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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자공학회는 68년의 전통을 지닌 IT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그동안 수많은 회원들의 노고 덕분에 현재와 같은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각종 학술/기술 행사 및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학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설립시기

•1946년 11월 26일

설립목적

•전자, 정보, 통신 분야에 관한 학술/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

주요사업

•국내/국제 학술대회,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의 개최
•학회지, 국문/영문 논문지 및 기술정보지 등의 발간
•기술연구, 국제협력, 각종 포상 및 정부지원사업 등 전개

회원현황

•개인회원  33,365명 (2013년 12월 현재)
•특별회원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ETRI, KETI, KERI, TTA,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대덕전자, TLI, 현대자동차,
만도, 빅텍, 한백전자, 쏠리드, 오트론, 실리콘웍스, 네이버 등 관련 기업 및 연구원 총 60개 기관
•단체회원  각 대학, 연구소 및 도서관 등 총 150개 기관

운영조직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주요안건 의결, 각 위원회에서 업무추진
•학술분야별로 6개 소사이어티와 국내외 12개 지부가 설치되어 활동

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소사이어티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
•매월 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학회 현안 보고 및 안건 의결

홈페이지

•www.theieie.org

전자산업 1,000억불 달성기념
공로패 수상(2006.2.15)

전체이사회(2013.1.4)

특별회원 소속 임원 초청 간담회(2013.6.1)

IEIE
평의원회

총회
회장단

감사

이사회

사무국

컴퓨터 소사이어티
- 융합컴퓨팅연구회
- 인공지능·신경망 및 퍼지시스템연구회
- 멀티미디어연구회
- 유비쿼터스 시스템연구회
- M2M/IoT연구회

지부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부산경남울산지부

학술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부

논문편집위원회

포상위원회

대전충남지부

회원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전북지부

사업위원회

인사위원회

광주전남지부

산학연협동위원회

Joint Award
심사위원회

강원지부

제주지부

회지편집위원회
JSTS편집위원회

충북지부

교육연구위원회
SPC편집위원회

신호처리 소사이어티
- 영상신호처리연구회
-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 영상이해연구회

홍보위원회

호서지부

표준화위원회

일본지부

정보화위원회

미국지부

국제협력위원회

러시아지부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 제어계측연구회
-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연구회
- 전력전자연구회
- 지능로봇연구회
-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
- 자동차전자연구회
- 의료영상시스템연구회

산업전자 소사이어티
- 전자공학 각 분야별

지부담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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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사이어티
- 반도체 재료 및 부품연구회
-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 SoC 설계연구회
- PCB & Packaging연구회
- RF 집적회로기술연구회

위원회

IEIE

소사이어티
통신 소사이어티
- 통신연구회
- 스위칭 및 라우팅연구회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
- ITS 연구회
- 정보보안시스템연구회
- 군사전자 연구회
- 방송·통신융합기술연구회
- 무선 PAN/BAN연구회
- 미래네트워크연구회

www.theieie.org

학회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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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및 기술정보지 발간

1963에 창간된 전자공학회지(기술정보+논문)는 1974년에 학회지(기술정보)와 논문지로 각각 분리되어 발간되었고, 이후 논문지는 분야별로
1권에서 6권으로 증편되어 발간되었으나 2012년부터 1권으로 통합하여 발간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영문논문지(JSTS)를 2001년에
창간하여 SCIE에 등재하는 등 IT 분야 학술 및 기술정보지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전자공학 학문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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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학회지
- 학회 소식과 아울러 중요한 기술이슈를 특집으로 소개 (매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발간)
● 전자공학회논문지
- 6개 학문분야별로 구분되어 매월 발간

분야
통신(TC)

세부전공(연구회)
통신, 스위칭 및 라우팅,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ITS, 정보보안시스템,
군사전자, 방송·통신융합기술, 무선PAN/BAN, 미래네트워크

반도체(SD)

반도체 재료 및 부품, 광파 및 양자전자, SoC 설계, PCB&Packaging, RF집적회로기술

컴퓨터(CI)

융합컴퓨팅, 인공지능·신경망 및 퍼지시스템, 멀티미디어, 유비쿼터스 시스템, M2M/IoT

신호처리(SP)

영상신호처리, 음향 및 신호처리, 영상이해

시스템 및 제어(SC)

산업전자(IE)

제어계측, 회로 및 시스템, 지능로봇, 전력전자,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국방정보 및 제어, 자동차전자, 의료영상시스템
통신, 반도체, 컴퓨터, 정보, 회로 및 시스템

*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 5,634개 국내 논문지 중 친숙/활용/평판/선호도 “종합 1위”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2월 발표)

