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TM COMPASS
Your Portal for Standards, Testing, Learning, & More

쉽고 빠르게 이용하기
http://compass.astm.org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은
모든 재료의 시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재료 관계의 모든 ASTM 규격을 

입안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재료시험협회 입니다.

ASTM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자료를 Online으로 보다 쉽게 제공하며, 

금속, 석유, 건축, 환경 등 140여 분야의 Journal, Paper, Manual, 그리고 eBook 자료를 

ASTM Compas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nterface 활용하기

R

인증시 기관명 표시
Advanced 검색

검색어를 입력한 후, 타입 별로 선택하여 보다 자세한 검색 방법 제공
Author, ISBN, DOI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가능



REFINE YOUT RESULTS : 초록정보제공
검색어 입력 후
결과값 표시

결과 내 재 검색을 위한 
검색창 제공

다양한 검색 필터 제공

◆ Library

- My Subscription Only: 기관에서 구독중인 품목에 대한 정보만 제공 

◆ Result Type

- STANDARDS TYPE: Standard Type 정보 검색 기능

- Digital Library TYPE: Digital Library Type 정보 검색 기능

- Other Content TYPE: 기타 Content 정보 검색 기능

◆ Document Type

- Online version: 현재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능

- PDF version: PDF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기능

◆ Category 

- Applications: 응용분야 검색 기능 

- Materials: 재료분야 검색 기능

- Process: Process분야 검색 기능

- Properties and Measurements: 특성 및 측정분야 검색 기능

- Test Methods: 시험방법 분야 검색 기능

- Technical Committees: 기술위원회를 통한 검색 기능

◆ Topic: 주제 분야별 검색 기능

◆ Industry Sectors: 산업분야별 검색 기능

◆ Data Range: 특정발행연도 선택 검색기능 

알아두세요!
1. 구독 기관은 IP 방식으로 Log-in 되며, 기관 내에서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2. ASTM compass는 http://compass.astm.org를 통해 이용 가능 합니다.

Comparing Versions of Standards

Active Standard를 Historical Version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Download PDF 

모든 문서는 노란색 PDF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Finding Historicals  

Active Standard에 Historical Version 

링크가 포함되어 검색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Authorized Dealer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