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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요행사

행사명 개최일 개최장소

제5회 딥러닝 기초 단기강좌 1월 8일~9일 숭실대

2019년도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1월 23일~25일 강원도용평리조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통신 PHY 기술 단기강좌 1월 30일~31일 숭실대학교

제2회 Tensorflow를 활용한 심층강화학습 2월 8일 건국대학교

제5회 ICT 국제논문작성 워크숍 2월 18일~19일 건설회관

통신수학기초 단기강좌 2월 25일~27일 고려대학교

ICT Convergence Korea 2019 3월 21일~22일 서울 The-K 호텔

인도네시아 지부 워크샵 3월 1일 자카르타

자율주행 서비스 및 V2X 워크샵 3월 28일 과총회관

전력/IT 융복합기술 워크샵 4월 4일 건설회관

5G 이동통신 표준: Rel-15 NR 4월 5일 건설회관

제1회 해외우수논문으로 배우는 기계학습 기반 최신 
ICT 기술강좌

4월 9일 건국대 새천년관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한 통신 네트워크 기술 4월 18일 건설회관

인공지능형 반도체 기술 워크샵 4월 19일 서울교대 전산교육관

제64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강연회 4월 22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5G시대의 뉴미디어 서비스 및 표준기술 4월 30일 과총회관

블록체인 기술 기초 단기강좌 5월 9일 과총회관

JCCI 2019 4월 24일~26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제2회 TensorFlow를 활용한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하는 
심층신경망/딥러닝 강좌

6월 중 건국대학교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시티 6월 중 숭실대학교

드론 기술 및 응용 워크샵 6월 하순 미정

인공지능 기반 통신 네트워크 기술 강좌 6~7월 미정

의료정보 기술 워크샵 6~7월 미정

Robot Operating System 기초 및 실습 단기강좌 7월 중 미정

2019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6월 19일~21일 제주라마다호텔

행사명 개최일 개최장소

V2X용 RFIC 기술 특별세션(하계종합학술발표회) 6월 19일~21일 제주라마다호텔

제1회 DNN, CNN, RNN, RBM 고급 및 실습 7월 중 건국대학교

누구나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표준: 
Rel-16 NR

7월 중 미정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기술(가칭) 7월 중 미정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본강좌 7월 중 미정

바이오-IT 융합 기술 워크샵 7월 중 미정

차량 통신 및 보안 워크샵 7월 중 미정

ICUFN2019 7월 2일~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차세대 무선랜 기술 워크샵 7월 중 미정

인공지능 기반 무선통신 기술 강좌 7월 중 미정

제2회 DNN, CNN, RNN, RBM 고급 및 실습 7월 중 건국대학교

APCAP 2019(5G 시스템용 구동용 RFIC 기술 
특별세션)

8월 4일~7일 인천 컨벤션 센터

드론-인공지능-통신 워크샵 8월 하순 미정

Patient Monitoring 통신 워크샵 9월 초 미정

에너지 최적 활용기술 9월 중 미정

누구나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표준: 
Rel-17 NR

9월 중 미정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 9월 중순 미정

이동체/레이다 반도체 기술의 이슈 9월~10월 중 미정

제 2회 자동차공학회-통신학회 공동워크샵 9월~10월 중 미정

ICTC 2019
10월 16일

~18일
제주라마다호텔

5G 핵심 요소 기술 세미나 10월 25일 미정

GMV Forum 10월 중 미정

B5G/6G 이동통신기술 10월~11월 중 건설회관(미정)

의료기기 보안 기술 워크샵 10월~11월 중 미정

2019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11월 16일 국민대학교

Non invasive bioimaging 워크샵 11월 중순 미정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 기술의 산학연 

지식 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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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

1974년 10월 19일 역사적인 창립 이후, 함께 달려온 지난 40년.

한국통신학회는 국내 최대의 ICT 전문 학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의 로드맵과 함께 한 한국통신학회, 눈부신 성장의 에너지였던

땀과 열정으로 세계 최정상 ICT Korea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갈 5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될 정보통신 기술의 산업적 융합.

