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논문모집
▶개최일시  2012년 11월 24일(토)    ▶개최장소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홈페이지  http://fall2012.kics.or.kr

 논문제출방법 및 마감일시
 •제출방법: 한글(HWP) 또는 워드(DOC)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인터넷)
 •작성방법: 논문제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A4 2페이지 분량(샘플참조), 반드시 2페이지로 제출
 •논문제출 일시: 8월 1일(수) ~ 9월 14일(금) 까지  * 논문 제출일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논문결과 공지(홈페이지 공고): 10월 25일(목)
 •사전등록: 저자등록: 10월 25일(목) ~ 11월 5일(월) 까지
   일반등록: 11월 6일(화) ~ 11월 12일(월) 까지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시상:   선정된 우수논문은 12월중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2013년도 동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시상 예정
  ※ WISET-KICS 젊은 여성 연구자상 시상: 2012년도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시상 예정
 

 문의처 : 한국통신학회 사무국 학술발표회 담당자 
•TEL: (02) 3453-5555　 •FAX: (02) 539-5588   •e-mail: conference@kics.or.kr   
•홈페이지: 학회 홈페이지 http://www.kics.or.kr 추계학술대회 배너 또는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fall2012.kics.or.kr

 논문모집 분야

 대분류 세부분야  대분류 세부분야

IT융합

기술 및 정책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정책 및 경영
방송통신표준화 및 정책
방송기술
Bio-IT융합(U-헬스 포함)
군통신
지능형로봇 및 네트워크
RFID/USN
텔레매틱스/ITS
IT기반융합서비스
U-시티 서비스 및 기술
U-선박 서비스 및 기술
해양IT융합
국방IT융합
건설IT융합
기타 IT융합기술 및 정책 관련기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통신 및 미래네트워크
통신망운용관리
유비쿼터스네트워크
디지털 홈
광전송 및 광네트워크
초고속정보통신
통신망서비스
임베디드시스템
인터넷기술
데이터통신
유선통신
통신소프트웨어
기타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련기술

무선통신

이동통신
무선통신모뎀기술
위성통신 및 무인비행체통신
위성항법 및 응용
비상통신 및 무선응용
마이크로파 및 전파기술
전파자원관리
부품 및 소재 기술
부품설계기술
통신반도체 및 SoC
기타 무선통신 관련기술

통신이론 

및

시스템

부호 및 정보이론
검출추정이론
방송 및 뉴미디어
음성신호처리
영상통신 및 신호처리
통신신호처리
신호처리이론
정보보호기술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멀티미디어/멀티모드통신시스템
멀티미디어표준화기술
기타 통신이론 및 시스템 관련기술

※ 위 표의 논문모집 분야 이외의 기타 정보통신 기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 분야의 논문 제출도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2년도 추계종합학술발표회 제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 WISET-KICS 젊은 여성 연구자상

2012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를 2012년 11월 24일(토)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논문 투고 있으시기 바라며, 우수 논문에 대하여 시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학
술발표회에서는 학부재학생의 졸업논문과 관련된 연구결과 및 산업체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기술개발 결과
(특허기술 포함)에 대한 발표기회도 확대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