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한 학문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최대의 자동차공학 

비영리 학술기관으로 30,000여명의 개인회원과 완성차 5사를 포함한 600여

사의 기업과 연구소, 도서관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www.KSAE.org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문·영문논문집에는 공정한 논문

심사 과정을 거친 자동차공학 전 분야의 독창적이고 완

성도 높은 우수한 논문만이 발표되고 있으며, 온라인으

로 투고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오토저널(Auto Journal)’은 

국내외 자동차 최신기술 및 

산업동향, 자동차 관련법규, 

자동차 표준화 등의 

알찬 내용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술행사

매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학 전 분야에 걸쳐 

800여편의 논문발표와 3,000여명이 참가하고 있

으며 150부스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심포지엄 등 국내 최고의 자동차공학 학

술행사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기술(Auto Tech) 전시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자동차기술 전

시회를 통하여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및 소프트

웨어와 연구소의 보유 기술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기업세미나(신기술 홍보발표 세션)을 통

하여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 발표하여 자동차공학

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국문논문집 (한국연구재단 등재) 

 : 연 6회, 매 홀수달 1일 발행

•KSAE 춘계학술대회

•KSAE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워크숍 (연간 8 ~ 10회)

•심포지엄 (연간 3 ~ 5회)

•4개 지회 춘·추계 학술대회

•영문논문집 (IJAT, SCI Expanded 등재) 

 : 연 6회, 매 짝수달 1일 발행

출판

논문집 발행

학회지 발간

단행본 발행

단행본 2030년 자동차 기술 전망과 

KSAE 자동차 용어 사전을 

발행하였습니다.

사업

학술행사 및 자동차기술 전시회
www.KSAE.org

한국자동차공학회

KSAE



급속히 발전하는 자동차기술정보를 기업을 운영하는 

CEO와 CTO에게 직접 알리고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의 기술교류 가교역할을 하는 KSAE 리더스포럼 및 기

술교류회를 연간 2~3회 개최하여 법인회원사에 실질

적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공학 발전과 선진기술의 국내 보급을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고 개최하여 회원

들에게 자동차관련 최신동향과 기술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FISITA 2016 (FISITA 2016 World Automotive Congress, 
 2016. 9. 26 ~ 9. 30, BEXCO, Busan) 33개국 1,780명 참가

• EVS28 (The 28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Symposium & 
Exhibition, 2015. 5. 3 ~ 5. 6, KINTEX, Goyang) 41개국 860명 참가

•21st ISAF (Th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lcohol 
 Fuels, 2015. 3. 10 ~ 3. 14, KDJ Center, Gwangju) 26개국 140명 참가

• PF&L Meeting (2013 International Powertrains, Fuels & Lubricants 
Meeting, 2013. 10. 21 ~ 10. 23, COEX, Seoul) 29개국 400명 참가

• AVEC ‘12 (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Vehicle 
Control, 2012. 9. 9 ~ 9. 12, COEX, Seoul) 22개국 450명 참가

•ICE05 (The 18th Combustion Engine Symposium, 2005. 
 12. 20 ~ 12. 22, KAL Hotel, Jeju) 10개국 200명 참가

• IPC-13 (The 13th Pacific Conference on Automotive Engineering, 
2005. 8. 22 ~ 8. 24, Hotel Hyundai, Gyeongju) 18개국 500명 참가

•EVS19 (The 19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Symposium &
  Exhibition, 2002. 10. 19 ~ 10. 23, BEXCO, Busan) 30개국 1,000명 참가

•FISITA 2000 (Seoul 2000 FISITA World Automotive Congress & 
 Exhibition, 2000. 6. 12 ~ 6. 15, COEX, Seoul) 35개국 1,500명 참가

국제 학술대회 개최

법인회원사 CEO, CTO 초청 
KSAE 리더스포럼 및 기술교류회 개최

자동차공학분야 대학생 대상으로 주행 가능한 Baja, Formula, EV 차량

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하여 경주를 진행하는 대회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동차공학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미래의 자

동차공학분야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개념 및 설계, 연

구개발, 디자인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

가의 중추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의 자동차 분야

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법인회원의 임직원과 개인회원에게 국내 주요 자

동차 관련 첨단 연구소의 무료참관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한국로버트보쉬기전 중앙연구소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청라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분야의 국가표준 관리, 국제표준화활동 참여확

대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협력, 국제표준화 동향보급 

등 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표준화의 국내 중심

기관으로의 역할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회로는 최초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지정 (2009.7.31.) 

