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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SpEaKiNg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TiTlE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OrgaNiziNg
과학기술계를 조직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FOSTEriNg
학술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갑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창립일 : 1966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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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에는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저력과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966년 창립 이래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대변하는 과학기술계 

총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제 과총은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속의 과총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총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을 확충하여 과학기술인과 회원단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 함께 명실상부한 과학기술계 총 본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과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과총은 이와 같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하여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과학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섭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의 창조적 미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열어가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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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

	 과학기술처	설치	건의

1968	 과학의	날	제정	건의

	 월간	<과학과기술>	창간

1974	 	제1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학술대회	개최

1976	 한국과학기술회관	준공(본관)

1966년 - 1976년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인들을
하나로 모아

1977년 - 1986년

함께라는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1978	 	학회	학술활동	조성	사업추진

1980	 ‘과학기술인의	신조’	제정

	 한국과학기술	30년사	발간

1986	 		원로과학기술자문단	창립	

과총	창립	20주년

1987년 - 1996년

국내를 넘어 세계의 
과학기술인들을
결집하며

1990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창립

	 	제1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개최

1994	 Brain	Pool	사업	시행

1995	 한국과학기술회관	준공(신관)

1997년 - 2007년

과학기술의 
총 본산으로
성장하고

1997 세계적	영문	학술지	육성사업	시행

2002  YG	Forum,	KCIST	개최

2003 지역연합회	창립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사업	시행

2004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	및	선포

2005  STS	Observer	창간

2006 과총	창립	40주년

   제1회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

2006~7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남북	공동	개최	
(평양)

2008년 이후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우뚝 서기까지

2008	 웹진	<과학기술	2.0>	발간

2009	 다산컨퍼런스	개최

2010  과학기술인	국회방문의	날	개최

2011	 부설	정책연구소	설립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시상

	 부설	과학기술나눔공동체	설립

2012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협의회	창립

	 과학기술나눔마라톤축제	개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출범		

	 -	과학기술인	선언문	발표

2013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	및	

마라톤축제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변화와 발전의 

역사입니다

주요 연혁

설립목적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각종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

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요 사업

과학기술계 현안조사·자문·건의

학술활동 지원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풍토 조성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지원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과학기술나눔공동체 운영

한국과학기술회관 운영

과학기술은 
도전과 혁신의 
디딤돌,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08 09

주요 사업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  한양대, KAIST, UST 등 3개 대학 과학기술정책전공 석·박사과정 

설치 및 운영 지원

■  과학기술정책 공통교재 개발(과학기술정책론, 기술경영론 등)

■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재학생 워크숍 시행(3개 대학 재학생 및 사업

관계자 참여로 상호 발전방향 논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과제 수행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발전 대안 제시,  

중장기 정책연구 통해 과학기술 유관 기관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연연 역량강화를 위한 산·학·연 인력 

유동성 활성화 방안 연구’ 등(2013년 총 12건 수행) 

과학기술 이슈정보 조사분석 간행물 발간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 층에 국내외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자료 제공 

■  이슈페이퍼 :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 보고서

■  과학기술 에세이 : 분야별 리뷰 및 향후 과제 제언

■  글로벌 브리프 :  통권 124호(2014년 3월 기준) 발행  

한 주간 세계 동향과 정책이슈 분석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 평가
과학기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 대상 연간 의정

활동 평가를 통한 과학기술 친화적 의정활동 유도 

■  평가 대상 위원별 입법, 정책·예산·진흥, 홍보·소통 및 국정감사  

활동 등을 종합 평가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 
연례 개최되는 과학기술인 대토론의 장으로서 주요 이슈별 심포

지엄 개최를 통한 생산적 대안 도출 및 미래비전 제시 

■  국내외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 등 참여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아젠다와 각종 현안 이슈 논의

과총포럼, 토론회,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계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대안 제시와 건의

■  과총포럼(2005년~2013년, 총 53회) /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관련 연속 기획 토론회(2013년 총 4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융합 지역순회 토론회(2013년 총 4회, 지역 : 대구 부산 광주 대전)

■  기타 과학기술 현안 토론회 및 공청회(2013년 총 2회)

정책연구	수행	건수	

2013년	기준

26
국회	진출한	친	과학기술인사

19대	국회	

든든한 가교가 되어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 

과학기술계 여론형성을 선도하고 

과학기술인과 정부, 국민이 소통하는 통로가 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과총포럼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44