한국통신학회는 대한민국 ICT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지식 플랫폼으로서,

ICT와 인공지능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질서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갑니다.

대한민국 ICT가 가야할 길, 그 중심에 한국통신학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ICT의 대표, ICT 분야의 국내 최대 학회
한국통신학회는 26,000여 명의 회원과 50개 이상의 회원사, 8개 국내지부 / 5개 해외지부,

그리고 30여 개의 전문 연구회가 함께하는 ICT 분야의 국내 최대 학회입니다.

세계 1위의 성과를 이룬 ICT Korea의 성장 동력이자 주역으로서, 대학과 기업,

정부 산하 기관 및 출연 연구소들이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ICT 기반의 통신 / 방송산업과 ICT 융합산업 분야의

학술 활동과 산학연 기술 협력, 그리고 정책 자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미래가 밀려오는 지금, 한국통신학회는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끌었던 그 자부심과 열정으로 새로운 ICT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4차 산업혁명, 그 무한 경쟁의 중심에 한국통신학회가 있습니다.

검출추정이론

공공안전융합기술

광통신

교통 · 자동차 · IT융합

군통신

농식품IT융합

디지털홈

마이크로파 및 전파

무선측위 및 항법 기술

방송 및 미디어통신

부호 및 정보이론

빅데이터

산업기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팩토리

신호처리

실감콘텐츠

실내위치인식 및 공간정보

양자통신

오픈소스시스템

위성/무인기통신

이동통신

철도IT융합

통신네트워크

통신망운용관리

통신보안

통신표준화

해양IT융합

Bio-IT융합기술

ICT특허

IoT

주파수 공유기술

민·군 ICT 융합

주요사업
•정보통신 및 관련 융합 기술의 교육 및 연구발표회(워크숍), 국내 / 국제학술대회 개최

•정보통신 및 관련 융합 기술 교류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및 과제 수행

•정보통신 및 관련 융합 기술 분야의 학술논문지 및 기술 정보지 출간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단체, 정부 산하 기관 및 출연 연구소와의 기술 교류 및 상호협력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의 장려,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기술표준 및 규격의 제정, 그리고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업수행

조직도

전문 연구회 

종신회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1,429명

6%

5,247명

20%

4,574명

18%

14,317명

56%

정회원

학생회원
준회원

총 회원수

25,594명

04┃주요 사업 및 조직

ChinaUnited States

Vietnam

Indonesia

Ethiopia

해외지부

국내지부

주요 특별 회원사

●
강원지부

●
충북지부

●
전북지부

●   제주지부

●
대전충남지부

●
부산울산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
대구경북지부

미래기획위원회

정책홍보위원회

건축위원회

건물운영위원회

ICT Convergence Korea 포럼

KICS 미래융합 포럼

6G 포럼

사회안전시스템 포럼

멀티스크린서비스  포럼

자문위원회

협동부회장 / 협동이사

감사

기획/대내총무/대외총무/재무/기금활용/국내학술사업/국제협력 1·2/홍보/국제홍보

동계추계 1·2/하계 1·2/연구회/국제학술회의 1·2/5G·6G/이동표준·사업/5G네트워크
IoT플렛폼/연구홍보

교육/회원 1·2/국제 논문1·2/국내 논문/학회지 1·2/정보/정보홍보

인공지능/지능통신/에너지/자동차/바이오/의료/국방/미디어/통신반도체
드론·로봇/사업홍보 1·2

충청지부/영남지부/호남지부

산업기술

여성

산학연/스타트업

블록체인

학술연구 부회장 신요안

학술정보 부회장 송홍엽

학술융합 부회장 홍인기

지부 부회장

산업기술

여성

산학연

융합

연구계

산업계

포상위원회

기금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기금활용위원회

회 장
장영민

수석부회장
박세웅

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전전임 회장)
            연구회심의위원회(위원장 : 학술연구 부회장)

회   의 : 정기총회(임시총회), 평의원회의, (상임)이사회의

05



종합학술대회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ICT 학술행사로 동계, 하계, 추계학술대회 등 년 3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의 ICT 전문가들이 연 4천여 명 참여하여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동향을 발표하는 학술 교류의 장입니다.

