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알림
(사)한국정밀공학회
회장

홍성욱

주소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SKY1004빌딩 12층

Tel

(02) 518-2928

Fax

(02) 518-2937

홈페이지 www.kspe.or.kr

학회소개
·1983년 설립 : 정밀가공, 정밀측정, 로봇제어 자동화, 스마트생산시
스템, 설계 및 재료, 공작기계, 나노마이크로기술, 생체공학, 적층제조
시스템, 녹색생산기술 등 분야 연구
·학술저널, 학술대회 및 회원 간 연구 교류
·학술대회 : 춘계, 추계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PRESM 개최 등–
연 2,000여 편 발표, 2,700여 명 참석
발행 저널 소개
·<한국정밀공학회지> : 1984년 창간, 연 12회 발행, KCI, Scopus 등재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00년 창간, 연 12회 발행, KCI, SCIE, Scopus 등재지(IF 1.661)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Green Technology>
–2016년 창간, 연 4~5회 발행, KCI, SCIE 등재지(IF 3.774)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편집
위원장

하종규

학회소개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삼모스포렉스 708호

Tel

(02) 888-6558

Fax

(02) 888-6559

아세아 태평양지역 축산업과 축산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분야 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2년마다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지(AJAS)를 1년에 12권 발간한다.
최근 온라인 시스템개선, 오픈 억세스 선언, PubMed Central 등재 등
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ajas.info

(사)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김우식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5층

Tel

(02) 458-3078~9

Fax

(02) 458-3077

홈페이지 www.kich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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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사)한국화학공학회는 2019년도 봄/가을 학술대회를 통해 산업계, 학
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화학공학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한 토론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교류의
장을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같이 참여
하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2019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4월 24일(수) ~ 26일(금)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19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 25일(금)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사)한국원예학회
회장

김종기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본관 702호

Tel

(063) 226-6885, 6852

Fax

(063) 226-9280

학회소개
(사)한국원예학회는 1963년에 창립되어 현재 2,000명 이상 회원과 55
년의 전통을 지닌 농업 관련 최대 학회로서 농업 부문, 특히 원예과학
과 원예산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예학에 관련된
연구 및 그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여 왔다. 그 목적에 따라 학술발표회
의 개최,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국내외 학술교류, 분과별 활동, 원예정
책토론회 등과 같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9 정기총회 및 제110차 춘계 학술발표회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 ~ 25일(토)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홈페이지 www.horticulture.or.kr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학회소개
회장

이종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Tel

(02) 583-7564

Fax

(02) 582-2743

홈페이지 www.ksnt.or.kr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계명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텔 1514호

Tel

(070) 8825-5449

Fax

(02) 552-7549

홈페이지 www.koseb.org

한국비파괴검사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시험, 평가 및 검사 기
술 수준의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산업발
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1980년 3월 22일 창립총회를 계기로 설
립되었다. 1981년 6월 1일 과학기술처의 설립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
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비파괴검사 분야의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종합적인 연구발표의 장으로 춘·추계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으며 연 6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학회소개
한국환경생물학회는 급속한 산업발전의 영향으로 환경, 생태계의 교란
및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정보의 뒷받침과 함께 계몽 운동
에 앞장서고자 1981년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환경생물·생
태학, 분류학, 독성학, 생체영향 관련 ①정기학술발표회, ②환경 및 생
물과 연관된 사회 현안에 관한 심포지엄 및 연구 활동, ③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술교류 및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83년 이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환경생물(3, 6, 9, 12월)>을 발간해오
고 있으며 연 2회의 정기 학술대회, 1회의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활동
을 통해 환경 및 생물, 생태학 분야의 연구를 진흥하고 있다.
2019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4월 25일(목) ~ 26일(금)
장 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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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알림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홍경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38

Tel

(02) 557-1071

Fax

(02) 557-1080

홈페이지 www.kim.or.kr

(사)한국탄소학회
회장

이건홍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111 국제탄소연구소 403

Tel

(063) 214-8891

Fax

(063) 214-8890

홈페이지 www.carbon.or.kr

학회소개
대한금속·재료학회는 1946년 4월에 창립하였으며, 현재 회원 수는 1
만 5천여 명으로 국내 금속 및 재료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입니다.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MMI(SCI/IF 1.195)>, <EML(SCIE/IF
2.882)>, <대한금속재료학회지(SCIE/IF 1.518)>가 있으며 모두 SCI(E)
등재 학술지입니다.
2019년 춘·추계 학술대회 일정
춘계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4월 24일(수) ~ 26일(금)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추계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 25일(금)
장 소 : 대구컨벤션센터(EXCO)