과학기술계  

현안조사·자문·건의



기초학문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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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학술대회 지원
국내·국제·세계대회 지원을 통해 국내외 학자 간의 최신 학술

연구 교류와 학술토론 촉진, 학술단체 중심의 다양한 전문가 

활동 지원 

■  국내외 과학기술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국내·국제 및 세계대회 지원

  (최소 20개국 참여, 외국학자가 200편 이상 구두발표하는 세계대회 

및 국내·국제대회 지원)

■  국내대회 196건, 국제대회 109건, 세계대회 17건 등 지원 

(2014년 총 322건)

다산컨퍼런스
최첨단 연구부문 중 학제 간 연관성과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는 

주제를 선정, 세계석학 초청 학술행사 개최 통해 학술정보 교류 

촉진

■  이학·공학·농수산·보건분야 관련 4개 기관이 주관하는 컨퍼런스 

연구성과 국제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  

학술지 해외 노출 및 인용도 증가 기대

■  온라인에서 과학 학술지 전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제공

■  구글 스칼라 접근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국제수준 전문 XML 홈페이지 구축으로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 종수 증가 기대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기술활동 지원사업
전공역량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동아리 지원사업 전개,  

창의적 프로젝트 발굴로 청년창업 의욕 고취

■  이공계 대학생 과학기술 동아리 연구활동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  대학(원)생 과학기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각종 워크숍 개최 및 과총 행사 초청 등

학술지 지원
국내·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 학술지 국제화 발행 지원

■  과총 학술활동지원시스템(eNEST) 등록 학회 등 비영리 학술단체의 학술지 및 SCI(E), SCOPUS 등재 

 영문학술지 발행경비 지원(발행 및 배포경비, 전자저널 발행, 영문 교정교열, 인쇄, 원고편집(M.E.) 등)

■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유도(학술지 편집인 워크숍을 통한 교육·훈련)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인 

기초학문 연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안정된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학술활동	지원예산	확대

2014년	기준	132억	원

과학기술	분야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지원	건수	

2014년	기준	총	445종	

445

학술활동 지원

132

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박람회 과총 지원 학술지다산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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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지역 과학기술 현안이슈 발굴
과총 지역연합회 중심의 지역 과학기술 전문가 발굴 및 네트

워크 구축, 민간주도 지역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 설정 

■  12개 각 지역 내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운영

■  정책위원회 브레인스토밍 통해 지역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도출

■ 12개 지역연합회 지역 과학기술 현안이슈 발굴 및 이슈리포트 작성

■ 지역 현안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학기술인 국회방문의 날 
과학기술 의정교류를 대표하는 행사,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인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지원 분위기 조성 

■  지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과 국회의원 간의 만남을 통해 

과학기술 친화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개최

■  12개 지역연합회 중 3~4개를 선정,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월간 <과학과기술> 발간 
과학기술계 이슈·정책·교육·인물·학술연구 성과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월간 <과학과기술> 발간 및 배포 

■  과학기술과 문화, 사회, 철학, 예술 등의 분야를 연계한 연재칼럼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대중화 유도

■ 온라인·모바일 원문서비스 제공으로 상시 검색 가능 

주간 <한국과총 Webzine> 발행 
매주 온라인 뉴스레터 <한국과총 Webzine> 발행 

매체 인지도 확산으로 과학기술계 종합미디어 역할 수행 

■ 주 1회 40만 명 대상 발송

■ 과학기술인과 정부, 일반국민 간의 원활한 통로·가교 역할

■ 과총 및 회원단체 운영 사업의 전략적 홍보 활성화 등

과총 지역연합회 활성화 추진
지역과학기술진흥의 거점으로서 지역연합회 활동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고유의 과학기술진흥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특화포럼 강화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강화

지역과학기술진흥의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별 과학기술 발전 선도

■  일반 국민과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성과 공유·확산 활동 교화적 전개

■  과학기술인 자긍심 고취 및 과학기술 풍토 조성을 통한 국민의식 함양

각종 정책포럼 및 대중화 사업 추진, 지역 내 과학기술진흥 기반 조성

■  지역 내 과학기술 유관기관 간의 각종 정책포럼, 대중화사업 공동 추진

■  지역 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콜로키움, 세미나, 워크숍 등)