받아 자동차 분야(ISO/TC22, ISO/TC70, IEC/TC69)의 한국산업

표준(KS) 을 관리하고 있으며, ISO/TC22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

정되어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를 국가

기술표준원과 함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COSD 지정분야

 - ISO/TC22 (Road Vehicles)

 - ISO/TC70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IEC/TC69 (Electric road vehicles and electric industrial trucks)

•전문위원회

 - 자동차 구동 전문위원회

 - 자동차 섀시 및 차체 전문위원회

 - 자동차 전기전자 및 통신 전문위원회

 - 전기자동차 전문위원회

•수송분야 COSD 협의체 대표협력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에 따라 구성된 수송분야 COSD 협의

체는 자동차, 조선, 물류, 항공우주 분야의 COSD 협의체로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학회는 대표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자동차 표준화
국내 자동차 관련 연구소 무료탐방

www.KSAE.org

한국자동차공학회

KSAE
자동차공학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분

야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자동차공학 및 산업 발

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발굴하여 자동차공학대

상·학술상·기술상·공로상·학회발전기여상

을 매년 시상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한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SAE.org) 및 E-mail을 통하여 

주 2~3회 자동차 관련 각종정보(학술행사 안내, 

자동차 관련 법규 제정, 취업안내 등)를 회원들에

게 알려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서연학술상, KAIDA 학술상, 법인회원 근속상, 국문논

문 우수 논문심사위원상, IJAT Outstanding Reviewer 

Award 등

• 학술대회 우수발표 논문상(구두 발표 부문, 포스터 

발표 부문, International Session 부문)

• 대학생상(자동차공학에 대한 자부심과 향학열을 높이

기 위하여 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선발)

학회상 시상

정보 제공



전기자동차 표준화에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 등 산업계 참여 활성화를 높

이기 위한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전기자동차 핵심표준 수요 발굴 및 개

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학회는 운영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KSAE 단체표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

스마트카 표준화에 완성차 및 통신, 인프라 업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추

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마트카 핵심표준 수요 발굴 및 개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카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

으며, 우리학회는 운영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표준화 추진협의회  

2009년 ‘KSAE 0001, R-134a 자동차 에어컨의 안전 요구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229종의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사실상 국제표준인 미국 SAE 표준을 부합화하여 단체표준으로 제

정함으로써 국가표준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고 있

습니다. 또한 자동차분야 KS 중 폐지된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함으

로써 KS 유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필요한 표준은 학회 단체표준

으로 대체함으로서 KS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단체 표준 (KSAE Standards)

우리학회는 2001년 4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ISO와 국가기술표준원

으로부터 각종 국제표준 정보 및 해당 내용의 국가 투표 시 의견을 작성

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분야

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ISO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으

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정부에 제출, ISO표준의 결정에 우리나라 전문가

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의 정기적인 워

크숍과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특정 기술표준에 관

한 교육을 통해 국가/국

제표준 기술 및 국제표준

화 동향을 국내에 보급하

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SAE)

우리학회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에서 사실상 국

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자동차공학회 표준(SAE Standard)을 대

응하는 ‘사실상 국제표준 자동차분야 국제민간단체표준 거점기관’으로 지

정(2010.4)받아 그린카를 중심으로 한 SAE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카 

대응위원회를 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분야 (IEEE)

우리학회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전기자동차분야 표준을 대응하

는 ‘사실상 국제표준 전기자동차분야 국제민간단체표준 거점기관’으로 지

정(2010.12)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IEEE-SA SCC21/SCC40의 전기자동차 

