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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주  요   연  혁

1

1990
1990. 07 창립총회(김광식 초대회장 등 임원 15명 취임)-14일
1990. 08 학회 사무국 개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2동 1306-1 효봉빌딩 301호)
1990. 08 분과위원회 설치(소음진동계측, 소음제어, 환경소음진동, 법규 및 표준화)
1990. 10 소음진동소식(뉴스레타) 창간호 발간
1990. 11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정관 제정
1990. 11 사단법인 설립인가(환경부 허가번호 제 19호)
1990. 12 법인등록(등록번호:114621-0006477)

1991
1991. 01 사업자등록(서초세무서:220-82-00575) : 1999년 1월 25일 갱신
1991. 08 허갑식 사무국장 취임
1991. 08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창간호 발간
1991. 10 평의원회 구성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1991. 11 정관 일부 개정(정기총회 개최시기를 6월에서 11월로)

1992
1992. 02 학회 사무국 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25 동원빌딩 301호)
1992. 05 정관 일부 개정(임원의 정수 :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ㅤㅤㅤ 
1992. 06 고속철도 소음진동 평가위원회 설치
1992. 07 박철희 제 2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1992. 07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소음, 진동, 계측신호처리, 환경법규)
1992. 11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시행세칙 제정ㅤㅤㅤㅤㅤㅤㅤ 
1992. 12 회원명부 초판 발간

1993
1993. 02 강월논문상 제정
1993. 05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환과협) 가입
1993. 07 소음진동편람 발간 편찬위원회 구성
1993. 08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정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1993.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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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4. 05 정관 일부 개정(임원의 임기 산정 : 6.30 → 12.31)ㅤㅤ
1994. 07 연구과제 심의회 구성ㅤ
1994. 08 I-INCE(International Institute of Noise Control Engineering)에 가입
1994. 09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환경, 건설, 일반기계, 수송기계)
1994. 09 편집위원회 구성
1994. 11 정관 일부 개정(임원의 임기에서 “중임” 삭제)

1995
1995. 01 홍성목 제 3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1995. 02 회원명부 재판 발간 
1995. 03 학회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 (등록번호 : 바-2362)
1995. 03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소음ㆍ진동)의 영문표기를 Journal of KSNVE로 정함
1995. 12 소음진동편람 발간 (4×6×2판, 520여면 양장본)

1996
1996. 01 소음진동용어해설집 발간 편찬위원회 구성 
1996. 02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소음‧진동) 증간 : 계간에서 격월간으로
1996. 02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소음‧진동)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취득(ISSN-1226-0924)
1996. 08 ISO TC 43(소음) 간사기관으로 지정(지식경제부 기술품질원)
1996. 10 학회 사무국 이전(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406호)
1996. 11 정관 일부 개정(평의원 수 증원 : 50인 이내에서 60～80인으로)

1997
1997. 01 은희준 제 4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1997. 02 IIAV(International Institute of Acoustics and Vibration) 가입
1997. 02 회원명부 3판 발간
1997. 06 학술단체 지정(대한민국 특허청)
1997. 07 학회 홈페이지 개설(http://www.ksnve.or.kr)
1997. 07 전자우편등록(ksnve@ksnve.or.kr)
1997. 09 ISO TC 108(진동) 간사기관으로 지정(지식경제부 기술품질원)
1997. 09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제정(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1997. 10 사무국운영규정 일부 개정(제 15조 : 보수, 제 17조 퇴직금)
1997. 12 학회소유 사무실 취득(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유로 부동산 등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406호(약 4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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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8. 02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가입
1998. 09 학회상 수상위원회 구성
1998. 11 시행세칙 일부 개정(이사별 정수 삭제)
1998. 1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1999
1999. 01 이정수 제 5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1999. 02 회원명부 제 4판 발행
1999. 03 중점사업추진위원회 구성ㅤ
1999. 09 한국학술진흥재단 학회지 등재후보로 선정ㅤ

2000
2000. 03 학회 모든 발간물을 검색엔진을 탑재한 CD ROM으로 제작(매년 up data) 
2000. 08 Inter-Noise 2003 한국(제주) 개최가 확정ㅤ
2000. 09 편집위원회 세칙 제정ㅤ

2001
2001. 01 이종원 제 6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2001. 01 국제협력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구성
2001. 02 학회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여비규정 추가)
2001. 06 한국기계관련학회연합회 가입(운영위원)
2001. 06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발간 규정 제정
2001. 06 회원명부 제 5판 발행
2001. 07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월간 창간(ISSN : 1598-2785,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제 11권 제 4호로 창간)
2001. 07 학술대회논문집(반년간) ISSN : 1598-2548 부여
2001. 10 회원 및 논문관리(투고, 심사 등) 시스템 구축(KISTI 지원)
2001. 11 Inter-Noise 2003 조직위원회 구성(위원장 : 은희준)
2001. 12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월간)이 한국한술진흥재단 등재