■  지역 과학기술 혁신 주체(산ㆍ학ㆍ연 과학기술인, 이공계 대학생, 지방정부 등) 간의 교류기반 조성 

전국	12개	지역연합회

강원,	경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충남	등

매주	약	40만	명에게		

온라인	뉴스레터		

<한국과총	Webzine>	발송

과학기술계	최신	정보	및	소식	공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각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니다

지역사회를 키우는 
또 하나의 힘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풍토 조성 

1240

월간 <과학과기술> 주간 <한국과총 Webzine> 12개의 지역연합 네트워크

인천지역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

경기지역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충남지역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

강원지역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대구경북지역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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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재외한인전문가 교류지원
EKC/CKC/UKC/AKC 개최 등 유럽·캐나다·미국·아시아 한인 

과학기술자간 우호증진 기여 

■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수여 통해 사기 진작(EKC/CKC/UKC) 

■  국제적 수준의 논문 발표의 장 마련 등 국내기업·기관 홍보 및 인재

채용 기회 적극 활용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전 세계 18개국 재외한인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 발표 및 그룹별 토론 진행 

■  모국 과학기술 발전 확인 통해 민족 유대감 제고

■  국내 전문가와의 교류 및 문화탐방 기회 제공

ULTRAUniversal Linkage for Top Research Advisor Program 
2006년 ~ 2013년 7년간 총 48회의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과학기술 현안 해결 위해 해외 석학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 

■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기관과의 공동 연구·기술자문

■  선진국 동향·성공사례 경험 및 노하우 습득

■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사업 기획 시 자문·조언 등에 활용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중견 해외과학자 초청, 공동연구로 최신 

과학기술 조기 습득 및 선진기술 개발 

■  국내 연구기관·대학·산업계에 우수 연구인력 보완

■  논문 92편 발표, 출원 및 등록 특허 18건(2013년 실적) 

■  국가별 유치인원 현황 :  미국 358명, 중국 278명, 인도 347명,  

러시아 143명, 기타 525명 등 총 1,651명

(1994~2013년)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GF)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한인과학기술인력 활용을 비롯, 

국제협력과 교류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미 학술대회(UKC)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육성 및 지원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세계화 구현, 전 세계 18개국 재외한인과학기술자

협회 회원에 대한 지원·육성 강화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1971년 12월 창립, 미국 Vienna. VA 소재) 등 18개국 재외과협 회원 18,505명 활동

■ 정기학술대회, 지역별 학술세미나 등 학술활동

■ 지부 및 전문분과 운영과 대교민사업 등 특별사업 수행 

■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재외과협 활성화 방안 논의와 성과 공유 확산

국제협력과 교류사업 통해 
도약과 성장을 현실로 

해외과학기술인	DB구축

(14,677명)

자문	및	주요	국책사업	위원회	

후보	추천시	활용

18개국	18,505명	회원이	활동	

중인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14,677
18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협력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지원·확대, 상호 간 

신뢰 제고 및 통일에 기여 

■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지속적 

개최로 상호교류 중요성 환기

■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가 좌담회 개최 

(2013년 11월, 대북정책방향 소개 등)

■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2013년 12월, 2014년 추진 방향 논의 등) 

해외과학기술 유관기관 협력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중국과학기술협회(CAST) 등 해외

단체의 과학기술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정보 교환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지원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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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선정 및 시상 
국내 과학기술 분야 시상 중 최고의 권위와 명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과학기술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를 매년 4명 이내로 선정

■ 대통령상 및 상금 시상(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0명 수상)

■  전공자 심사 → 분야심사위원회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 심사의 철저한 공적검증 및 합리적 

이고 공정한 심사단계 운영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지원
과학기술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유공자 포상을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 입국의지를 표방하고 과학

기술인 사기진작과 풍토 조성에 기여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선정 및 시상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해 시상

■ 각 학회 추천 우수논문(학회당 1편)을 과총에서 심사 및 선정

■ 연구 분위기 진작 및 논문의 질적 향상 유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과학기술인, 

세계 속에 우리의 자부심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2013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캄보디아 과학기술ODA 사업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건수	총	3,159편	

제1회(1991년)	~	제23회(2013년)

