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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설립목적

“한국정보과학회”는 정보과학에 관한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 3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처(제46호)에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로 등록하였다. 2013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전 등록하여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주무관청인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목적사업

■ 조사 및 연구 ■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 회지 및 문헌 발간 
■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 견학 및 시찰 ■ 표준 및 규격의 제정
■ 산학협동의 증진 ■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전 각항 이외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   전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과 IT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한다.

주요연혁

2022. 12. 국방부와 MOU 체결

2021. 03.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협회와 MOU 체결

2020. 12.

2020. 04.

2020년 학술활동 우수학회 선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와 MOU 체결

10. KIISE/IEEE-CS Young Computer Researcher Award 제정

2018. 08. 한국정책학회(KAPS)와 MOU 체결

2017. 10. 대한전기학회(KIEE)와 MOU 체결

09. 스토리지연구회 창립

04. JCSE, SCOPUS 등재목록 Indexing

2016. 12. 베트남지부 창립

11. 미국지부 창립

09. JCSE, SCOPUS 등재확정

08. 정보과학회논문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학술지 선정

05.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와 MOU 체결

01. 중국계산기학회(CCF)와 MOU 체결

2015. 10. 제1회 PACS 개최

06. 젊은정보과학자상 제정,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발족

0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연구회 창립

2014. 10. 사물인터넷연구회 창립

09. 정보과학회논문지 2종으로 통합 발간

01. 제1회 BigComp 개최

2013. 09. TOPCIT 협약 체결

04. 40년사 발간, 창조경제를 위한 SW진흥정책 포럼 개최

2012. 04. IT분야 3개 학회(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MOU 체결

03.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1. 11. 논문지 이저널 발행, 소프트웨어정책연구회 창립

01. 제1회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 개최

2010. 12. ‘데이타베이스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11.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소사이어티, 컴퓨터지능소

사이어티 발족

10.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 창립

06. 제주지부 창립

2009. 06. 고신뢰컴퓨팅연구회, 건설환경IT융합연구회 창립

04. 모바일응용및시스템연구회 창립

2008. 04.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발족

2007. 12.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정보통신소사이어티 발족

09. 영문논문지(JCSE) 창간

06. 강원지부 창립

2004. 09. 온라인 논문접수 및 심사 시행

06. 일본전자통신학회 정보 System Society와 MOU 체결

2003. 03. 온라인 주간소식(뉴스레터) 창간

2000. 12. 논문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평가 A 등급 획득

03. 정보과학회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논문지 창간

1998. 04.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창립

1997. 10. 일본정보처리학회(IPSJ)와 MOU 체결

05. 특허청 학술단체 지정

1994. 04. IEEE/CS와 MOU 체결

1992. 03. ACM과 MOU 체결

04. 컴퓨터이론연구회 창립, 영남지부 창립

1988. 10. 컴퓨터시스템연구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창립

08. 호남·제주지부 창립

04. 정보통신연구회 창립

1987. 04.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창립

1986 08. 전문대학전산교육연구회 창립

1985. 05. 데이터베이스연구회 창립

1984. 04. 컴퓨터용어 사전 편찬

1983. 01. ‘한국정보과학회지’를 ‘정보과학회논문지’로 개명,

‘정보과학회지’ 창간

1982. 07. 제1회 정보산업리뷰 심포지움 개최

1981. 10. 과학기술처에 비영리 공익 법인 등록

08. 국제정보처리연합회(IFIP) 가입

1979. 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정회원 가입

1977. 04. 전산교육연구회 창립

03. 과학기술처에 사단법인 등록

1974. 08. ‘한국정보과학회지’ 창간

1973. 03. 창립총회 개최, 설립

Vision & History | 비전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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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mbership & Services | 회원

회원현황
 
(※ 2023.1.1 기준)

•개인회원 : 5,346명(재적회원)

    *학생회원 : 2,275명, 정회원 : 870명, 종신회원 : 2,201명

•단체회원 : 5개 기관

•특별회원 : 4개 기관

회원혜택

•개인회원
<대상> ※ 정회원 기준

정보과학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정보과학의 연구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자 