•동계, 하계, 추계에 걸쳐 연 3회 개최

•연인원 4천명 이상 참여 / 2천여 편 이상의 논문 발표

•국내외 저명 연구자 및 ICT 리더 초청 기조 강연

•국책 과제의 연구 개발 성과 발표회 및 평가 회의

•최신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소개를 위한 산업체 특별 세션 및 제품 전시회

•신기술의 이해를 위한 튜토리얼

•연구회별 워크숍 개최 및 회원간 교류

•전국 지부 워크숍 개최 및 지부간 교류

•학부 논문 경진 대회

•해동학술대회논문 대상/우수상, 기관원장상, 우수논문상(에릭슨LG 후원)

정보통신 기술의 학문적 성과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다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계 · 하계 · 추계종합학술대회는

ICT Korea를 이끄는 원동력이자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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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기술 정책의 싱크 탱크,

대한민국 ICT 발전 로드맵을 그린다

ICT 유관 정부산하 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학계가 함께 조직하는 ICT 융합 대제전을 통해

ICT를 중심으로, 타 산업과의 혁신과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융합 기술정책과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의 조력자입니다.

08┃ICT 융합 기술 정책의 싱크 탱크 09

ICT Convergence Korea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매일

경제, 삼성전자, SKT, KT, LG전자, LGU+, GSI, Huawei Korea, ITRC 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ICT 융합 대제전입니다.

ICT Convergence Korea 포럼
ICT Convergence Korea 포럼은 다양한 ICT 융합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의 장을 만들고 누구나 쉽게 ICT 융합 기술 및 정책 이슈를 논의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

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18개 기관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그리고 다수의 ICT 기업이 참여하는 ICT 융합 분야 최대의 싱크 

탱크입니다.

정보통신의 날 기념토론회 행사
매년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최고 공로자를 

시상하는 기념행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3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기술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 심포지엄입니다.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

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등 방송통신 관련 3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Multi-Screen Service 포럼 (MSS Forum)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 멀티스크린 분야의 국내외 관련 

표준화 제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시스템 포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 재난안전망을 포괄하는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정책 수립과 관련 표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KICS 미래융합 포럼
ICT 분야의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ICT 분야 현안과 정책을 검토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정기 포럼입니다.

6G포럼
6세대 이동통신의 중장기 기술 개발 및 전략수립을 통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화, 서비스 개발, 관련 융합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6G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ICT Convergence Korea 참여기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ICTC)
ICT 융합 기술 분야의 연례 국제 학술대회로 IEEE ComSoc 및 IEICE-CS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되며, 45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한국통신학회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됩니다.

Asia-Pacific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PCC)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통신학회가 주관하여 만든 APCC는 이후 

IEEE의 후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성장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ICIC)
한국통신학회 해외 지부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세계 최고 IC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자부심을 세계 곳곳에 떨치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세계 속의 ICT Korea, 그 교두보가 되는 해외지부
중국, 미국,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4개의 해외지부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Global Mobile Vision (GMV)
KOTRA와 한국통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동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 및 

발표회로서, 해외 구매자들 및 관련 분야 일반인들을 초청하여 국내외의 

이동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소개합니다.

ICT의 이름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다
통신분야 세계 3대학회인 IEEE ComSoc, 일본전자정보통신학회(IEICE), 

중국통신학회(CIC)와 자매학회협약을 맺고 학술대회 등록비 감면과 학술교류행사지원, 

그리고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술 협력 네트워크으로서, 

ICT Korea를 세계에 알리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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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통신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매월 특집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월간 잡지

1984년 창간된 정보와 통신은 매월 ICT 분야의 최신 주제를 특집으로 선정

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소개

하고 있으며, 인쇄물 및 e-Book으로 회원 및 회원사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전시회 일정, 학회 소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도 포함합니다.

