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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Secretariat
E-mail: office@jsas.info               www.jsas.info

Who We Are.
Established in April 2004,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JSAS) has conducted studies 
and research into archives and helped to advance 
archival science and systems in Japan. 
Our areas of research cover most of the topics o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aving become 
a Category B Member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in November 2007, we also joined the East Asian 
Regional Branch (EASTICA).

Membership of  JSAS
There are currently about 470 members as of 2015. 
One of the full membership benefits is free subscription 
and contribution to our journal. Members are also entitled 
to present papers at JSAS-sponsored research forums. 
Not only Japanese residents but also interested individuals outside 
Japan are welcome to join. Please contact us via email at anytime.
Annual Membership Fees: 
Individual Member ¥5,000 / Student Member ¥3,000 
Organizational Member ¥10,000

What We Do.
Research Forums: 
As an academic society, our most 
important activity is research. 
Research forums are held three 
times a year: the largest forum 
is held in spring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conference.

Publications: 
We publish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ISSN: 1349578X) twice a year, 
and also have translated key articles 
into Japanese for publicati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We have been active in promoting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worldwide, which 
has resulted in inviting leading 
archivists from overseas.

Registered Archivists in Japan: 
To enhance education and training 
of archivists, we established 
a registration system in 2012. So far, 
over 70 archivists with academic 
credentials and practical experience have 
become Registered Archivists of J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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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일본아카이브즈학회 사무국

이메일: office@jsas.info      www.jsas.info

일본아카이브즈학회 ( JSAS) 소개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JSAS
일본아카이브즈학회는 2004년 4월 설립 이후, 

기록과 아카이브즈의 관리, 역사,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양성과 교육등에 관련된 분야를 주요 과제로 하여 

일본의 아카이브즈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와 EASTICA(East Asian Regional 

Branch)의 멤버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2015년 현재 약 47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학술지의 무료 구독과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회원들과 컨퍼런스 및 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귄리가 
주어집니다. JSAS는 일본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학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개인회원 5,000엔 / 학생회원 3,000엔 / 단체회원 10,000엔

주요활동

학술대회: 
학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써 

연례총회와 동시에 개최하는 가장 

규모가 큰 학술대회를 포함해 

일년에 3번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간행물: 

일년에 2번 학술지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ISSN:1349578X)를 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일본어 번역물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해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아키비스트를 초청하는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등록아카비스트제도: 
아키비스트의 교육과 양성을 위해 2012

년부터 등록아키비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2015년 현재까지 학력과 실무 경험을 

쌓은 70여명을 넘는 아키비스트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