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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URL : http://portal.acs.org/portal/acs/corg/content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 기관인 미국화학학회(ACS)는 세계 16만

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학회입니다.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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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제공 Contents

q 홈페이지: http://pubs.acs.org 

q 저널내용
: 화학 및 응용화학을 중심으로 24개의 상세주제분야를 다루고 있는

화학전문 전자저널
☞ 농업, 생화학연구기법, 생화학-분자생물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분석화학, 응용화학, 핵화학, 의화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컴퓨터-정보시스템, 결정학, 에너지 및
연료, 화학공학, 환경공학, 식품과학, 약학, 식물과학, 
섬유과학, 독물학, 일본화학협회발간저널 등

q 제공종수 : 57종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 저널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q 제공범위 : 저널 별로 다름. 대부분의 저널을 초기발행 년부터 이용 가능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 저널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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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이용방법

- Browsing

-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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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Publications (http://pubs.acs.org)

Men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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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Menu(1)

메 뉴 설 명

Publications Home ACS 초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Journals A-Z ACS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을 알파벳 순으로

리스트 제공

Books ACS eBook 제공– Symposium Series / Advances in 

Chemistry / ACS Division Proceedings / Reagent 

Chemicals 

C&EN Archives Chemical& Engineering news의 과거 자료 제공

Authors & Reviewers ACS 저널에 article을 등재하거나 Review 하는 방법 및 절차

에 대한 안내

Librarians 구독기관의 관리자 페이지 – 이용통계, 등록 IP 대역 등 제공

ACS Members ACS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About Us AC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제공

E-Alerts 목차 및 논문이 새로이 출판됐을 때 email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메뉴

Help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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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 ACS Journals A-Z

모든 구독기관이 ACS에서 제공하는 모든 Journal에 대한 접속 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CS Journal 접속 전에 속하신 기관에서 구독하고 계신 ACS Journal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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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webpage

1.

2.

3.



9

전자저널 Menu(1)

메 뉴 설 명

Home Page 저널의 홈페이지로 이동

Browse the Journal 해당 저널을 브라우징

Articles ASAP 최신 출판 자료

Current Issue 최근 issue된 주제분야의 원문 리스트를 연도별로 제공

Submission & Review ACS 저널에 article을 등재하거나 Review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Subscription ACS membership 등록 페이지

About 해당 저널 및 editor 정보, editor profile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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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Menu(2)

최신 출판 자료 제공

최신 Issue의 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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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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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ACS

Basic Search - Citation Finder
J. Agric. and Food Chem. / Vol 51 page 319

Advanced Search - Full-Text Search
J. Agric. and Food Chem. / Author George Grant
Title Rats 포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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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Citation Finder)

검색하고자 했던 내용이
J. Agric. Food Chem. 
Vol 51 page 319이므로
해당 검색 창에 맞게
검색어 입력

Citation Finder 화면

A. 게재지명과 권호명, 
시작페이지로 검색
(권호명과 시작페이지
만으로도 검색가능)

B.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로 검색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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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화면

1.Journal Filter: 1개 이상의 저널 안에

수록된 논문검색 기능

2. 날짜제한: 논문발간일 제한검색

a. Web Pub. Date: 웹 게시일 기준

b. Print Pub. Date : 인쇄일 기준

Advanced Search (Full-Text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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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 대처방법

1. 장애 원인: 1. 네트워크 장애 2. 출판사 서버장애

2. 증상 및 대처방법

- ACS 및 다른 출판사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는다

è 귀관의 네트워크 장애 입니다.

- ACS홈페이지만 접속이 되지 않는다(=Page Not found) 

è ㈜신원데이터넷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Fulltext 클릭 시 ID/PW를 묻는 창이 뜬다

è ‘http://whatismyip.com/로 접속하신 후

나타나는 페이지를 Capture하여 ㈜신원데이터넷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접속하셨던 저널명, 논문발행연도(ex: 1999)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

감사합니다

㈜신원데이터넷

(http://www.shinwon.co.kr)

TEL 02-326-3535 

E-mail info@shinw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