통신프로토콜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하

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ISO/TC22/SC32/WG8에서 2011년 제정된 ISO 26262의 개정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주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고, 우리학회는 간사기

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능안전 연구회

 ISO 간사기관

표준화 워크숍/교육

국제민간단체표준 거점기관

국제표준화활동을 위해서는 참여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자동차 분

야의 표준화를 주고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 MoU for cooperation in standardization between 
 the Korean experts for automotive standardization 
 as in the KSAE and the German experts for 
 automotive standardizations as in VDA (2011.9)

• MoU in the Ground Vehicles Standards 
 between the KSAE and SAE 
 International (2010.2)
• SAE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lation 
 Agreement (2010.8, 2011.6)

• MoU between KSAE 
 and JSAE (2010.3)

KSAE 

VDA

JSAE

SAE 

IEEE 
CATARC

구분 종수

순수 단체표준 30종

SAE 부합화 단체표준 8종

KS 부합화 단체표준 191종

합계 229종

VDA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국제표준대응 정책협력

표준화 정책 자문

국가정책과제 조사분석

표준개발협력기관
(한국자동차공학회)

국가 R&D 사업단

운영사무국
(한국자동차공학회)

차량시스템 분과위원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ISO/TC22/SC31 & 32
ISO/TC22/SC37/WG1
ISO/TC22/SC37/WG2

ISO/TC22/SC37/WG3
IEC/TC21

IEC/TC69
ISO/TC23/SC23H

ISO/TC22/SC38/WG2 ISO/TC69/WG7
SAE J2954

배터리 분과위원회
(한국전지산업협회)

충전시스템 분과위원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이륜차 분과위원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무선충전시스템 분과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표준 동향분석

표준화 정책 반영 표준화 연계과제 도출

VDA

스마트카
표준화
추진협의회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국제표준대응 정책협력

표준화 정책 자문

국가정책과제 조사분석

표준개발협력기관
(한국자동차공학회)

국가 R&D 사업단

운영사무국
(한국자동차공학회)

ADAS 분과위원회
(탁태오 교수, 강원대학교)

차량 ICT 분과위원회
(오현서 책임, ETRI)

ITS 분과위원회
(조순기 부장, ITS Korea)

국제표준 동향분석

표준화 정책 반영 표준화 연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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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KSAE
우리학회는 학술활동 활성화와 자동차 분야 및 지역별 연구·개발을 촉진시

키기 위하여 8개 부문 및 7개 연구회, 4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동차공

학분야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성, 부문모임 워크숍 및 심

포지엄, 지회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차별

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조직

조직도

이사회

회장

총무 재무 예산심의위원회

사업 부문 및 연구회 8개 부문 및 7개 연구회

연구회

교육 편집 윤리위원회

오토저널편집위원회

국문논문집편집위원회

 IJAT편집위원회

대외협력 홍보부품산업위원회

표준위원회 표준화 자작차 대학생자작자동차조직위원회

지회4개 지회

◎ 부산·울산·경남지회

◎ 광주·호남지회

◎ 대구·경북지회

◎ 대전·세종·충청지회

◎ 부품기술연구회

◎ 사업팀

◎ 편집재무팀

◎ 표준협력팀

◎ 파워트레인부문

◎ 연료 및 배기부문

◎ 섀시 및 차량동역학부문

◎ 전기·전자·ITS부문

◎ 차체 및 안전부문

◎ 생산 및 재료부문

◎ 전기동력자동차부문

◎ 자동차자원순환 및 튜닝부문

◎ 철도차량연구회

◎ 퍼스널모빌리티연구회

◎ 군기동체계연구회

◎ 디자인연구회

◎ 어스무빙머시너리연구회

◎ 자율주행자동차정책연구회

◎ 미래자동차통합열관리연구회

수상자심사위원회

여성위원회

자동차기술정책위원회

감사

사무국

부문



KSAE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원은 자동차공학인의 
자부심입니다.

자동차공학은
한국의 힘!