2002
2002. 01 소음진동 용어해설집 발간
2002. 01 전자결제시스템 구축(회비 등 납부)
2002. 07 사무국직원 국민 4대 보험 가입
2002. 10 학회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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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3. 01 박영필 제 7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2003. 01 평의원회 추천위원회 구성
2003. 01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자 인증기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2003. 03 부편집인 제도 도입 및 운영세칙 제정(1년간 한시적 활동)
2003. 03 회원명부 제 6판 발행
2003. 10 학술연구용역 수행 규정 제정
2003. 11 학술대회 발표 우수논문 추천제 도입

2004
2004. 02 하나은행과 제휴하여 신용카드 발급(Platinum, Gold)
2004. 04 국제학술상 제정 및 관련 수상 규정 제정
2004. 08 논문투고규정 개정 - 투고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함을 추가
2004. 08 소음진동 세부 전공 분류표 작성
2004. 11 설비진단자격인증원(가칭) 설치

2005
2005. 01 김찬묵 제 8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2005. 03 회원명부 제 7판 발행
2005. 09 논문집필요강 일부 개정(수정 보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2005. 09 논문심사규정 일부 개정(심사기간 6주에서 4주로 단축)
2005. 10 ICSV 2008 한국유치 확정
2005. 10 ICSV 2008 조직위원회 구성(위원장 이종원, 사무총장 왕세명)
2005. 11 정관일부 개정(평의원수, 의결방법) 
2005. 11 토목관련학회연합회 가입
2005. 12 한국기계관련학회연합회 운영위원에서 감사로 활동
2005. 12 시행세칙 일부 개정(평의원 선출 방법)

2006
2006. 06 WESPAC 2006 공식후원
2006. 08 MOVIC 2006 공식후원
2006. 12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월간) 한국학술진흥재단 계속평가에서 등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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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 01 김선우 제 9대 회장 등 임원 20명 취임
2007. 01 편집위원회 8개 부문리더제 도입
2007. 02 시행세칙 일부 개정(제 21조와 제 23조)
2007. 02 4개 분과위원회를 10개 학술위원회로 개편
2007. 03 일본기계학회와 기계상태감시진단 기술자 인증제도 및 관련 기술정보 사용권 허락 계약 체결
2007. 03 회원명부 제 8판 발행
2007. 05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이종원 초대원장 임명
2007. 07 미국 Vibration Institute(VI)와 우리 학회간에 MOU 체결
2007. 09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제 9조)
2007. 09 윤리헌장 제정
2007. 10 각 수상위원회 규정 개정(한국 국적 제한을 폐지)
2007. 11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ci-md.or.kr) 개설

2008
2008. 01 논문심사료 제도 폐지(2007. 09)
2008. 09 시행세칙 일부 개정(제 3장 11조 산학협력이사제 도입)
2008. 10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 10 수상위원회 규정 개정(추천 자격에 “학회 제 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2008. 11 논문원고 작성요령 일부 개정(영문 서체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2008. 11 학회지 원고집필요령 일부 개정(제 6항)
2008. 12 싱가폴음향학회와의 MOU 체결

2009
2009. 01 오재응 제 10대 회장 등 임원 30명 취임
2009. 01 “저작권 양도 동의서” 제도 시행
2009. 01 논문관리회비제도 시행
2009. 01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월간) 한국학술진흥재단 계속평가에서 등재유지
2009. 02 특별위원회(10개) 설치 운영
2009. 03 회원명부 제 9판 발행
2009. 06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2010
2010. 08 학회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10. 12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월간) 한국연구재단 계속평가에서 등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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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 01 김광준 제 11대 회장 등 임원 31명 취임
2011. 02 국제학술상 규정 일부 개정
2011. 04 회원명부 제 10판 발행
2011. 05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11. 09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제 10조)
2011. 11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가입
2011. 12 정관일부개정(제 11조 3, 4항 추가, 제 23조 2항)

2012
2012. 01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최연선 3대 원장 취임
2012. 01 원자력위원회와 전력기기위회 설치
2012. 03 Inter-Noise 2015 준비위원회 구성
2012. 05 개인정보 내부 관리규정 제정
2012. 12 학회 정관 시행세칙 일부 개정(제 21조)

