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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계학술대회 Call For Papaer

초대의 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원 여러분께:안녕하십니까?인공지능 기법의 성숙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는 기술 자체와 활용에 대한 연구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도입 목적에 부합하
는 가치를 내고 있는 지 혹은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사회와 사용자의 가치와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
에, 지능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
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학회는 2018년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개최합니
다.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Value of AI>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 기술들의 활
용 사례, 다양한 분야의 연구 동향 및 연구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
서, 금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이론적, 기술적 이슈 뿐만 아니라 활용
가이드라인 및 인공지능 기술의 가치 탐색까지 폭 넓은 주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한, 학술대회에서 제시하는 연구 영역 및 관련된 모든 영역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를 환영합니다. 금번 2018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엄선된 기조강연과 튜토리얼 발표,
그리고 수준 높은 학술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고된 학술논문들 중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논문들은 시상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지능정보연구 최
신호에 Fast Track 심사를 거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8 추계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의 신기술을 국가안보 분야에 적
용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기술의 적용과 활용에 대한 연
구자들이 접근하지 않던 분야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연구

자분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연구자
분들의 참여를 통한 폭넓은 정보와 학술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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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 제목(Title), 논문 초록(Abstract) 제출 마감: 2018년 11월 2일(금)
• 논문 전문(Full Paper) 및 논문 초록(Extended Abstract) 제출 마감: 2018년 11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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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희망

시에만

제출함.(이

경우

Extended

Abstract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Proceeding에 전문 게재 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논문 초록(Extended Abstract)이
게재됨. - 학술지 Fast Track 심사를 희망할 경우, 국내 산업공학분야에서 영향력지수 1위인
지능정보연구지에 Fast Track 심사를 거쳐 게재 가능.

모집 분야

- Value of AI- Business Applications of A.I Techniques
- Smart City and Smart Logistics
- Trustable and Explainable AI
- Machine Intelligence Quotient

- Methodologies and Processes for Data Analytics and A.I Techniques
-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Robot/agent and Human Interaction- Web/Social Media
Mining- Influences of A.I on Human Behavior- Deep Learning and Application - Smart

Factory and Manufacturing - Data and Text Mining for Business Analytics-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 Healthcare Analytics- Blockchain & Financial Applications- Cloud Services and Service
Innovation
- Recommender Systems and Applications

제출방법

• 논문제출은[논문 초록 양식 다운로드] 과 [논문 전문 양식 다운로드]을 이용하셔서 본 홈페

이지의 논문 투고 메뉴를 통해 제출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투고에 어려움이 있을 경
우 이메일(conference@kiiss.or.kr)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초록(Abstract)과 논문 초록(Extended Abstract) 양식은 동일하며 위의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 초록(Abstract) 분량은 2페이지 이하로 자유롭게 하시고, 논문 초록(Extended Abstract)은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전문(Full Paper)는 우수논문 심사, 학술지 Fast Track 심사 희망시에만 제출하며, 논

문 접수 시 학술대회 시스템 뿐 아니라, 학술지(지능정보연구)에도 동일한 원고를 투고하셔
야 합니다.
•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준비하셔서, 별도의 제출 없이 학회 당일에 직접 지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처

조직위원장신택수 교수 (연세대학교)
• Tel : 033-760-2335
• E-mail : tsshin@yonsei.ac.kr

학술위원장 이홍주 교수 (가톨릭대학교)
• Tel : 02-2164-4009

• E-mail : hongjoo@catholic.ac.kr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사무국 최 지 희 사무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B105호
• Tel : 02-3295-0997
• E-mail : office@kiiss.or.kr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IISS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