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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계 학술대회 Call For Paper (CFP)

주제: AGI & XAI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등록비 : 무료
초대의 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IoT와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내에서도 딥러닝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들이
개발됨으로서 새로운 연구 이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능정보시스템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학회는 2017년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강남역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GI & XAI> 라는 주제로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한 ‘XAI(eXplainable AI)’과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분야에서의, 학계 연구 동향, 학술적 진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의 현실적 적용
사례까지의 폭 넓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는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적 이슈 부터 현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앞서 언급한
연구 영역 뿐 아니라 연관된 모든 영역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엄선된 기조강연과 튜토리얼 발표, 그리고 수준 높은 학술논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투고된 학술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들은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하여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상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지능정보연구 최신호에 Fast Track 심사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이경전 (경희대학교)
2017 추계 조직위원장 정재은 (중앙대학교)
2017 추계 학술위원장 차경진 (강원대학교)

주요 일정
논문 초록(Extended Abstract) 제출 마감: 2017년 11월 13일(월)
논문 전문(Full Paper) 제출 마감: 2017년 11월 13일(월)
• 논문 전문(Full Paper)없이 논문 초록(Extended Abstract)만 제출가능.
• 단 전문(Full Paper)은 우수논문 심사 희망, 학술지 Fast Track 심사 희망, 또는 Proceeding에 전문 게재

희망 시에만 제출함.
• Proceeding에 전문 게재 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논문 초록이 게재됨.
• 학술지 Fast Track 심사를 희망할 경우, 국내 산업공학분야에서 영향력지수 1위인 지능정보연구지에
Fast Track 심사를 거쳐 게재 가능.
• 대학생발표세션을 따로 마련하였으니, 많은 대학원생들의 논문발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우수논문상 수여예정)

모집 분야
-

Trustable and Explainable AI
AI applications and innovations
Human-aware planning and behavior prediction
Robot/agent and human interaction
Big Data Analytics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Web/Social Media Mining
Social Media and Digital Marketing
Deep Learning and Application
Smart Tourism and Smart Logistics
Smart Factory and Manufacturing
Internet of Things and e-Commerce
Mobile and Social Commerce
O2O Commerce and Economics of e-Commerce
FinTech: Mobile Payments, Bitcoin & Blockchain
Bright Internet and Cybersecurity
Cloud Services and Servic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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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Abstract)은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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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세션 참가자는 논문 초록 양식/ 논문 전문 양식 첫번째 페이지에 대학생 세션 참가여부
표시

논문 초록 양식 다운로드

논문 전문 양식 다운로드

문의 및 연락처
 조직위원장 정재은 교수 (중앙대학교)
Tel: 02-820-5136
E-mail : j2jung@gmail.com
 학술위원장 차경진 교수 (강원대학교)
Tel: 033-250-6134
E-mail : kjcha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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