- 학회지 및 논문지 검색
·과학기술학회마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구축 : http://society.kisti.re.kr/main.html
·학회 홈페이지
(주)누리미디어 구축 : http://www.theieie.org/paper/papers_search.asp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지정 / 중앙대학교 구축 : http://www.eiric.or.kr

www.theieie.org
IEIE

- 영문논문지 발간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JSTS) * 반도체 분야 (2001년 창간) / SCIE 등재지
- 홈페이지 : www.jsts.org / SCIE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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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 Computing (IEIE SPC) * 2012년 창간 영문지/ E-Journal
- 홈페이지 : www.ieiespc.org

- Webzine (격월) / Biweekly 발간 (격주)
·이달의 인물, 이달의 논문, 최근 기술이슈 및 학회 소식 등을 웹진 및 소식지로 발간

IEIE

외국의 관련 학회(미국 IEEE, 일본 IEICE, 영국 IET 및 중국 CIE 등)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특히, ITC-CSCC와 ICEIC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국제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www.theieie.org

IEIE

대한전자공학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국내 학술대회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학술/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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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협력 및 학술행사 개최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국제협력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 매 3년마다, 상호 업무협약(Agreement) 체결
- IT 젊은 공학자 상(Young IT Engineer Award) 공동 제정 *2006년부터 시행
- IEEE Consumer Electronics Society와 IEEE Region 10 등과 업무협력
IEEK-IEEE Joint Award 시상(2010.6.17)

•일본 전자정보통신학회(IEICE)
 ITC-CSCC 및 AWAD 공동 개최
- 일본 IEICE와 회지 및 논문지 등 발간물의 상호 교환
- 양 학회 회장단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상호방문 및 강연(정기총회)
•중국 전자학회(CIE)
- 업무협약(MOU) 체결, 양 학회 임원의 상호 방문

일본 IEICE 임원의 한국 방문(2013.11.22)

•영국 공학기술학회(IET)와 업무협약 체결
- 국제학술대회 상호 지원 및 출판 협력 모색
•태국전자컴퓨터통신정보학회(ECTI)
- ECTI는 2002년부터 ITC-CSCC 공동 개최
•유라시아 지역 대학 등과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국 CIE 방문(2009.8.18)

- 1991년부터 ICEIC 국제학술대회 개최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제학술대회
•ITC-CSCC(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1986년부터 매년 개최
•ICEIC(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991년부터 (격년매년) 개최
•AWAD(Asia-Pacific Workshop on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of Advanced Semiconductor Devices)
*1993년부터 매년 개최
•ISoCC (International SoC Design Conference) *2002년부터 매년 개최
•ISC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sumer Electronics) *2014년부터 개최

ITC-CSCC 2013 (2013.7.5)

ISoCC 2013 (2013.11.20)

■국내 학술대회 및 워크샵  

www.theieie.org

ICEIC 2013 (2013.1.31)

IEIE

•하계종합학술대회(전자공학 전분야)
- 본
 학회 및 소사이어티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종합학술대회
•각 소사이어티별/ 소속 연구회별 정기 학술대회
- 통
 신정보 합동학술대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합동학술대회, 전자·정보통신 학술대회, 신호처리 합동학술대회, SoC학술대회,
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각 소사이어티별 추계학술대회 등

[본 학회]
- 클
 라우드 컴퓨팅 워크샵, 아날로그 및 파워IC 워크샵, 차세대 스마트 TV & 스마트 미디어 워크샵, 무선전력전송기술 및 산업동향
세미나, HEVC VIDEO CODEC 고속 구현 워크샵, CR & SDR 국제워크샵, 자동차 전자기술 워크샵, 그린소재/ 소자 기술 워크샵,
Massive MIMO - 통신 용량증대 및 그린 통신기술 워크샵

[소사이어티/연구회]
- 고
 속디지털통신 및 네트워크기술 단기강좌, 이동통신워크샵, Ubiquitous VR Workshop, NFC 기술워크샵, ISO26262 대응을 위한
칩개발 전략포럼, 카메라와 CMOS 이미지센서 기술 워크샵, RF 집적회로기술 워크샵, 3D TSV Integration Workshop, 군수용
초고주파부품 워크샵, 오류정정 알고리즘 및 아키텍처 Workshop,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소프트웨어 테스팅 컨퍼런스, M2M/USN
기술 및 응용 워크샵, Smart Human-Oriented Media Workshop, Ubiquitous and Multimedia Applications Symposium, 영상이해
기술 워크샵,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 의료영상 획득 시스템 및 처리 워크샵, 정보 및 제어 심포지움, 자동차 EMI/EMC 기술 튜토리얼,
자동차전자연구회 차량용 소프트웨어기술 워크샵, 조선 IT 워크샵, 지능형전기자동차워크샵 등
•교육세미나
 전
 자공학교육연구세미나(1990년 부터 매년 개최) *교육연구위원회 개최
- 하
 계교육연구세미나(1989년 부터 매년 개최) *산업전자소사이어티 개최