열린 강좌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고품격 공개 

지상 강좌

열린 강좌는 정보통신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고품격 공개 지상 강좌

입니다. 열린 강좌는 학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회원 및 특별 회원사, 대학의 

도서관, 정보통신 관련 교수, 산업체, 연구소, 방송국 및 신문사, 기타 관계

기관 등에 널리 배포됩니다.

한국통신학회 논문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저널

한국통신학회 논문지는 1976년부터 발행되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

논문지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융합기술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전문 학술지로서 통신 이론 및 시스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

기술 및 구현논문 등을 포함한 일반 논문과 특집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JCN)
SCI-E에 등재된 국제학술 논문지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20년 전통의 저널

1999년에 창간된 JCN은 IEEE Xplore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20년 

전통의 저널입니다. 게재 논문의 우수성, 편집진의 세계적인 지명도, 효율

적인 출판 및 홍보 등으로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와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저널들과 대등한 위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 학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CT Express
ICT 융합 분야의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된

Open Access 저널

열린 ICT Express는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인 Elsevier를 통해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으며, 최신 ICT 융합 지식 및 정보의 거점 확보와 확산을 위한 

창간된 Open Access 학술 논문지입니다. 특히, ICT 기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최신 ICT 융합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대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도 등재되었습니다.

한국통신학회 웹진
ICT 분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잡지

2011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고 있는 한국통신학회 웹진은 연구소, 신간 

서적, 우수 논문, 학술대회 참관기, 표준화 동향 등 ICT 분야 최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신 융합 기술에 대한 온라인 교재 개발 및 주요 행사의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동영상 강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혁신과 지식의 융합을

견인하는 보고가 되다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연구 결과와 신기술, 그리고 산업 동향을 신속하게 소개하는

핵심채널과 지식 플랫폼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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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발전의 주역, 

그 자부심으로 함께 우뚝 서다
한국통신학회에서는 ICT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주역들을 발굴하고 

그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여 각종 학술상과 기술상을 시상하고, 각종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및 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14┃ICT 성과와 공로

해동상(학술대상, 기술대상, 신진학술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지난 2005년부터 해동재단(김정식 이사장)의 후원으로 정보통신 분야

에서 국내 최고의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에게 학술대상을,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에게는 기술대상을, 그리고 최고 연구 업적을 달성한 40세 미만의 

신진연구자에게는 신진학술상을 매년 선발하여 시상합니다(총 상금액 

5천만 원).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동/하/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합니다(연 2,500만 원).

Dr. Irwin Jacobs Award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퀄컴사의 후원으로 국내 ICT 분야의 산업 

발전 또는 학계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들을 선정

하여 시상합니다(총 상금액 4천만 원).

한국통신학회 국제상
본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글로벌 협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제상을 

수여합니다.

IEEE와 공동시상 본 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ommuni- 

cations and Networks (JCN)에 발표된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JCN 

Best Paper Award를 IEEE 와 공동으로 시상합니다.

IEEE와 공동시상 한국통신학회와 IEEE의 협력강화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하여 국제협력공로상인 IEEE ComSoC · KICS Global Exemplary 

Services Award를 시상합니다.

본 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ICT Express에 발표된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ICT Express Best Paper Award를 시상합니다.

본 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 대회(ICTC, APCC)에서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국제학술상 (ICTC Best Paper Award, APCC Paper Award)을 

시상합니다.

한국통신학회 논문상 / 공로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통신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우수 논문과 종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고,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에게는 공로대상 /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학부 논문경진대회
본 학부 논문경진대회의 목적은 학부생들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연구 성과를 논문화하여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결과물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써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무한상상 발명한마당
국립과학관과 공동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생활 속 발명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매년 주최합니다.

에릭슨 LG 후원 우수논문상
매년 동/하/추계 및 ICTC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

합니다 (연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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