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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소개

개인회원

1 강 탁 서울 금속공학 명예교수 감사

2 강호정 연세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출판윤리위원

3 김기홍 아주 물리학과 교수 정보관리위원장

4 김동욱 이화여 물리학과 교수 정보관리위원

5 김용록 연세 화학과 교수 출판윤리위원

6 김정아 한양 간호학과 교수 정보관리위원

7 김형순 인하 신소재공학부 교수 기획운 위원장

8 노은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외협력위원

9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출판윤리위원

10 박용순 한양 식품 양학과 교수 기획운 위원

11 박재균 단국 토목공학과 교수 기획운 위 부위원장

12 반용선 연세 생명시스템 학 교수 교육연수위 부위원장

13 배승철 부경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교수 기획운 위원

14 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획운 위원

15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협력위원

16 손화철 한동 로벌리더십학부 교수 출판윤리위원

17 유효선 서울 의류학과 교수 출판윤리위원

18 윤태웅 고려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출판윤리위원

19 이상선 한양 식품 양학 교수 감사

20 임정묵 서울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출판윤리위원

21 장재화 인포루미 표 교육연수위원

22 조은희 조선 생물교육학과 교수 출판윤리위 부위원장

23 조혜민 인포루미 표 기획운 위원

24 진정일 고려 화학과 석좌교수/IUPAC 회장 회장

25 최재석 경상 전기공학과 교수 교육연수위원

26 하종규 서울 농생명공학부 교수 부회장

27 허 선 한림 의과 학 교수 교육연수위원장

28 형난옥 기획운 위원

29 황은성 서울시립 생명과학과 교수 출판윤리위원장

NNoo.. 성성 명명 소소 속속 비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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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1 한가정학회 한가정학회 조성연

2 한가정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조재순

3 한금속∙재료학회 한금속재료학회지 이종수

4 한금속∙재료학회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김낙준

5 한금속∙재료학회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주승기

6 한남성과학회
한남성과학회지

박현준
(The Korean Journal of Andrology)

7 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지

서 록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8 한산업공학회 한산업공학회지 신하용

9 한산업공학회 IE Interfaces 산업공학 고시근

10 한산업공학회
Industrial Engineering & Management Systems

전치혁
An International Journal 

11 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 논문집 한화택

12 한설비공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김내현
and Refrigeration

13 한소아과학회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나 호

14 한소아치과학회 한소아치과학회지 정태성

15 한심장학회 정맥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Heart Rhythm Society) 차태준

16 한약침학회 한약침학회지 윤현민

17 한원격탐사학회 한원격탐사학회지 이훈열

18 한전기학회 전기학회논문지 최재석

19 한전기학회 전기학회논문지 P 우천희

20 한전기학회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정현교

21 한전기학회 Journal of International Council on Electrical Engineering 이승재

22 한조선학회 한조선학회 논문집 반석호

23 한조선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이승희

24 한지역사회 양학회 한지역사회 양학회지 이혜상

25 한지역사회 양학회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강 희

NNoo.. 학학 회회 학학술술지지 편편집집위위원원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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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26 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구병수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7 한화학회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이윤섭

28 한화학회 한화학회지 현명호

29 한환경공학회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서동일

30 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신희섭

31 생화학분자생물학회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주 명

32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지 하종규

33 유체기계공업학회 유체기계저널 조형희

34 전력전자학회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노의철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35 전력전자학회 전력전자학회지 노의철

36 전력전자학회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설승기

37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이 일

3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송재복
and Systems

39 한국CAD/CAM학회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CAD/CAM Engineer 심재경

40 한국가금학회 한국가금학회지 이준헌

41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김희동

42 한국고분자학회 Macromolecular Research 김철희

43 한국고분자학회 폴리머 김지흥

44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 정건용

45 한국공업화학회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장정식

46 한국광학회 한국광학회지 이 석

47 한국광학회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 이병하

4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구조물 진단학회지 윤상천

49 한국균학회 한국균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Mycology) 이종수

50 한국균학회 Mycobiology 이종수

51 한국기상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홍성유

NNoo.. 학학 회회 학학술술지지 편편집집위위원원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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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기상학회 기 (Atmosphere) 안순일

53 한국독성학회 한국독성학회지 (Toxicological Research) 조명행

54 한국동물번식학회
한국동물번식학회지

류재웅
(Reproductive & Developmental Biology)