3,159

과학기술나눔공동체 

운영 

과학기술나눔	수혜자	확대

2012년	6,842명에서	2013년	

11,537명으로	증가

11,537

과학강연 등 S·C·I·E·N·C·E 사업
과학기술인 재능기부를 통해 과학기술나눔사업 추진 

■  Serve(강연, 의료봉사), Contribute(기부금, 물품지원), Inspire(인턴십, 멘토링), Educate 

(교육지원), Nominate(추천시상제), Counsel(진로상담), Explore(연구실 방문, 견학) 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  ‘생각하는 청개구리’ 과학탐험대 :  교육 기회가 부족한 낙도와 오지 아동들의 장기적인 탐구과제 

참여 지원

■  IT과학탐험대 : IT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Technical Expedition 지원 

과학기술ODA 지원
개발도상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인의 역량과 자원이 결집되도록 지원 

■  캄보디아 ‘글로벌 물적정기술거점센터 구축사업’ 등 참여  

과학기술인들의 재능기부 및 기부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과학기술 나눔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과학기술 나눔 문화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1  과학강연

2  과총 직원 봉사활동

3  ‘생각하는 청개구리’ 과학탐험대

 4  IT과학탐험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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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역사적인 
과총 창립 50년을 향해!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운영

입주현황  
104개 학회, 20개 회원기관, 27개 일반기관 등 총 151개 기관

■  각종 회의 117건, 강연회·토론회 75건, 학술대회 255건, 세미나·교육·기타 789건 등  

총 1,236건 임대

한국과학기술회관 규모 
■ 본관 : 6,724.72㎡ 지하 1층, 지상 11층(1976년 9월 24일 준공)

■ 신관 : 27,443.65㎡ 지하 4층, 지상 13층(1995년 6월 30일 준공)

■ 별관 : 1,607.68㎡ 지하 1층, 지상 2층(1985년 12월 24일 준공)

■ 총 35,776.05㎡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상징하는 

한국과학기술회관의 위용, 

과총의 미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학회·회원기관	등이		

입주하여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의		

총	면적은	35,776㎡

35,776

국제회의실

590여 과학기술 단체회원의
만남과 교류의 전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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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현황 임원

이부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정남식 
연세대 의료원장

강신영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강신원 
국립대구과학관장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승종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정돈 
태광정밀화학 회장

서영거 
서울대 제약학과 교수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부회장 

회장 역대 회장

감사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헌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준식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사무총장

고문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권숙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김기형 한국도자문화협회 회장

김상주 서울대 명예교수

김우식 (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박긍식 (전)과학기술처 장관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

박호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박희선 생활참선석천선원 원장

서정욱 KAIST 특훈초빙교수

오 명 동부그룹 제조·유통회장

오봉국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 관  한국원자력기술협회 명예회장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이태섭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사장

전민제 (전)전인터내쇼널 회장

전학제 KAIST 명예교수

정근모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정명식 포스코 중우회 회장

윤석종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966 ~ 1977 김윤기

1978 ~ 1983 민관식

1984 ~ 1986  조완규

1987 ~ 1989  박태원

1990. 2 ~  1992.4 권이혁

1993. 3 ~ 1996.  2 성낙정

1996. 3 ~ 1999.  2 최형섭

1999. 3 ~ 2002.  2 김병수

2002. 3 ~ 2005. 2 김시중

2005. 3 ~ 2008. 2 채영복

2008. 3 ~ 2011. 2 이기준

2011. 3 ~ 2014. 2 박상대

명예회장 권이혁 (전)환경부 장관 

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 상임고문

김시중 (사)과학기술포럼 이사장

채영복 과학기술연우연합회 회장

김병수 글로벌케어 이사장

이기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당연직)

김성조 전북지역연합회 회장

유장걸 제주지역연합회 회장

이윤배 충남지역연합회 회장

이종세 경기지역연합회 회장

이상학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관

이용훈 부산대 수학과 교수

김홍석 경북대 응용화학과 교수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상열 경상대 생화학과 교수

우종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이사
(선출직)

박정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정대교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안진흥  경희대 식물분자시스템스 

바이오텍학과 교수

노삼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정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서치호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박진배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철태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윤기종 단국대 파이버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형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희중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최헌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T융합공정 

연구실용화그룹 수석연구원

박종안 조선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유홍희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김희준 한양대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김문겸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손영기 GS파워 대표이사