또는 정보과학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 또는 관심이 있는 자

- 학회 학술지 전체 온라인 원문 검색 및 다운로드 무료 제공

- 정보과학회지(월간) 무료 제공

- 정보과학회논문지(월간)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논문지(월간) 이저널 제공

- 학회 주최 학술행사 참가비 할인

- 정보과학회논문지 논문투고자격 부여 및 게재료 할인

- 학회 산하 사업위원회(약 20개) 활동 가능

- 학회 산하 전문 분과(19개) 및 지부(7개) 활동 자격부여

- 학술연구과제 수행, 외부 기관 및 단체 자문/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 외부 기관 및 단체 포상후보자, 기관장 추천

- 해외 자매학회 활동 및 회비할인 혜택 가능

- 학회 회의실 사용료 할인 이용

- 투표권, 총회 참석(정회원/종신회원)

•단체회원
<대상>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자료관리 관련 부서 및 기관

- 학술지 6종 제공 : 국문논문지(2종), 영문논문지, 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2종)

•특별회원
<대상>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 학술지 6종 제공 : 국문논문지(2종), 영문논문지, 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2종)

- 학회 학술지 전체 온라인 원문 검색 및 다운로드 무료 제공

- 무료 개인회원 혜택 제공(회원등급에 따라 인원수 차등 적용, 투표권 없음)

- 학회 주최 학술행사에 부스, 워크샵, 기술소개 등 세션 개최/참여 자격부여

- 학회 주최 학술행사 참가비 할인 적용

- 회원사 홍보 협조 : 뉴스레터, 홈페이지, 학회지 등에 배너 및 광고 게재

- 기술자문 / 평가위원 등 학계전문가 추천 협력

•특별회원사

GOLD

- 네이버

SILVER

- 마인드원

 BRONZE

- 우주텔레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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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 학술지

정보과학회지 (Communications of KIISE)

1983년에 창간한 학회지에는 당시에 이슈가 되는 기술 등을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전

문가들의 초청원고와 학회 소식, 학술행사 정보 등이 게재되고 있다. 학부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고 있는 학회지는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 학술정

보 취득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1974년에 창간하여 현재 5개 분야 2종의 논문지를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2종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며, 2000년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하였고, 2016년에는 ‘정보과학회논문지(Journal of KIISE)’가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

술지로 선정되었다. 학계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지도로 논문지의 우수성은 대내외적으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스템 및 이론 (Computer Systems and Theory)

하드웨어, OS, 그래픽스, 병렬처리, 컴퓨터 이론 분야 논문

■소프트웨어 및 응용 (Software and Applications)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HCI, PL, 자연어처리, 컴퓨터교육 분야 논문

■데이타베이스 (Databases)

DBMS, 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타마이닝, 정보검색, XML, 지리정보시스템 등 데이타베

이스 분야 논문

■정보통신 (Information Networking)

유무선 네트워크, 이동통신, 인터넷 통신 및 응용,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통신, 센서네트

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 논문

■컴퓨팅의 실제 (Computing Practices)

컴퓨터 시스템의 구현·개발 사례·사용 분석·도구 등을 위주로 한 실제적인 경험, 산

업체의 경험, 전문적인 교육 경험 등의 논문

JCSE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and Engineering)

2007년에 창간된 영문논문지로 이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정보과학회

의 모든 연구 분야에 대해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연구자들의 투고 및 초청 논문을 엄

격한 심사를 거쳐 Short Paper, Regular Paper, Survey Paper를 게재하여 계간 발행하

고 있다. 2016년에 SCOPUS 등재가 확정되어 2017년 SCOPUS 등재목록에 Indexing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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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집(Proceedings of KIISE)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

매년 6월에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12월에 한국소프트웨어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신의 연구, 기술 동향 및 보고 등에 대한 발표

논문을 연간 1,400여편 게재하고 있다.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IEEE BigComp)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여 Big Data and Smart Computing 분야에

서의 실제 사례들, 시스템 개발, 연구 결과 및 연구 과제 등에 대한 발

표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심포지움발표자료집

매년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 미래 정보기술·산업전망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강연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뉴스레터(Newsletter)

학회소식, 국내외학술행사 개최정보, 학회공고, 구인, 교수초빙, 사

업공고, 오피니언, IT News 등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3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3년 1월 현재 740호를 발간하

였다.