2013
2013. 01 정태영 제 12대 회장 등 임원 32명 취임
2013. 01 가전위원회와 정보기기위원회 통합
2013. 01 바이오나노 및 미래융합, 신재생에너지, 계측 및 모니터링, 건설기계위원회 등 4개 학술위원회 추가설치
2013. 09 정관 일부 개정(임원의 임기, 수석부회장 제 도입 등)
2013. 11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13. 11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전오성 4대 원장 인준(임기 2013년~2014년)

2014
2014. 01 설비진단자격인증원 규정 일부 개정
2014. 05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2014. 06 Fellow 회원제도 도입
2014. 07 영문학술지(NCEJ) INCE/USA와 공동발행
2014. 08 정관 일부 개정(인증원 설립 근거 및 ISO에 기반한 민간기술자격 인증기반 마련)  

2015
2015. 01 박상규 제 13대 회장 등 임원 32명 취임
2015. 01 사무국 운영규정 제15조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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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시행세칙 제35조 일부 개정
2015. 03 Fellow 회원 추대(총 20명)
2015. 03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규정 제8조 일부 개정
2015. 09 편집관련 규정 개정

2015. 11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국가공인 인증기관 자격 획득

2016
2016. 01 최승복 제14대 회장 등 임원 32명 취임
2016. 01 학술위원회 개편(7개 위원회)
2016. 04 우수논문상 시상 시행
2016. 06 ㈜NSV연구장려금 지급규정 제정
2016. 06 양보석논문상 수상 규정 제정
2016. 08 AURIC(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과 DB구축 협약
2016. 09 학회 홈페이지 개편
2016. 12 진동제어최우수논문상 규정 제정
2016. 12 Fellow 회원 추대(3명)
2016. 12 허갑식 사무국장 정년퇴임

2017
2017. 01 왕세명 제15대 회장 등 임원 32명 및 이호철 사무국장 취임
2017. 03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규정 개정
2017. 06 누리미디어(학술자료 Database 및 보급)와 업무 협약
2017. 07 PHM 아시아-태평양 2017 국제학술대회 공동주관
2017. 09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문석준 6대 원장 인준(임기 2018년~2019년)
2017. 11 Fellow 회원 추대(6명)
2017. 12 Inter-Noise 2020 한국유치 확정

2018
2018. 01 김흥식 제16대 회장 등 임원 32명 취임
2018. 01 평의원의 수 개정(시행세칙 제19조 개정)
2018. 01 여성위원회 등 학술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2018. 02 학생회원 제도 도입(시행세칙 제4조, 제35조 개정)
2018. 05 각종 TF팀 구성(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사무실이전추진위, 

학술대회개선위, 소음진동편람 개정 추진위)
2018. 05 학술위원회별 “활동비 정산에 관한 지침” 마련
2018. 10 임원 직무의 구분 및 협력임원 수 확대(시행세칙 제11조 개정)
2018. 08 학술지 온라인(XML) 출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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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Fellow 회원 추대(7명)
2018. 12 학회경영효율화 실행(퇴직급여 제도 개선, 사무국운영규정 제3조, 17조, 부칙 개정)

2019
2019. 01 임홍재 제17대 회장 등 임원 38명 취임
2019. 01 11개 부문위원회 개편 및 4개 위원회, 기술지원단, 2개 전문위원회 구성
2019. 04 창립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및 30주년 기념사진첩 발행위원회 발족
2019. 04 4,000번째 정회원 탄생
2019. 04 특별회원사 등급 및 혜택 사항 확립(시행세칙 제4조 2항 개정)
2019. 05 학회 사무국 확장(르네상스 오피스텔 1403호 매입)
2019. 09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9. 09 우수논문상 규정 개정(수상 인원 확대)
2019. 12 Fellow 회원 추대(3명)
2019. 12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문석준 7대 원장 인준(임기 2020년~2021년)
2020. 12 학회 사무국 운영규정(임명 규정) 개정 

2020
2020. 01 곽문규 제18대 회장 등 임원 41명 취임
2020. 05 (주)NSV연구장려금 및 학술상 수상 규정 제정
2020. 05 이돈출학술상 수상 규정 제정
2020. 05 학회 사무국 확장 개소
2020. 05 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의 자격인증 민간자격으로 등록

(진동진단기술자, 현장윤활진단기술자, 열화상진단기술자)
2020. 08 학회 사무국 운영규정(위임/전결 규정) 개정
2020. 08 PHM Asia Pacific 2021(한국PHM학회) 공동주최에 참여 확정
2020. 12 학회사업자등록증 변경(면세법인→법인)
2020. 12 편집위원회 세칙 개정
2020. 12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월간) 한국학술진흥재단 계속평가에서 등재유지
2020. 12 Fellow 회원 추대(11명)
2020. 12 학회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 

[2020년 12월 31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