배인휴 순천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강석중 경상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김기선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이수곤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손의동 중앙대 약대 교수

김종석 고려대 안암병원 외과 교수

한동후 연세대 치대 교수

임숙빈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

김은애 연세대 의류환경학과 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장덕진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장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

이승호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손시환 경남과학기술대 동물생명과학과 교수

이용환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윤정한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안상낙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이상철 경북대 식물생명과학과 교수

백승화 충북도립대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 교수

한광협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용태순 연세대 의대 환경의생물학교실 교수

박용구 경희대 의대 교수

이원철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복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

김혜경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이범준 충북대 수의대 수의학과 교수

김영민 부산대 물리교육학과 교수

김동술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하재호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춘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유효선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김영하 단국대 명예교수

김종준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정광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지영 경희대 유전공학과 교수

박정택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노창수 대도테크라연구소 소장

장준호 INFOBANK 대표이사

조혜성 LG화학 상무

황유경 녹십자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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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현황 위원회

과학기술정책
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위원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

 김병선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찬호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방주 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

 부하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동천 연세대 의료원 사무처장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윤혜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장

백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이장재 과총 부설 정책연구소 소장

이정아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정선양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하성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허두영 테크업 대표

지식재산
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위원 기유경 진전기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김민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김수옥 진매트릭스 대표이사

 박방주 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

 손 민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대표

 

송충한 기초과학연구원 본부장

이진영 LG전자 변호사

이철태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지은숙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최치호 KIST 기술사업화 실장

미디어홍보
위원회

위원장 남궁은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위원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동환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공주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이석봉 (주)대덕넷 대표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 소장

이장재 과총 부설 정책연구소 소장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국제협력
위원회

위원장 문길주 KIST 책임연구원

위원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문애리 덕성여대 부총장

박승철 가천대 부총장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

학술진흥
위원회

위원장 이승종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위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학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임인경 아주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학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위원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학과 교수

 김영동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문명희  연세대 화학부 교수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용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종우 광운대 수학과 교수

 이희일 해양연구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진수  충북대 물리학과교수

공학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승종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위원 강인석 경상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우식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김윤영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김혜정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배병수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설승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병옥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

 이상렬 청주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이정아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홍대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농수산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학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위원 권영업 농업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작과 과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김지홍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박 철 충남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윤성식 연세대 생명과학기술부 교수

 이상락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장

 이재철 부경대 물리해양학 교수

 이철희 충북대 원예과학과 교수

 최영선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보건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 임인경 아주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위원 김남초 가톨릭대 간호학 교수

 김한겸 고려대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박해심 아주대 의대 알레르기내과학교실 교수

 방효원 중앙대 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안영수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이문규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이병건 녹십자홀딩스 사장

 허성주 서울대 치과대 치과보철학교실 교수

종합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위원 강성승 조선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신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실장

 안규홍 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책임연구원

 전경구 대구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홍나영 이화여대 섬유패션학부 교수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정학과 교수

인재육성
위원회

위원장 김정돈 태광정밀화학 회장, 과총 부회장

위원 강윤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편집장

 김은영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김헤라 대덕대 유아교육과 교수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원장

 안정은 강화 마니산 유치원 원장

이가람 봉현초등학교 교사 

장영록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과학교육단 단장

전상학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

정대홍 서울대 화학교육과 교수

채수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여성과학기술
위원회

위원장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편집장

 김유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총장

 김혜영 한국체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부 부장

 우정원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이연희 서울여대 미래생명산업학과 교수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조은희 조선대 생물교육과 교수

정경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한미숙 한양대 학연산클러스트 특임교수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첨단정보연구소 소장

한성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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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재외과협명 창립일 소재지 회장 회원 수(명)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71. 12. 11 Vienna. VA U. S. A 김영수 7,150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1973. 5. 6 Aachen Germany 석준원 1,200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74. 11. 1 London U.K. 박미근 1,010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 1976. 1. 31 Paris France 정광희 300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1983. 10. 22 Tokyo Japan 장갑순 3,000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86. 11. 29 Ontario Canada 이치근 1,400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1989. 7. 21 Yanji City China 최형모 2,500  

러시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91. 7. 8 Moscow Russia 전애지스 179  