자동차 전자기술 워크샵(2013.9.3)

Small Cell 통신기술 워크샵(2013.5.22)

영상이해 워크샵(2013.8.19-20)

IEIE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각종 기술워크샵 및 단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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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TC-CSCC 국제학술대회
INFORMATION ENGINEERS
대한전자공학회에서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로서 당초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양국에서
개최하다 2002년부터는 태국 ECTI도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참가자들이
대한전자공학회

점차 증가하는 등 IT 분야의 주요 국제학술대회로서 발전하고 있다.

ITC-CSCC 2005
20주년기념 공로상 시상(2005.7.6)

ITC-CSCC 2013 (2013.7.5)

www.theieie.org

IEIE

ITC-CSCC 2000(2000.7.12)

8

행사 개요

 한전자공학회와 일본 IEICE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986년부터 27년동안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로 주체성과
대
영구성을 갖고 있음.

최근 현황

최
 근 대만, 인도, 싱가포르 및 태국 등 아시아의 주요국가의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과 규모의 학술행사로 성장하고
있음.

개최 연혁

•JTC-CSCC*의 태동과 역사
1986년부터 대한전자공학회와 일본 IEICE가 공동 주관하여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함.
* The Joint Technical Conference on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ITC-CSCC*로의 전환(승격)
1995년 지역성을 탈피하여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발돋음 하고자 명칭을 변경함.(ITC-CSCC*)

		 * 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최근 10년간 개최현황
회차

회의명

일시

장소

20

ITC-CSCC 2005

2005. 07. 04 ~ 07. 07

제주 신라호텔

21

ITC-CSCC 2006

2006. 07. 11 ~ 07. 13

태국 치앙마이

22

ITC-CSCC 2007

2007. 07. 08 ~ 07. 11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3

ITC-CSCC 2008

2008. 07. 06 ~ 07. 09

일본 시노모세키

24

ITC-CSCC 2009

2009. 07. 05 ~ 07. 08

제주 칼호텔

25

ITC-CSCC 2010

2010. 07. 04 ~ 07. 07

태국 파타야

26

ITC-CSCC 2011

2011. 06. 19 ~ 06. 22

경주 현대호텔

27

ITC-CSCC 2012

2012. 07. 15 ~ 07. 18

일본 훗카이도

28

ITC-CSCC 2013

2013. 06. 30 ~ 07. 03

여수 디오션

29

ITC-CSCC 2014

2014. 07. 01 ~ 07. 04

태국 방콕

개최 효과

•대한전자공학회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대한전자공학회가 창설기관으로서 주요 의사결정(개최일정 및 장소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내학회의   
위상 제고
•주요 아시아 IT 전문가와의 교류 증진
아시아 주요 IT 발전국가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기회 제공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CEIC 국제학술대회

ICEIC 국제학술대회는 대한전자공학회 주관으로 1991년 중국 연변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유라시아 저개발국을 순회하면서
우리나라 IT기술 및 산업을 해당 국가에 전파하여 IT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IEEE의 Sponsor 후원을 받는 학술행사로 발전하여 국제학술대회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제1회 ICEIC
- 북한학자와 함께(1991.8.22)

제6회 ICEIC - 몽골 과학기술대
총장과 함께(2002.7.10)

ICEIC 2013 (2013.1.31)

www.theieie.org

당초 우리나라 IT 기술을 유라시아 지역의 저개발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해당지역 IT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정
목적성 국제학술대회였으나, 현재 특정 지역을 탈피하여 국제적 규모와 수준의 학술대회로 발전하고 있음.

최근 현황

 전에는 공동 개최국과 인근국가의 IT 대학을 중심으로 참가하였으나, 최근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종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개최 연혁

•당초 개최목적
남북한 학자 및 해외 동포 학자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열린 학술대회로서 이 행사를 통해
북한과도 접촉이 이루어졌음.

