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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모집
제23회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

THE 23   JOINT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주도해온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가 제 23회를 맞이하여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현대 호텔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통신 및 정보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녹색 및 스마트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 구두 및 포스터 발표와 함께 산업계 워크샵 특별세션과 대학원생을 위한 튜토리얼 세션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번 학술대회는 모든 세션마다 교수 및 전문가의 특별 발표를 초청하여 주제별 깊이와 흥미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학계·연구계·산업계를 
이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신·정보 분야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문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신이론            부호 및 정보이론  이동통신     Green Communications    유무선 액세스
 미래인터넷 Social Network            RFID/USN    Vehicular Network      군 통신 
 이동통신  디지털 컨텐츠  N-screen    Energy and Smart Grid    국방IT
 정보보호  Cognitive Radio    e-Health    방송통신융합   신호처리

논문 양식 등 기타 정보는 http://jcci.kr 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논문제출, 심사결과통보, 최종본 제출 등 일련의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 
https://edas.info 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논문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별도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몇 편의 (일반/초청 포함) 논문은 한국통신학회 논문지에 JCCI 2013 우수논문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투고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아아앙

    논문   제출   마감 :              1월  31일 (목)    
    심사   결과   통보 :              3월  15일 (금)
    최종본(일반논문) 제출 마감 :  4월  12일 (금) 

2013년 5월 1일 (수)  -  3일 (금) 현대호텔 (경주 보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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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출 방법

학술위원장 송홍엽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Tel : 010-7661-4861  /  Email : jcci2013tpc@gmail.com

(1) 일반논문 : 2페이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반 심사를 거쳐서 구두/포스터 발표가 확정된 후 최종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논문은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로 진행되며, 심사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JCCI 2013 우수논문상을 시상합니다. 구두 발표가 확정되는 경우 

   저자 중 누구나 발표 가능하지만 지도교수 혹은 전문가의 직접 발표를 권장합니다.  dddkdkdkdkdkdkdkdkdkdkdkdkdkdkdkdkdkdkkd

(2) 초청논문 : 해당분야의 박사급 전문가 (교수 및 산업계/연구소 전문가)가 연구 동향 및 주요 결과를 40분 구두발표로 직접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을 1페이지 Extended Abstract 형태로  제출하면, 간략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최종 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