재카자흐스탄한국과학기술자협회 1991. 7. 8 Almaty Kazakhstan 문그리고리 580  

우즈베키스탄한국과학기술자협회 1991. 7. 8 Tashkent Uzbekistan 윤류보브 615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98. 9. 18 Vienna Austria 한만욱 110  

재호주·뉴질랜드한인과학기술학술협회 2009. 12. 5 Sidney Australia 박미라 183  

재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 2010. 12. 17 Helsinki Finland 전경렬 49  

재스웨덴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11. 1. 29 Stockholm Sweden 김근제 64  

재스위스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12. 2. 25 Lausanne Switzerland 최영한 109  

재화란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12. 2. 25 Delft Netherlands 주철민 142  

재싱가포르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13. 2. 16 Singapore Singapore 윤호섭 130  

재벨기에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14. 11. 29 Leuven Belgium 유봉 51  

18개 재외과협 18,772  

지역연합회

지역연합회명 설립일 회장
회원 수

개인 단체 합계

강원지역연합회 2003. 8. 26 이기의 강원대 명예교수 280 5 285

경기지역연합회 2003. 11. 26 이종세 한양대 교수 121 _ 121

경남지역연합회 2003. 7. 3 이정숙 경상대 교수 736 _ 736

광주전남지역연합회 2003. 7. 22 정석종 (전)전남대 총장 305 98 403

대구경북지역연합회 2003. 3. 26 조현기 경북대 명예교수 588 77 665

대전지역연합회 2003. 6. 23 이영호 충남대 명예교수 990 66 1056

부산울산지역연합회 2011. 5. 16 강신원 국립대구과학관장 162 22 184

인천지역연합회 2003. 10. 30 유연철 인하대 명예교수 204 14 218

전북지역연합회 2003. 10. 8 김성조 원광대 명예교수 100 10 110

제주지역연합회 2003. 9. 4 유장걸 (전)제주대 교수 165 19 184

충남지역연합회 2003. 4. 29 이윤배 순천향대 명예교수 101 _ 101

충북지역연합회 2003. 6. 30 조남석 충북대 명예교수 118 70 188

12개 지역연합회 3,870 381 4,251

이학부문 대한수학회

대한의생명과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아태분자생물학회

한국결정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광학회

한국균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한국생명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암석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유전체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전기화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진공학회

한국천문학회

한국탄소학회

한국통계학회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유화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생활환경학회

조직도 및 회원단체

공학부문 한국자기학회

국제구조공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금속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산업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임베디드공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조선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화약발파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

전력전자학회

정보저장시스템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한국CAD/CAM학회

한국ITS학회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결정성장학회

한국고무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간구조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한국기계가공학회

한국동력기계공학회

한국로봇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방송공학회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부식방식학회

한국분말야금학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한국생물공학회

단체회원

구분 단체 수

학술

단체회원

이학 45 대한수학회·대한화학회 외

공학 107 대한기계학회·한국화학공학회 외

농수산학 54 한국농공학회·한국수산과학회 외

보건 111 대한약학회·대한내과학회 외

종합 6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외

377

구분 단체 수 비고

공공

단체회원

114 한국표준협회·한국기술사회 외

민간

단체회원
기업체 33 삼성전자(주), (주)녹십자 외

기업부설연구소 71 KBS방송기술연구소 외

104

단체회원 계 595 회원 수 50만여 명(eNEST 등록 기준)

조직도

부회장 감사

회장

검사역

사무총장 정책연구소

경영지원본부 학술진흥본부

경
영
기
획
실

과
학
확
산
실

경
영
지
원
팀

미
디
어
홍
보
팀

건
설
지
원
팀

학
술
진
흥
팀

국
제
협
력
팀

정
책
연
구
팀

과
학
기
술
나
눔
공
동
체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인재육성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미디어홍보위원회

지역과총협의회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남북민간과학기술

교류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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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문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고려인삼학회

국제레이저의학회

기본간호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기생충학ㆍ열대의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동의병리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물리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종합부문 대한가정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

복식문화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바이오칩학회

한국복식학회

한국분석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한국환경과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화장품학회

한국교육시설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창조공학회

한국청정기술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현미경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동굴학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SCM학회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한국영재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체육학회

한국행정학회

농수산부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농림기상학회

한국농약과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동물번식학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버섯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한국수산과학회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

한국양봉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어병학회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연초학회