분과 회지 및 논문지

학회 산하 소사이어티에서는 소속분야 회원을 대상으로 회지 및  

논문지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발간물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 데이타베이스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 소프트웨어공학 소식

발간 학술지 원문검색(Digital Library)

학회,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의 발간 학술지에 대해 원문, 서지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5년부터 온라인 원문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한국정보과학회

No. 명칭 회장 창립년도 회원수 홈페이지

1 데이터베이스 황인준(고려대학교) 2007 1,363 dbsociety.kr

2 정보통신 최용훈(광운대학교) 2007 1,200 sigin.or.kr

3 소프트웨어공학 고인영(한국과학기술원) 2008 400 sigsoft.or.kr

4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우운택(한국과학기술원) 2010 200 　

5 인공지능 조성배(연세대학교) 2010 894 aisociety.kr

6 컴퓨터시스템 이경우(연세대학교) 2015 420 css.or.kr

연구회(SIG)

No. 명칭 위원장 창립년도 회원수 홈페이지

1 전산교육시스템 조정원(제주대학교) 1976 952 　

2 전문대학전산교육 김형진(전북대학교) 1985 500 　

3 프로그래밍언어 오학주(고려대), 임현승(강원대) 1987 340 sigpl.or.kr

4 고성능컴퓨팅 황순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89 55 　

5 컴퓨터이론 안희갑(포항공과대학교) 1990 188

6 언어공학 김학수(건국대학교) 1990 1,200 hclt.kr   

7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박수현(동서대학교) 2009 100 　

8 스마트시티 김우용(건국대학교) 2009 90 　

9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임을규(한양대학교) 2009 76 sites.google.com/site/sigdep

10 국방소프트웨어 조병인(국방과학연구소) 2011 86

11 사물인터넷 박준희(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59 　

12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민석(국민대학교) 2015 79 sigoss.github.io

13 스토리지 남범석(성균관대학교) 2017 51 sigfast.or.kr

Chapters | 지부

■호남 지부
·창   립 : 1987년
·회원수 : 250명
·지부장 : 양희덕(조선대학교)

■영남 지부
·창   립 : 1988년
·회원수 : 684명
·지부장 : 김동균(경북대학교)

■충청 지부
·창   립 : 1989년
·회원수 : 826명
·지부장 : 하수철(대전대학교)

■강원 지부
·창   립 : 2007년
·회원수 : 119명
·지부장 : 문양세(강원대학교)

■제주 지부
·창   립 : 2010년
·회원수 : 31명
·지부장 : 김도현(제주대학교)

■미국지부
·창   립 : 2016년
·회원수 : 23명
·지부장 : 이정규(Univ. of Bridgeport)

■베트남지부
·창   립 : 2017년
·회원수 : 30명
·지부장 : Le Tuan Anh(Thu Dau Mot Univ.)

Societies & SIGs | 분과

소사이어티(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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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주관 학술행사

■ 202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IEEE BigComp) (2023.2.13-16,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2023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Software Convergence Symposium) (2023.4.21, 엘타워)

■2023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orea Computer Congress) (2023.6.18-20,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제41회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2023.10 예정)

■2023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orea Software Congress) (2023.12.20-22, 부산 벡스코)

국제학술행사

■  The 3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Networking(ICOIN 2023)(2023.1.11-14, 태국&온라인) 

(정보통신소사이어티)

■  30th Asia-Pacific Software Engineering Conference (APSEC 2023)(2023.10.4-7, 그랜드 워커힐 서울)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Conferences | 학술행사



●●● 한국정보과학회

Conferences | 학술행사

국내학술행사

■Korean DataBase Conference(KDBC)(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NVRAMOS(스토리지연구회)

■SIGCTE 2002 포럼(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The AI Korea(인공지능소사이어티)

■고성능컴퓨팅 하계워크숍(고성능컴퓨팅연구회)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성과와 과제(스마트시티연구회)

■데이터 주도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여름학교(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디지털 혁신의 중심, Computational Thinking(전산교육시스템연구회)