학회소개
탄소 과학 및 탄소 재료의 응용에 관한 학문 및 기술적인 연구 개발,
정보 교환 및 보급 등 제반 산·학 협동으로 탄소에 관한 학문 발전 및
탄소 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학회를 설립하였다. 한국탄소학회에
서는 영문학술지 <Carbon letters>를 연간 4회 발행하고 있으며 2012
년에 SCI에 등재되었다. 또한 국문기술지 <탄소과학화 기술>을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춘·추계 학술대회 및 동·하계 워크숍을 정기적으
로 개최하여 탄소 소재 및 응용산업 전반에 걸친 과학적 및 산업적 연
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통해 산·학·연·관 관계자에게 최신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추계 학술대회
2018년 11월 15일(목) ~ 16일(금), 성균관대학교(수원)
2019년 동계 워크숍
2019년 2월 10일(일) ~ 12일(화), 무주리조트

대한수학회
회장

이향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202호

Tel

(02) 565-0361

Fax

(02) 565-0364

홈페이지 www.k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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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대한수학회는 수학자들의 연구 및 교육 등의 원활한 활동과 환경 구
축을 위해 노력하고, 수학공동체의 권익 증진과 학술적 가치를 기반으
로 국내외 공익 기여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수학 문화 확산 및 과학의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학술 문
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대한수학회는 매년 봄·가을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며, 국내 수학 전문 학술지 중 유일하게 SCIE에 등재
된 <대한수학회지(Journal of the KMS)>와 <대한수학회보(Bulletin of the
KMS)>, 그리고 ESCI 등재지인 <대한수학회논문집(Communications of
the KMS)>을 발행하고 있다.
2019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일 시 : 2019년 4월 예정
장 소 : 강원대학교

대한화학회
회장

하현준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4층

Tel

(063) 953-2095

Fax

(063) 953-2093

홈페이지 new.kcsnet.or.kr

학회소개
대한화학회는 1946년 7월 7일 설립되어 12개의 지부, 12개 분과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원 7,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
기술학회로 <대한화학회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Chemistry, An Asian Journal>,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ChemNanoMat> 등의 학술지와 소식지인 <화학세계>를 매
월 발행하고 있다.
2019년 일정
춘계 학술발표회
2019년 4월 17일(수) ~ 19(금), 수원컨벤션센터
추계 학술발표회
2019년 10월 16일(수) ~ 18(금), 창원컨벤션센터(CECO)

한국진공학회
학회소개
회장

김은규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710호

Tel

(02) 567-9486

Fax

(02) 556-5675

홈페이지 www.kvs.or.kr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현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87
건축센터

Tel

(02) 525-1841

Fax

(02) 525-1845

홈페이지 www.aik.or.kr

제56회 동계 정기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 2월 20일(수)
장 소 : 대명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발표 분야 : 진공기술, 표면 및 계면과학,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박막, 나노과학 및 바이오 인터페이스, 에너지기술
제18회 진공기술강좌, 제3회 플라즈마강습회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장 소 : 대명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학회소개
대한건축학회는 건축의 진보와 건축기술의 혁신을 위해 1945년 한국
건축계의 선구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유관 단체들
과 협력하여 지식의 향상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키고, 주요 혁신적 기
술을 개발하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의 급속한 변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국가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발행물
학회지 <建築,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영어논문
집 <Architectural Research>, JAABE(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아시아건축저널)
주요행사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건축의 날, 아시아건축교류 국제 심포지엄,
학생작품전, 디지털 건축대전, 건축리더십아카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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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알림
한국정보통신학회
회장

오창헌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802호

Tel

(051) 463-3683

Fax

(051) 464-3683

홈페이지 www.kiice.org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선우 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2,
204

Tel

(02) 387-1400, 0242

Fax

(02) 387-1881

홈페이지 www.kosae.or.kr

학회소개
창립 : 1997년 7월 정보통신에 관한 이론, 정책의 연구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정보통신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
회원구성 : 대학, 연구소, 산업체 및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국내외 회원
5000여 명으로 구성
발간물 : 연 12회의 국문논문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연 4회의 영문
논문지(SCOPUS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그리고 연 2회의 학회지, 연
2회의 국내학술대회논문집 및 국제 학술대회(ICFICE) 논문집 연 1회
발간 등
행사 : 18개 국내학술분과와 10개의 국제학술분과를 기반으로 연 2회
국내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학술발표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연 1회의
여성 ICT 학술대회, 연 4회 내외의 워크숍 및 단기강좌 개최