한국원예학회

한국육종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임학회

한국자원식물학회

한국작물학회

한국잔디학회

한국잠사학회

한국잡초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한국축산식품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한국환경농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센서학회

한국소성가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열처리공학회

한국염색가공학회

한국유변학회

한국유체기계학회

한국윤활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재료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정밀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주조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철도학회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초전도학회

한국추진공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표면공학회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행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대한공업교육학회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환경위생공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성인간호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예방수의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치위생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고등기술연구원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

고위험동맥경화반연구회

(재)국가연구소재중앙센터

(사)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포럼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사)뉴튼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대한민국명장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측량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도시및지역계획연구소

문학과학통섭포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서울국제싸이엔스클럽

석곡관측과학기술연구원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인천테크노파크

재료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계면공학연구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사)한국과학기술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사)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한국과학문화진흥회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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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현황

민간단체 국제전산㈜

금호석유화학㈜

㈜녹십자

대림산업㈜

동부제철㈜

㈜동아일렉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양시멘트㈜

롯데건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삼양사

서진산업㈜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쌍방울

㈜와이즈파워

㈜일진베어링

포스코강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유리공업㈜

한국화낙㈜

한전KPS㈜

현대중공업㈜

㈜효성

KT㈜

LG전자㈜

㈜LG화학 기술연구원

POSCO㈜

㈜경인기계 냉각탑 기술연구소 

㈜국일방적 연구개발실

㈜금강 기술연구소

㈜금강쿼츠 부설연구소

네오마루

넥센타이어㈜ 기술연구본부

㈜대도테크라 연구소

대한소결금속㈜ 기술연구소

㈜데스코 기초연구소

동남석유공업㈜ 중앙연구소

동남정밀㈜ 생산기술연구소

동양피스톤㈜ 기술연구소

동원금속㈜ 부설연구소 연구팀

두산디에스티㈜ 방산연구소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디엠씨㈜ 기술연구소

㈜디이엔티 개발연구소

㈜딜리 기술연구소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

마이스터건설㈜ 부설연구소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부설연구소 

㈜미애부생명과학

미원상사㈜

삼광공업㈜ 부설연구소

㈜삼동산업 기술연구소

㈜삼성메디슨 연구소 연구운영그룹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삼우ECO 기술연구소

㈜삼익THK 기술연구소

㈜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서린생명과학연구소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성화산업㈜ 기술지원부

세방전지㈜ 기술연구소

세원화성㈜기술연구소

쌍용양회공업㈜ 기술연구소

쎄라텍부설연구소

씨제이라이온 베스트리빙연구소

㈜아워홈 식품연구원 식품개발실

알루텍㈜ R&D팀

㈜에스에이씨 에너지기술연구소

에스탱크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연구팀

㈜에이치엔씨 T.D.R센터

㈜에코프로 기술연구소

㈜영진 기술연구소

오대금속㈜ 기술연구소

㈜웰크론 기술연구소

유진기공산업㈜ 철도차량부품기술연구소

이화전기 기술연구소

인포뱅크㈜

일양약품㈜중앙연구소

㈜자연과 환경 환경생태공학연구소

㈜정다운 부설연구소

조광요턴㈜ 기술연구소

조양모방㈜ 직물연구소

㈜창성 중앙연구소

㈜케이티디에스 정보서비스연구소

㈜코렌 광전기술연구소 광학설계팀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기술연구소

태하메카트로닉스㈜ ECS 사업본부

㈜ 티피씨메카트로닉스 부설 단해기술연구소

㈜파마킹 생명과학연구소

㈜평화 기술연구소 개발팀

한국석유공업㈜ 연구소

한국인삼공사 공정개선팀

㈜한국화장품제조

㈜한라이앤씨 부설 신재생에너지연구소 

한올바이오파마㈜ 부설 중앙연구소

한일이화㈜ 중앙연구소

현대건설연구개발본부

현대산업개발㈜ 기술연구소

환인제약㈜ 중앙연구소

㈜휴브글로벌 중앙연구소

KBS 방송기술연구소

KC 코트렐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150m)

	 2호선	역삼역	하차	후	4번	출구	

버스 강남역과	역삼역	주변	버스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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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회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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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한국방재협회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선급

한국섬유기술사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조경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콩연구회

한국터널기술협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하천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일연구자교류협회

환경조경발전재단

KT&G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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