■리눅스커널캠프(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바이오헬스케어 신약개발 AI 워크샵(인공지능소사이어티)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워크숍(사물인터넷연구회)

■소프트웨어공학 단기전문가 강좌(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머신러닝 연구회 워크숍(인공지능소사이어티)

■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 하계워크샵(WDSC)(정보보안 및 고신뢰컴퓨팅연구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인공지능 활용 워크샵(정보통신소사이어티)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추계 단기강좌(정보통신소사이어티)

■정보통신소사이어티 춘계 단기강좌(정보통신소사이어티)

■초고성능 분산컴퓨팅 환경 최신 기술 동향 워크샵(고성능컴퓨팅연구회)

■컴퓨터시스템 최신 기술 워크샵(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동계학술대회(컴퓨터시스템소사이어티)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인공지능소사이어티)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겨울학교(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여름학교(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하계 컴퓨터통신 워크샵(SWCC)(정보통신소사이어티)

■한국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KCSE)(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HCLT)(언어공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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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학술 활동 및 협력, 유대 강화

■국내 관련 학회 및 지역 기반 학회와 협력 강화

■관련 학회와 학술행사 공동개최 추진

■산업체, 연구소 및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 체제 강화

■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유치 및 공동개최 등 지원

■해외 관련 학회와 상호 협력 증진 

교육 및 인력양성 활동 강화

■대학(원)생 SW 경진대회 활동 지원 강화

■학술대회 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ICPC) 

학회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학회 50년사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회원포상

■감사패 ■가헌학술상 

■공로상 ■기술상 

■논문공헌상  ■소사이어티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젊은정보과학자상(KIISE/IEEE-CS Young Computer Researcher Award)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학술상 ■CVPR 우수연구자상

학술 교류 협력 해외 단체

■IFIP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IEEE :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CS :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Computer Society

■ACM :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IPSJ : The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KOCSEA : The Korean Computer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America

■IEICE-ISS :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 Information and Systems Society

■CCF : China Computer Federation

Others | 기타활동



●●● 한국정보과학회

Board of Directors | 임원

회   장 차기회장

이원준
고려대학교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부회장

강경태 한양대학교 김경백 전남대학교 김동균 경북대학교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김순철 대구대학교 김유섭 한림대학교 김태현 서울대학교 김태현 서울시립대학교

김효정 세종사이버대학교 박희진 한양대학교 백상헌 고려대학교 송민석 인하대학교

신병석 인하대학교 오세현 SK텔레콤 유재수 충북대학교 이영구 경희대학교

임은진 국민대학교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 허준영 한성대학교 홍지만 숭실대학교

이   사
강유 서울대학교 고석주 경북대학교 고인영 한국과학기술원 권영미 충남대학교

김도현 제주대학교 김봉재 충북대학교 김상욱 한양대학교 김상철 국민대학교

김성백 제주대학교 김승욱 서강대학교 김우용 건국대학교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

김지혜 국민대학교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김태환 서울대학교 김판구 조선대학교

김혁만 국민대학교 김형석 건국대학교 김형식 충남대학교 김형진 전북대학교

낭종호 서강대학교 노동건 숭실대학교 노희준 고려대학교 문양세 강원대학교

민   홍 가천대학교 박문주 인천대학교 박상현 연세대학교 박수현 동서대학교

박종철 한국과학기술원 박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진아 한국과학기술원 서영균 경북대학교

소정민 서강대학교 송병호 상명대학교 송하주 부경대학교 신석주 조선대학교

신영주 고려대학교 안상현 서울시립대학교 안형찬 연세대학교 양희덕 조선대학교

오학주 고려대학교 유영환 부산대학교 유준 가천대학교 윤명근 국민대학교

윤용익 숙명여자대학교 윤현주 금오공과대학교 이경우 연세대학교 이문규 인하대학교

이민석 국민대학교 이병정 서울시립대학교 이상근 고려대학교 이상돈 국립목포대학교

이상준 숭실대학교 이상환 국민대학교 이석준 가천대학교 이수현 창원대학교

이영석 충남대학교 이재흥 대전대학교 이정훈 제주대학교 이종우 숙명여자대학교

이중희 고려대학교 이춘화 한양대학교 임을규 한양대학교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임현승 강원대학교 임희석 고려대학교 전병곤 서울대학교 정성우 고려대학교