학회소개
(사)한국대기환경학회는 1983년 설립된 대기환경 분야 전문 학술단체
로, 학술연구, 기술개발, 정보교환,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협
조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학회입니다. 매년 정
기 학술발표회, 대기환경 관련 강연회 및 심포지엄 등을 다수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6회 발간하는 <한국대기환경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의 우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SCOPUS 등재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를 1년에 4회 발간하는 등 총 10
회의 정기 학술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동학술심포지엄
2019년 5월 17일(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9년 정기 학술대회
2019년 11월 7일(목) ~ 8일(금), 창원컨벤션센터(CECO)

대한기계학회

THE SCIENCE & TECHNOLOGY

창립 : 1945년 9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기계에 대한
학문,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창립

회장

조형희

회원구성 : 산업체,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 기계관련 전문가 23,300여
명 및 200여 회원사로 구성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2호

Tel

(02) 501-3646

발간물 : 한국연구재단 및 SCOPUS 등재 학술지인 <대한기계학회논
문집 A(월간), B(월간)>과 산업체 연구 및 개발결과 등을 담은 <대한기
계학회논문집C-산업기술과 혁신(반연간)> 및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월간, SCI-E)>, 기계 관련 각종 정보와 회원
의 동정 등을 게재하는 월간 <기계저널> 등 5종 발행

Fax

(02) 501-3649

홈페이지 www.ks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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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매년 학회 13개 부문 및 8개 지회별 춘계 학술대회, 본부 주관
종합학술대회인 본부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등 연 20회 내외의 학
술대회와 ASME 코드 교육 및 각종 포럼을 개최함

대한생리학회
회장

홍성근

이사장

서인석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4, 1209호

Tel

(02) 568-8026

Fax

(02) 568-8051

홈페이지 www.koreaphysiology.org

학회소개
대한생리학회는 1945년에 창립된 한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의학회
다. 의학의 근본 지식 발전을 통한 인류복지향상을 목표로, 생리학
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술적 연구와 함께 국내/국제 교류를 통한 회
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약리학회와 함께 <Korean J Physiol
Pharmacol(www.kjpp.net)>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학술지는 2008년
SCIE에 등재되었으며 2017년 JCR impact factor는 1.469이다. 매년 가
을 전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봄에는 기초의학학술대회에 생리학 심
포지엄을 열고 있다. 또한, 산하 분과학회 또한 별도의 학술대회를 연간
수차례 열고 있다.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는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의학 전공자와 자연과학 전공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
다. 또한 유당학술상과 신진생리학자상을 수여하여 생리학 연구의 역량
을 고취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김종성

이사장

정진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111호

Tel

(02) 737-6530

Fax

(02) 737-6531

학회소개
2019년 춘·추계 학술대회 일정
대한신경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4월 5일(금)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대한신경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11월 8일(금) ~ 9일(토)
장 소 : 그랜드힐튼서울(홍은동)

홈페이지 new.neuro.or.kr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회장

차용준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1010호

Tel

(051) 866-3693/4

Fax

(051) 866-3695

홈페이지 www.kfn.or.kr

학회소개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 영양 및 위생에 관한 학문의 발전과 산학
연 학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사단법
인 학회이며 식품 분야의 국내 모든 학회 중 유일하게 SCI 저널을 발간
하는 학회로 국문지 연 12회, 영문지 2종 각각 연 12회 및 연 4회, 산
업지 연 2회를 발간하는 등 국민건강증진, 식생활 개선, 식품산업 및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학회
에서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 학술대회를 2019년에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
유하고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9년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 10월 25일(금)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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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알림
전력전자학회
회장

노의철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1103호

Tel

(02) 554-0184

Fax

(02) 554-0186

홈페이지 www.kipe.or.kr

한국부식방식학회
회장

김영식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203호

Tel

(02) 539-5869, 5896

Fax

(02) 555-4579

홈페이지 www.corrosionkorea.org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오원만

주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B163

Tel

( 02 ) 763-3818

Fax

( 02 ) 763-3819

홈페이지 www.kacd.or.kr

학회소개
전력전자학회는 전력전자 분야의 국내기술을 발전시키고 산·학·연간
의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리 학회는 산학 간
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해 매년 7월에 전력전자 학술대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매 4년마다 국제 학술대회(ICPE-ECCE Asia)를 개최
하고 있다. 학술지로는 짝수월마다 발행하는 <전력전자학회지>와 <전
력전자학회 논문지>, 홀수월마다 발행하는 영문지<Journal of Power of
Electronics>가 있다. 학회지는 매회 특집과 함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논문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우수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SCI E와 SCOPUS 등재지인 영문지<JPE>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로
부터 품격 높은 학술지로 호평을 받고 있다.
2019 국제 학술대회(ICPE-ECCE Asia)
일 시 : 2019년 5월 27일(월) ~ 5월 30일(목)
장 소 : 부산 벡스코(BEXCO)

