Navigate the AMS Site

* Navigate the AMS Site

: Journals를 포함하여 AMS 홈페이
지에서 제공되는 여러 service 메뉴
안내



Quick Search

여러가지 필드를 이용한
단순검색 Quick Search

위치) Homepage main 화면 오른쪽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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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1

* Advanced Search 1
A. Specify MSC, Title words, Authors
- MSC: Primary or secondary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Article Title: 기사제목
- Anywhere; 모든 필드에서 검색
B. Specify Journals to Search: 검색대상

저널 범위 선택
C. Limit Results by Publication Date
: 검색 대상 날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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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2

* Advanced Search 2
D. Format Results
: 검색 결과 표시 형식 및 정

렬 양식 지정



Search Result

* Advanced Search 2
D. Format Results
: 검색 결과 표시 형식 및 정

렬 양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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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Journal Home

* AMS Journal Home
1) Article in press: 발간예정

아티클
2) Recently posted articles
: 아직 issue에 실리지 않은 아티

클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
3) Most recent issue: 발행된 이

슈 중 최신호
4) All issues
A: 저널 안내
B: 구독 정보 안내
C: 저자를 위한 부분



Recently posted articles

* Recently posted articles 
: 아직 issue에 실리지 않은 아티클을 미

리 보여주는 기능
: 인용정보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후

에 발행되는 여러 issue에 실릴 아티
클



Issue Page

* Issue Page
: Most recent issue 또는 All 
issues의 특정 이슈 선택



Issue Page 1: Abstracts

참고문헌, 유사한 아티클
추가정보

A B C



Issue Page 2: Article (PDF)

PDF Fulltext



E-mail 주소 입력

A

B

Email Alerts

* Email Alerts
: 새로운 Issue / Article 에 대한 최신정보를 email

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A. Issue notification: 이슈 정보 등록 및 수정

B. Article notification: 기사 정보 등록 및 수정



Email Alerts 1: Issue Notification

* Issue Notification
: email 등록 뒤 관심 있는 저널 선택
(기존에 등록해놓은 내용 수정도 가능)
(Notices 저널은 alert 제공 안 함)



Email Alerts 2: Article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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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Notification
A. Email address 수정 가능
B. 관심 있는 저널과 주제를 선
택 (수정도 가능)



Email Alerts 3: alert 메일의 예

Email Alerting Service
: 관심 있는 저널에 대한 e-
mail URL 클릭시 저널 홈페
이지로 이동



Tech Support

Tech Support
이용 장애 또는 질문을 출
판사로 보냄. 
: 요청시 -> 문제 상황, 발
생시각, 에러메시지, 기관
명, IP 정보 입력

IP 확인 페이지
문제가 생긴 해당 PC 의 IP 
를 체크하여, IP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요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요인을
검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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