정재훈 성균관대학교 정진만 인하대학교 조병인 국방과학연구소 조성배 연세대학교

조성제 단국대학교 조정원 제주대학교 조진성 경희대학교 주용수 국민대학교

진현욱 건국대학교 차호정 연세대학교 채진석 인천대학교 최성희 한국과학기술원

최윤자 경북대학교 최재혁 가천대학교 최종무 단국대학교 최호진 한국과학기술원

하수철 대전대학교 한욱신 포항공과대학교 한재호 고려대학교 한환수 성균관대학교

허준범 고려대학교 황규백 숭실대학교 황수찬 한국항공대학교 황순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   사

강승식 국민대학교 정갑주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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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초대 (1973-1974) 고(故) 한상준 前한양대학교 명예총장 20대 (2005)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2대 (1975-1976) 고(故) 서남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1대 (2006) 김동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3대 (1977-1978) 송길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2대 (2007)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4대 (1979-1980) 박규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3대 (2008)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5대 (1981-1982) 김영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4대 (2009) 고(故) 김성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6대 (1983-1984) 고(故) 조정완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25대 (2010) 홍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7대 (1985-1986) 김길창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26대 (2011) 이윤준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8대 (1987-1988) 고(故) 김종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7대 (2012) 김명준 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9대 (1989-1990) 이철희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28대 (2013) 서정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10대 (1991-1992) 김하진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29대 (2014) 김종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11대 (1993) 박찬모 前포항공과대학교 총장 30대 (2015) 김지인 건국대학교 교수

12대 (1994) 이석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1대 (2016) 홍충선 경희대학교 교수

13대 (1995) 황종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32대 (2017) 홍봉희 부산대학교 교수

14대 (1996) 김영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33대 (2018) 엄영익 성균관대학교 교수

15대 (1997-1998) 고(故) 좌경룡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34대 (2019) 최종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6대 (1999-2000) 이경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35대 (2020)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

17대 (2001-2002) 조유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6대 (2021) 나연묵 단국대학교 교수

18대 (2003) 고(故) 권용래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37대 (2022) 심규석 서울대학교 교수

19대 (2004) 박용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Committees | 위원회

위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홍봉희 부산대학교

교육위원회 허준영 한성대학교

국제협력위원회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

뉴스레터편집위원회 김경백 전남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미디어홍보위원회 김효정 세종사이버대학교

법제포상위원회 황수찬 한국항공대학교

분과발전위원회 김태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 오세현 SK텔레콤

선거관리위원회 김두현 건국대학교

여성위원회 임은진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백상헌 고려대학교

자문위원회 심규석 서울대학교

재무위원회 강경태 한양대학교

정보과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 : 시스템 및 이론 최성희 한국과학기술원

정보과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 : 소프트웨어 및 응용 황규백 숭실대학교

정보과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 : 데이타베이스 송하주 부경대학교 

정보과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 : 정보통신 이상환 국민대학교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편집위원회 정진만 인하대학교

지부발전위원회 김순철 대구대학교

학회지편집위원회 김동균 경북대학교

회원개발위원회 김태현 서울대학교



●●● 한국정보과학회

0670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방배동, 머리재빌딩 401호)
Tel : 1588-2728 / Fax : (02)521-1352
http://www.kiise.or.kr / E-mail : kiise@kiise.or.kr

- 국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역사 깊고 권위있는 학회

- 국내 최대 회원수 및 활동을 자랑하는 학술 단체

- 한국연구재단 평가 최우수 등급의 정보과학회논문지 발간

- SCOPUS 등재 영문논문지(JCSE) 발간

- 한국을 대표하는 IFIP(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회원

-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컴퓨터 분야 인증 주관 및 서울 어코드(Seoul Accord) 창설 참여

-  ACM, IEEE, IEEE / Computer Society, 일본정보처리학회(IPSJ), 중국계산기학회(CCF),  

재미한인정보과학기술자협회(KOCSEA) 등 해외 유수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체결

-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FITS) 창설 주도

- 국제학술행사(BigComp, ICOIN) 주관

KI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