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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S –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화학회)는 187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수가 158,000 명이 넘고, 발행 학술 잡지수가 50종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화학관련 학회입니다. 

 ACS 한국지회 설립 - ACS 한국지회는 2014년 4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ACS 한국지회 목적 – 한국지회는 ACS회원으로서 가지는 여러가지 특전(benefits)  

이외에도 한국지회를 통해서 회원들이 미국화학회를 위시한 국제 교류망을 편리하고  

쉽게 연결해서 이용하고, 편리하게 ACS 관련 정보를 얻고, 회원들의 전공과 관심 분야에서  

관련 ACS 및 한국지회의 여러 분과회(Division) 및 여러 지역 모임에 활동할 수 있고,  

각자의 전문 영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업적을 인정받고, 사회 봉사 기회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지회는 지회 회원들을 대표해서  

ACS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해서 지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ACS 한국지회 가입 방법 – ACS 회원(regular or student member)으로 국내(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회원은 지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 www.acskorea.org 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ACS의 목적(Goals and Guiding Principles of ACS) – 

 

 
 

 
 

 

Goals: (1) Provide Information – Be the most authoritative, 

comprehensive, and indispensable provider of 
chemistry-related information.  

(2) Advance Member Careers - Empower an inclusive 

community of members with networks, opportunities, 
resources, and skills to thrive in the global economy. 

(3) Improve Education -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most                                                        
innovative, relevant, and effective chemistry education in 
the world. 

(4) Communicate Chemistry's Value - Communicate 
chemistry's vital role in addressing the world's challenges to 
the public and policymakers. 

Guiding Principles: (1) Advancing science 

(2) Advocation for chemistry 
(3) Enabling career development 
(4) Educating the public 
(5) Supporting future chemists 

(6) Promoting diversity 



 회원 특전 (Member Benefits) – ACS에 가입하면 각 전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혜택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AC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CS Member Handbook 

(2) Professional Benefits 

(3) Publications Benefits 

(4) Special Dues Categories 

(5) Insurance 

(6) Personal Benefits 

 

 ACS 가입하기 – ACS 홈페이지, www.acs.org 또는  

ACS 한국지회 홈페이지, www.acskorea.org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ACS 한국지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for ACS-S. Korea Chapter 
  

      1.    이름 (한글) (Name in Korean): 

      2.    이름 (영문) (Name in English): 

      3.    ACS 회원 번호 (ACS member No.): 

      4.    소속 (Affiliations): 

      5.    전화 (Telephone): 

      6.    이메일 (E-mail): 

      7.   우편 주소 (Postal address):  

     

본인은 미국화학회 한국지회 (ACS-S. Korea Chapter)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 

  

보낼곳 (Send to): choondo@sunchon.ac.kr 

문의 (Info): 010-7550-3565; www.acskorea.org  

 

 

http://www.acs.org/content/acs/en/membership-and-networks/member-handbook.html#articleContent_aboveHandbook
http://www.acs.org/content/acs/en/membership-and-networks/acs/benefits/professional.html
http://www.acs.org/content/acs/en/membership-and-networks/acs/benefits/professional/publications-benefits.html
http://www.acs.org/content/acs/en/membership-and-networks/acs/benefits/special-dues-categories-for-acs-members.html
http://www.acs.org/content/acs/en/membership-and-networks/insurance.html
http://www.acs.org/content/acs/en/membership-and-networks/acs/benefits/personal.html
http://www.acs.org/
http://www.acskorea.org/
mailto:choondo@sunchon.ac.kr
http://www.acs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