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for Demonstrations
▶ 소개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소에서 구현한 결과물들을 학술
대회 참가자들에게 시연하고 개발 경험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컴퓨터 분야
의 연구 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자들
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학
술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출내용
제안서(작성양식 사용)
* 제목, 구성, 기능, 기술적 기여, 참고문헌 등

▶ 제출기한 : 4월 26(금)
▶ 제출 및 문의
임성수 부위원장(국민대 교수)
sslim@kookmin.ac.kr 02-910-4886
백종호 부위원장(서울여대 교수)
paikjh@swu.ac.kr 02-970-5606

튜토리얼 제안 모집
▶ 모집내용 : 정보과학분야로 다수의 관심 대상
주제 강연
▶ 제출내용
제안서(작성양식 사용)
* 2, 3시간 강의 분량의 개략적 목차, 초록 및 강사약력

▶ 제출기한 : 4월 26(금) 마감
▶ 제출 및 문의
강수용 부위원장(한양대 교수)
sykang@hanyang.ac.kr 02-2220-1725
황인준 부위원장(고려대 교수)
ehwang04@korea.ac.kr 02-3290-3256

워크숍 제안 모집
▶ 소개
연구성과의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또는 성과
발표회, 관련전문가들과의 클로즈드 미팅 등 다양한 형
태의 여러 학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심있
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제안서(작성양식 사용)
▶ 제출기한 : 4월 26(금) 마감
▶ 제출 및 문의 :
김형석 부위원장(건국대 교수)
hyuskim@konkuk.ac.kr 02-450-4095
이종원 부위원장(세종대 교수)
jwlee@sejong.ac.kr 02-3408-3798

http://www.kiise.or.kr/conferen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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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션리조트(전남 여수 소재)

Call for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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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금) 마감
▶문 의
허대영 국장(학회 사무국)
hdy@kiise.or.kr 02-588-1973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4-1 (머리재빌 딩 401호)
전화 : 1588-2728 / 팩스 : (02)521-1352
http://www.kiise.or.kr / email : kiise@kiise.or.kr

http://www.kiise.or.kr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 까?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 여러 분의 연 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
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술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의 컴퓨터공학, 정보과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 Korea Computer Congress 2013” 은 6월 26일 (수)부터
6월 28일 (금)까지 2박 3일 의 일 정으로 전남 여수 소재 디오
션리 조트에서 개최합니 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논문발표
와 더불어 튜토리얼, 초청강연 , 산업체세션, 패널 , 워크숍 등
의 학회 주관 학술행사와 분과 주관의 튜토리얼, 워크숍 등
의 학술행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 니 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채택 논문중 상위 10%내외의 우수
논문과 발표 논문 중 상위 10%내외의 우수발표논문을 선정
하여 학회 논문지에 게재를 추천하는 제도와 더불어 학부생
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표능력 제고를 위해 학
부논문의 별도심사, 시상확대, 세션편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
니 다. 자세한 사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많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 다.
본 학술대회가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2013년 3월
2013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대
회
장 서정연(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조 직 위 원 장 고진광(순천대), 최종원(숙명여대)
프로그램위원장 한정현(고려대), 황선태(국민대)
KCC 2013 Korea Computer Congress 2013

행사일정
시간
09:00~

6월 26일(수) 6월 27일(목) 6월 28일(금)
참가등록
참가등록
논문발표
논문발표
09:30~12:00
튜토리얼
튜토리얼
워 크 숍
워 크 숍
12:00~
참가등록
중식
중식
논문발표
논문발표
튜토리얼
논문발표
13:00~18:00 튜토리얼
초청강연
튜토리얼
워 크 숍
개 회 식
워 크 숍
기조연설
18:00~20:00
뱅 킷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표논문모집
▶ 논문내용 : 정보과학에 관한 학술논문 및 기술보고 등
▶ 세부분야 : 건설환경IT융합, 고성능컴퓨팅, 고신뢰컴퓨팅,
국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 언어공학, 전산교육
시스템, 정보보호, 정보통신,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컴 퓨터 시스템 , 컴 퓨터 이 론,
컴퓨터지능, 프로그래밍언어
▶ 원고분량 : 2~3쪽(작성양식 사용)
▶ 제출기한 : 2013. 4. 26 마감
▶ 제출방법 및 공지 사항
1. 논문은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자가 온라인
접수합니다. 논문작성양식 및 제출요령 등의 세부사
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논문은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학술대
회에 제출하여 심사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제출
할 수 없습니다.

3. 심사용 논문은 저자정보를 제외한 논문파일을 접수기
간중에 업로드 하며, 최종 논문은 저자정보를 포함하
여 지정된 기간중에 논문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4. 제출된 논문은 학회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 심사되며,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채택된 논문은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Oral
또는 Poster 세션에서 발표되며, 논문별 발표일정은
5월말에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6. 논문심사결과는 발표자에게 5월 중순에 e-mail로 통
보할 예정이며,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7. 제출된 논문은 웹 상의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며, 논문의 출판 등을 위해 지적소유권 위임이 필요
하니,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종 논문과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8. 채택된 논문의 발표자(1편당 1인)는 지정기간에 행사
참가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미등록시, 해당논문이
논문집 및 CD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논문발표불참시 온라인원문검색 등에서 해당 논문을 제
외합니다.
10. 제출논문을 심사하여 우수논문을, 발표논문중 우수
발표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정보과학회논문지
게재를 추천할 예정입니다(단, 학부생 논문은 논문
지 게재추천 제외).
▶ 논문심사결과통보 : 2013. 5. 20
▶ 최종논문제출 : 2013. 5. 20~24
▶ 논문발표자참가등록 : 2013. 5. 22~29
▶ 논문발표 : 2013. 6. 26~28
▶ 문 의 처 : 한영진 차장(학회 사무국)
yjhan@kiise.or.kr 02-588-9247

http://www.kiise.or.kr/conference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