최근 10년간 개최 현황
회차

회의명

일시

장소

4

ICEIC 1998

1998. 08. 18 ~ 20

중국 연변

5

ICEIC 2000

2000. 08. 09 ~ 11

중국 심양

6

ICEIC 2002

2002. 07. 09 ~ 10

몽골 울란바토르

7

ICEIC 2004

2004. 08. 16 ~ 18

베트남 하노이

8

ICEIC 2006

2006. 07. 27 ~ 28

몽골 울란바토르

9

ICEIC 2008

2008. 06. 24 ~ 2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0

ICEIC 2010

2010. 06. 30 ~ 07.02

필리핀 세부

11

ICEIC 2012

2012. 02. 01 ~ 03

한국 정선

12

ICEIC 2013

2013. 01. 30 ~ 02. 02

인도네시아 발리

13

ICEIC 2014

2014. 01. 15 ~ 18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개최 효과

•해당국가의 IT산업 발전 도모
본 학술대회를 통해 해당국가에 한국의 IT기술을 접목시키고, 해당 국가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IT 분야에서 성장하도록 지원
•인적/학술적 교류 및 파트너쉽 구축
해당국가 IT분야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술/기술 정보를 교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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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목적 확장
2000년 부터 북한 학자가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2002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 국가 중 한국의 IT기술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격년마다 개최하다, 2012년 부터는 IEEE Consumer Electronics Society와 MOU
체결을 통해 Sponsor 후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음.

IEIE

행사 개요

하계종합학술대회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매년 6~7월에 학회의 6개 소사이어티(전 분야)가 공동으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IT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종 강연을 하고 논문 제출자들은 구두와 포스터 세션으로 참가하여 발표하는

행사 개요

학회의 6개 소사이어티, IT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술/기술정보를 교류함.

IEIE

최근 현황

산학연이 함께 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다수의 IT 산업체 전문가들의 초청강연과 각 분야별/산업체별
특별세션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전자·정보통신 전 분야,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음.  

www.theieie.org

대한전자공학회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대축제라 할 수 있다.

개최 연혁

매년 하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며, 2001년부터는 대학이 아닌 하계휴양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논문 수도 1990년대의 경우 200~300편에서 2000년대에는 500~800편으로 증가함.

최근 10년간 개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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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일

장소

2005년

2005. 05. ~ 06.

단국대, 충북대 등

2006년

2006. 06. 22 ~ 23

제주 롯데호텔

2007년

2007. 07. 11 ~ 13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008년

2008. 06. 18 ~ 20

평창 용평리조트

2009년

2009. 07. 08 ~ 10

제주 칼호텔

2010년

2010. 06. 16 ~ 18

제주 그랜드호텔

2011년

2011. 06. 19 ~ 22

제주 라마다호텔

2012년

2012. 06. 27 ~ 29

제주 그랜드호텔

2013년

2013. 07. 03 ~ 05

제주 그랜드호텔

2014년

2014. 06. 25 ~ 27

제주 그랜드호텔

* 2005년의 경우 소사이어티별로 개최

개최 효과

•IT 전 분야의 연구발표의 장
참가자 본인의 분야 이외에 IT 전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필요정보 습득
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각종 Tutorial, 전문가 초청 발표 및 산업계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관심 정보의 습득
•학생들의 연구력 및 발표력 증진
대규모 학술행사 발표장에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연구력 및 발표력 향상을 도모
•참가자들의 취업 연계
현대지동차 그룹 등 산업체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

하계종합학술대회 주요 참가자
기념촬영(2013.7.4)

하계종합학술대회
초청강연(2013.7.4)

하계종합학술대회
취업상담(2013.7.4)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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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학회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논문심사 진행 논
 문 투고시 3개월 이내 논문심사 종료 추진
·온라인 논문심사 구축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편의 증대
·IEEE와 공동상 시상 매년 “IT 젊은 공학자상(IEEE 기술상과 동등)”을 1명에게 시상
·IEEE 등의 회비할인 혜택 상호 협약 통해 IEEE 회비 할인(Due 10%)
·해동상 시상 해동과학문화재단 후원으로 해동학술상, 해동기술상 및 해동젊은공학인상 시상(1,000~2,000만원)
·학회상 시상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들에게 대한전자공학대상(상금 2,000만원), 기술혁신상 및 논문상을 시상
·회원들의 활동 지원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의 자문위원 및 기술평가 위원 등으로 추천
·회원들의 참가비 할인 학회 주최 각종 학술대회 및 워크샵 등의 참가시 할인혜택 부여
·발간물 온·오프라인 제공 학회지 및 논문지를 무료로 제공하며,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학회 소속기구에서 활동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각 위원회/소사이어티/지부 등에서 활동 가능
·각종 정보 제공 각종 행사 관련 정보와 소식 등을 웹진 및 이메일을 통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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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자공학회는 우리나라 IT 전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그동안 학술적 수준의 향상과 질 높은 회원서비스의

IEIE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www.theieie.org

학술수준 제고를 통한
회원서비스 향상

www.theieie.org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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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은 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학문과 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한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학회의 각종 학술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35-7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TEL : 02-553-0255 / FAX : 02-552-6093 / E-mail : ieek@ieek.or.kr / http://www.theiei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