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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춘계 학술대회 Call For Paper (CFP)
주제
How to revolutionize industry and management with intelligent systems?

일시: 2017년 8월 17일(목) ~ 2017년 8월 18일(금)
장소: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초대의 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관련 업계 전반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 관련 분야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발현될 것으로 보이며, 지능정보시스템 연구분야에서도 IoT, FinTech, BigData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및 기술 개발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회는 2017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ICEC 2017(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와 공동으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How
to revolutionize industry and management with intelligent systems? 라는 주제로,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한 ‘지능정보기술’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및 BigData에서의 Machine Learning 등,
학술적 진보에서 비즈니스에서의 현실적 적용 사례까지의 폭 넓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IoT, FinTech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련 업계는 날로 심해지는 비즈니스 경쟁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등의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은 각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IoT 기술과 FinTech, BigData에
활용되는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적 이슈뿐 아니라, 현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두루 공유할 예정입니다.
엄선된 기조강연과 튜토리얼 발표, 그리고 수준 높은 학술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투고된
학술논문 중 우수한 논문은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등으로 시상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지능정보연구 최신호에 Fast Track 심사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는 ICEC 2017 및 ‘Smart Connected World’와 공동 개최하므로 춘계
정기학술대회 등록 한번으로 8/17(목)~8/18(금)에 열리는 ICEC의 여러 세션은 물론 함께 진행되는
‘Smart Connected World’의 다양한 세션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춘계
정기학술대회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9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이 경 전 (경희대학교)
2017 춘계 조직위원장 최 재 영 (아주대학교)
2017 춘계 운영위원장 장 현 성 (U1 대학교)
2017 춘계 학술위원장 김 남 규 (국민대학교)

`

주요 일정
논문 초록(Abstract) 제출 마감: 2017년 6월 19일(월)
프로시딩 논문(Proceeding Paper) 제출 마감: 2017년 7월 10일(월)
심사용 전문(Full Paper) 제출 마감: 2017년 7월 10일(월) - 우수논문 심사 희망 또는 학술지 Fast Track
심사 희망자에 한해 제출함
• 우수 논문 10편 내외를 지능정보연구 최신호에 Fast Track 게재 추천함 (심사용 전문 제출시)
• 우수 영문 논문에 한해 ICEC 학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전문 학술지에 Fast Track 게재 추천함
-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SCI/SSCI) - An ICEC 2017 dedicated special
issue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mmerce"
- Journal of Universal Computer Science (SCIE) will invite a number of high quality papers
related to “Context-awareness”.
-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SCIE) will invite a number of high quality papers related
to “Recommendation services”.
- Relevant papers on Smart Tourism will be invited to the special issue on "Informatics/Data
Analysis in Smart Tourism" i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SSCI), to the special issue
on “Mobile Technology and Smart Tourism Development” in Sustainability (SSCI), to the special
Issue on “Smart Tourism and Competitive Advantage for Stakeholders" in Tourism Journal, or
the special issues of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KCI) and Journal of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KCI).

모집 분야
-

Smart Connected Products and Services
Smart and Wearable Technologies
Smart Health & Hospitals
Smart Tourism and Smart Logistics
Internet of Things and e-Commerce
Mobile and Social Commerce
O2O Commerce and Economics of e-Commerce
Social Media and Digital Marketing
FinTech: Mobile Payments, Bitcoin & Blockchain
Data Mining, Text Mining, and Big Data Analytics
AI and Deep Learning for e-Commerce
Social Network Analysis and Network Science
Human Computer Interactions
Bright Internet and Cybersecurity
Cloud Services and Service Innovation
Smart Factory and Manufacturing

제출방법
논문제출은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셔서 학회 홈페이지(http://kiiss.or.kr/conference/sub04-1.html)를
통해 제출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투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메일(conference@kiiss.or.kr)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논문 초록(Abstract)은 자유 서식으로 제출하며, 제목, 저자명, 요약, 키워드를 포함합니다.
- 프로시딩 논문(Proceeding Paper)은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용 전문(Full Paper)는 우수논문 심사, 학술지 Fast Track 심사 희망시에만 제출하며, 논문
접수 시 학술대회 시스템 뿐 아니라, 학술지(지능정보연구)에도 동일한 원고를 투고하셔야 합니다.
-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준비하셔서, 별도의 제출 없이 학회 당일에 직접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시딩 논문 양식 다운로드

심사용 전문 양식 다운로드

문의 및 연락처
 조직위원장 최 재 영 교수 (아주대학교)
Tel: 031-219-3871
E-mail : mobilechoi@ajou.ac.kr
 운영위원장 장 현 성 교수 (U1대학교)
Tel: 041-536-5784 E-mail : hsjang@yd.ac.kr
 학술위원장 김 남 규 교수 (국민대학교)
Tel: 02-910-5425
E-mail : ngkim@kookmin.ac.kr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사무국 최지희 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B105호
Tel : 02-3295-0997
E-mail : office@kii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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