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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모집

·모집내용 : 정보과학에 관한 학술논문 및 기술보고 등

·세부분야 :   건설환경IT융합, 고성능컴퓨팅, 고신뢰컴퓨팅, 국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응용및시스템,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공학, 언어공학,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산교육시스템, 정보보호, 정보통신,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컴퓨터시스템, 컴퓨터이론, 프로그래밍언어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문의 :   박보혜 사원(한국정보과학회) bhpark@kiise.or.kr 02-588-9247

� 일반논문

·논문분량 : 2~3쪽 (홈페이지 제공양식 사용)

·논문접수 : 2017년 10월 20일(금) 마감

·심사결과발표 : 2017년 11월 17일(금)

·최종논문접수 : 2017년 11월 26일(일) 마감

·논문발표 :   2017년 12월 20일(수)~22일(금)

※우수논문은 정보과학회논문지 게재 추천

� 학부생/주니어논문경진대회

·참가자격 : 발표자(투고자)가 학부생/고등학생인 경우

·논문분량 : 2~3쪽 (홈페이지 제공양식 사용)

·논문접수 : 2017년 11월 2일(목) 마감

·심사결과발표 : 2017년 11월 17일(금)

·최종논문접수 : 2017년 11월 26일(일) 마감

·논문발표 : 2017년 12월 20일(수)~22일(금)

·시상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초록 발표

·초록분량 : 1쪽 이내 (홈페이지 제공양식 사용)

·초록접수 : 2017년 11월 20일(월) 마감

·심사결과발표 : 2017년 11월 23일(목)

·초록발표 : 2017년 12월 20일(수)~22일(금)

 튜토리얼 제안 모집

·모집내용 : 정보과학분야로 다수의 관심 대상 주제 강연

·제출내용 : 강의제안서 및 강사약력 (홈페이지 제공양식 사용)

·모집기한 : 2017년 10월 20일(금) 마감

·문의 및 제출 : 유준혁 부위원장(대구대 교수) joonhyuk@daegu.ac.kr 053-850-6648

 SW 구현/데모 경진대회 모집

·모집부문 : 학부생 / 대학원생

·모집주제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안, 영상처리, 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 앱, 

HCI, SW개발도구, 게임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신기술 개발 SW

·참가자격 : 팀원 중 1인 이상 한국정보과학회 회원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참가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홈페이지 제공양식 사용)

·서류접수 : 2017년 11월 6일(월) 마감

·서류심사결과발표 : 2017년 11월 22일(수)

·참가비 : 서류심사 통과팀은 팀원 중 2인 학술대회 등록

·시상 : 총 상금 2,000만원

·문의 :   김현수 부위원장(충남대 교수) hskim401@cnu.ac.kr 042-821-6657

정인상 부위원장(한성대 교수) insang@hansung.ac.kr 02-760-4301

 협력워크샵 제안 모집
·모집내용 : 센터, 사업단, 과제 등의 성과발표회 및 워크샵

·제출내용 : 워크샵 제안서 (홈페이지 제공양식 사용)

·모집기한 : 2017년 10월 20일(금) 마감

·문의 및 제출 : 강순주 대회장(경북대 교수) sjkang@ee.knu.ac.kr 053-950-6604

 후원 및 협찬사 모집
·모집내용 :   제품소개, 도서 및 기기 전시, 후원, 이벤트 등

※기념품 등의 협찬도 가능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요함.

·제공내용 : 전시부스제공, 광고게재 등

·모집기한 : 2017년 12월 1일(금) 마감

·문의 : 한영진 국장(한국정보과학회) yjhan@kiise.or.kr 02-588-1973

 사전등록
·발표자 사전등록 : 2017년 11월 26일(일) 마감

·일반참가자 사전등록 : 2017년 12월 13일(수) 마감

http://www.kiise.or.kr/conference/KSC/2017/

2017년 12월 20일(수) ~ 22일(금)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Korea Software Congress 2017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의 열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