우리 학회에 가입하시려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

라인 가입하시거나 학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공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기업활동과 개인활동에 보다 많은 전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와 국문 및 영

문논문집 (IJAT)을 통하여 그동안 연구 개발한 내

용을 습득하거나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공학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의 발굴 및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공

학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학분야를 이끌어 갈 

우리학회 회원이 되시면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원 혜택 및 지원사항

•가입신청 후 연회비를 납부하시는 날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됩니다.

회원 종류 및 자격

회원구분 가입대상 입회비 연회비
  

개인
회원

정회원 자동차공학에 관한 관심과 학식이 있는 분 10,000원 50,000원

종신회원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분 10,000원 종신 250,000원~750,000원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분 없음 25,000원

단체
회원

법인회원 자동차 관련기업 및 단체 100,000원 월 100,000원~1,500,000원

자료이용회원 도서관, 부설 연구소, 자료실, 정보센터 등 없음 200,000원

내 용 법인회원 자료이용회원 개인회원
  

오토저널 (학회지) 무료제공 무료제공 무료제공

국문논문집 무료제공 무료제공 구독료 납부

영문논문집 (IJAT) 무료제공 무료제공 구독료 납부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 PDF 파일 다운로드 (연2회)

무료제공 무료제공 참가 등록한 회원에 제공

지회 학술대회 논문집 (연2회×4지회) 무료제공 무료제공 참가 등록한 회원에 제공

워크숍 및 심포지엄 논문집 (연10~15회) 무료제공 - 참가 등록한 회원에 제공

학술대회 논문발표
개인회원별로 가능하나 법인회원사

소속직원 단체신청 시 고려됨
- 가능

학술대회 등록 무료참가증 (2~5장) 제공 - 사전등록 할인

학술대회 전시참가 10~20% 할인 - -

학술대회 기업세미나 10% 할인 - -

오토저널/논문집 투고 가능 - 가능

KSAE 리더스포럼 참가 초청대상 - -

부문/연구회 임원 참여 - - 가능

ISO 전문위원 참여 가능 - 가능

학회 발행 단행본 20~50% 할인 최대 20% 할인 10% 할인

오토저널 광고게재 20~50% 할인 - -

학회 회의실 사용 20~40% 할인 - 10~30% 할인

기타사항
- 60세 이상 종신회원은 학회 행사 등록비 50% 할인
- 학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학회 참여활동을 
   통하여 기술정보 교류 등의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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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홈페이지 국문논문집 홈페이지

www.IJAT.net
영문논문집 홈페이지

http://jajak.KSAE.org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GM·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파워텍·경신·만도·현대위아·넥센타이어·두산인프라코어·셰플러코리아·

유라코퍼레이션·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한국로버트보쉬·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온시스템·현대다이모스·S&T모티브·경신전선·대원강업·덕양산업·동양피

스톤·동희산업·서연이화·엔브이에이치코리아·오덱·오스템·유니크·인지컨트롤스·진영산업·코렌스·코리아에프티·태양금속공업·티에이치엔·한국타이

어·LS오토모티브·덴소코리아 일렉트로닉스·모토닉·삼보모터스·센트랄·에스엘·유라테크·유신정밀공업·유진레이델·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평화발레

오·한국단자공업·한국프랜지·현대케피코·화신·희성촉매·광성기업·남양공업·대우공업·대한솔루션·대흥알앤티·동보·동서기공·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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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동남정밀·동서페더럴모굴·디엠씨·삼성공조·삼송·서진오토모티브·세원정공·아성프라텍·에스제이엠·영신정공·자동차부품연구원·체시스·한국자동

차산업협동조합·한일튜브·현대오트론·KB오토시스·KOMOS·대동시스템·대림씨앤씨·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델파이파워트레인·동아공업·디젠스·말레동현

필터시스템·새론오토모티브·영신금속공업·이튼인더스트리즈·지코·천일엔지니어링·케이씨모터스·티아이오토모티브·현대엔지비·MDS테크놀로지·계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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