55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한재용

56 한국로봇학회
로봇학회 논문지

송재복
(The Journal of Korea Robotics Society)

57 한국로봇학회 Journal of Intelligent Service Robotics (JISR) 서일홍

58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이철훈

59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이철훈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

60 한국발생생물학회 발생과 생식 (Development & Reproduction) 전용필

6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허선

62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이재봉

63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Molecules and Cells 이서구

64 한국비파괴검사학회 비파괴검사학회지 정용무

65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산업식품공학 조용진

66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이근왕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67 한국생물공학회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박성훈

68 한국생물공학회 KSBB Journal 한남수

69 한국생태학회 Journal of Ecology and Field Biology 이준호

70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세라믹학회지

김득중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71 한국센서학회 센서학회지 전국진

72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최승복

73 한국수산과학회 한국수산과학회지 조재윤

74 한국수산과학회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 조재윤

75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장병윤

단체회원

NNoo.. 학학 회회 학학술술지지 편편집집위위원원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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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o.. 학학 회회 학학술술지지 편편집집위위원원장장

단체회원

76 한국식물병리학회 The Plant Pathology Journal 김국형

77 한국식물병리학회 식물병연구 김진철

78 한국식물생명공학회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유장렬

79 한국식물생명공학회 Plant Biotechnology Reports 유장렬

80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정성학회지 양지

81 한국암반공학회 터널과 지하공간 박철환

82 한국약용작물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정일민

83 한국우주과학회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박상

84 한국원자력학회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김무환

85 한국윤활학회 한국윤활학회지 이 제

86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지 김동순

87 한국응용곤충학회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이준호

88 한국응용생명화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김주곤
Biological Chemistry

89 한국응용생명화학회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이회선

90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고애란

91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지 오태호

92 한국자기학회 한국자기학회지 권해웅

93 한국자기학회 Journal of Magnetics 권해웅

94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한문식

95 한국자동차공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utomotive

박심수
Technologies

96 한국자원식물학회 한국자원식물학회지 배창휴

97 한국잠사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ntomology 김익수

98 한국잠사학회 한국잠사곤충학회지 최 철

99 한국재료학회 한국재료학회지 김택남

100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김창일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101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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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o.. 학학 회회 학학술술지지 편편집집위위원원장장

단체회원

102 한국전기화학회 전기화학회지 손용근

103 한국전기화학회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손용근

1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Journal 이규석

10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김흥남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106 한국정보과학회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and Engineering 서정연

107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신용태

108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차호정

109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용환승

110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백은옥

111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채진석

112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안진호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113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지

이성훈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Magazine)

114 한국정보기술학회
Journal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y  

송석일
and Convergence

115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The KIPS  Transactions : Part A)

116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The KIPS  Transactions : Part B)
윤찬현

117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The KIPS  Transactions : Part C)

118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The KIPS  Transactions : Part D)

119 한국정보처리학회 The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박두순

120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김정태

121 한국정보통신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오창헌
Communication Engineering

122 한국조류학회 ALGAE 김광용

123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하동호

124 한국진공학회
한국진공학회지

이주열
(Journal of the Korean Vaccu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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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한국천문학회 한국천문학회지 박창범

126 한국천문학회 천문학논총 최철성

127 한국청정기술학회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 우희철

128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김종덕

129 한국축산식품학회
한국축산식품학회지

민상기
(Korean Journal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130 한국콘크리트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이행기
Structures and Materials

131 한국탄소학회 Carbon Letters 박수진

13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박진철

133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태양에너지 학회지 박진철

134 한국통계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최기헌

135 한국통계학회
응용통계연구

이성덕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136 한국통계학회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이재헌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137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정태권

138 한국항행학회
한국항행학회논문지

김윤호
(The Journal of Korea Navigation Institute)

139 한국해양학회 바다 강석구

140 한국해양학회 Ocean Science Journal 정해진

141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학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강 용

142 한국화학공학회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박중곤

143 한국환경농학회 한국환경농학회지 정종배

NNoo.. 학학 회회 학학술술지지 편편집집위위원원장장

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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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포루미 (InfoLumi)

2 ㄜ메드랑 (Medang Inc.)

3 ㄜ캑터스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Catus Communications Korea Ltd.)

NNoo.. 업업체체명명

특별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