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E MOBILUSTM
Your Destination for Mobility Engineering Resources 

 SAE International은 미국 자동차 공학자 협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로  
자동차, 항공우주, 그리고 내연기관 등의 기술 자료를 발간하는  

세계 최고 Mobility Engineering 협회입니다. 
  

 SAE MOBILUSTM 는 기존 SAE Digital Library 보다  
개선된 Interface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기능과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SAE MOBILUSTM 를 통해 Technical Papers, Standards, eBook & Magazines,  
그리고 Video Contents 등 207,000건 이상의 SAE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AE MOBILUSTM 에서 세계 최고의 Mobility Engineering Contents를 만나보세요. 

쉽고 빠르게 이용하기

• Select Language: 한국어를 포함, 사용자 
환경에 맞춰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번역기능을        
제공합니다.  

• Help: 사용자 지원 및 User Guide를 제공합니다. 
• Login: 개인화 기능 활용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SAE Mobilus Home: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arch: 검색창으로 이동합니다.  
•Dashboard: 개인화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Browse : Books, Journals 등의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Standards Committees : SAE산하 위원회 리스트와  
•해당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AE Mobilus 이용법을 동영상으로 습득 할 수 있습니다.

•Subject, Sector 별로 분류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
다.

•SAE Mobilus 이용법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AE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AE Mobilus에서 제일 많이 다운로드받는 자료를  
컨텐츠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http://saemobilus.sae.org

SAE MOBILUSTM
Your Destination for Mobility Engineering Resources 

쉽고 빠르게 이용하기

검색창

검색 기록

검색 결과 증 해당 항목만 보기 설정 
•Newly Added Content - 최신 업데이트 자료만 보기 
•My Access - 기관에서 구독중인 자료만 보기 
•Full Text Content - Full Text 자료만 보기 

검색 기록 정렬 기준

•Download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에 포함된 표를 엑셀파일로 다운받
을 수 있습니다.

•Aerospace Standards 중 일부 자
료를 2D / 3D Configurator 
Parts 제공합니다.  
•2D / 3D Configurator Parts 정
보를 150개이상 CAD Program 
file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문서 내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
에 주석 달기가 가능합니다.

Tel. 02.3474.5290 Web. www.kitis.co.kr 

다양한 검색 필터 

•Collections - 구독 Collection 별 검색 
•File Formats - 파일 형식별 검색 
•Content Types - 자료의 Type별 검색 
•Dates - 발행 일자 선택 검색 
•Sectors - Automotive, Aerospace, Commercial Vihicle Sector 분류 
•Topics - 주제별 검색 
•Authors - 저자명 검색 
•Publishers - 발행 기관명(출판사별) 검색 
•Affiliation - 저자의 소속기관(협회별) 검색 
•Committees - SAE내 구성된 위원회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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