학회소개
International Corrosion Engineering Conference 2019
전 세계적인 부식 방식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교류·확산을 위한 목적으
로 2007년도에 1st ICEC를 개최한 이래 12년 만의 재유치에 성공하였
다. 5회째를 맞는 ICEC에서는 “Corrosion 4.0-emerging issues in Industry
4.0”을 포함한 논문 발표 세션과 저명한 학자들의 Plenary Lecture, 부식
방식 기술 개발/보급사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 시 : 2019년 10월 13일(일) ~ 17일(목)
장 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홈페이지 : www.icec2019.org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인덱스 ESCI 등재
미국 톰슨로이터사의 저널인덱스 데이터베이스인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2017년 7월 등재됨.
저널 홈페이지 : www.j-cst.org

학회소개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치과보존학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59년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서 연2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치과보존과 전문의 교육을 위해 전문의위원회에서 신입 전공의
의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교육 내용, 실태조사 등 전문의 배출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정책자문과 법제사
안에 대한 자문 및 감정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학회 창립 50주년부터 학회 국제화를 위해서 영문학술지를 발
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춘계 학술대회
5월 24일(금) ~ 25일(토), 대구컨벤션센터(EXCO)
2019년 추계 학술대회
11월 8일(금) ~ 10일(일), 서울 코엑스(CO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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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학회
회장

김득중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로 76
머리재빌딩 403호

Tel

(02) 588-5140

Fax

(02) 586-4582

홈페이지 www.ceramics.or.kr

한국기상학회
회장

서명석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1510

Tel

(02) 835-1619

Fax

(02) 849-1541

홈페이지 www.komes.or.kr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회장

황철주

주소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723호

Tel

(02) 6949-5801

Fax

(02) 6949-5807

홈페이지 www.icros.org

학회소개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춘계 학술대회
2019년 4월 10일(수) ~ 12일(금), 라마다호텔(제주)
추계 학술대회
2019년 11월 13일(수) ~ 15일(금), 서울 코엑스(COEX)
국제 학술대회
1. Solid State Ionics 국제회의
2019년 6월 16일(일) ~ 21일(금), 알펜시아리조트(평창)
2. 2019 Asia-Pacific Workshop on 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
and Nanoscale Electromechanics of Functional Materials and
Electrochemical System(Asia-Pacific PFM 2019)
2019년 8월 11일(일) ~ 14일(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학회소개
1963년 설립되어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기상학회는 회원들
의 학술·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상·기후·대
기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예측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
해서 설립된 학술단체이며, 현재 3,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폭염, 폭우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에게 주목을 받는 학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
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발굴하여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본 학회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APJAS)>와 KCI 학술지인 <대기>지를 함께 발간
하고 있다. 특히 APJAS의 Impact Factor는 수준 높은 국제학술지로 인
정받고 있다(2017년 IF = 1.34).

학회소개
본 학회는 제어, 로봇 및 시스템(Control, Robotics and Systems)이라
는 다학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1995년에 설
립된 학회이다. 현재의 기계, 공정, 시스템은 컴퓨터(Computer), 통신
(Communication), 제어(Control) 3C와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기술
의 발달에 의하여 자동화, 지능화, 정밀화, 신뢰화, 고성능화의 방향으
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 학회는 산·학·연을 연계함으로써 미
래기술을 선도하고,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발
간물로는 계간지인 3, 6, 9, 12월 발간되는 학회지, 매월 발간되는 제어
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등재지)와 SCIE
등재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영
문지가 있다. 학술대회는 국내 학술대회(2019 제34회 ICROS 학술대회
(ICROS 2019))와 국제 학술대회(2019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ICCAS 2019))로 매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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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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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계 기술 세미나
소재기술혁신 2030사업에서 탄성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1월 22일(화), 장소 미정
춘계 학술발표회 및 기술 강좌
3월 21일(목) ~ 22일(금), 전북대학교
제1차 고무기술 강좌
4월 18일(목) ~ 19일(금), 한국타이어(주)
제14회 고무분석기술 강좌
5월 23일(목) ~ 24일(금), 전남대학교
제49회 하계 고무기술 세미나
7월 4일(목) ~ 6일(토), 제주도
제2차 고무기술 강좌
9월 26일(목) ~ 27일(금), 청주대학교
추계 학술발표회 및 기술 강좌
11월 7일(목) ~ 8일(금), 장소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