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MOBILITY: New Horizon(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논문제출 안내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를 2018년 11월 2일(금)-3일(토)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할 회원은 홈페이지
(http://www.kits.or.kr) 학술대회 팝업창에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행사 : SMART MOBILITY: New Horizon(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3일(토)
■ 장소 : 부산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
(1) 제출기간
•요약본 제출 : 2018년 8월 27일(월) - 2018년 10월 5일(금)
•Full Paper 제출 : 2018년 8월 27일(월) - 2018년 10월 10일(수)
※ 홈페이지로만 제출 (기일엄수)
※ Full Paper 미제출시 발표에서 제외
※ 프로그램집에 요약본 게재(다음쪽 견본 참조)
• 파일 접수: hwp 파일 또는 PPT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학술행사-논문접수 란에 접수
- 제출양식 : Full paper 또는 PPT(ppt는 12페이지로 제한)
(단, 1page 분량 요약문 제출 必. 요약문은 논문 선정 및 논문집 발간에 활용)
- 첨부파일: 요약본 및 Full Paper 제출양식
- Full paper는 반드시 발표논문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논문을 제출
- 요약본 및 Full Paper, ppt 제출시 파일명은 주저자 성명으로 명시
※ 저자의 회원비율은 50%이상이여야 하고, 발표자(1저자)는 반드시 회원이어야
함. 또한, 비회원을 제외한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회비를 2018년까지 납부한 회원
에 한함.
(2) 게재
•프로그램및초록집 : 전체일정, 요약
•학술대회전용앱 : 전체일정, 요약, 논문
(3) 발표분야
•교통/ IT/ 자동차/ Smart City/ 드론/ 방재/ 기타
(4) 발표유형
•구두발표 : 발표장에서 빔프로젝트로 ppt파일 발표
•포스터발표 :
* 규격 : 90 x 150 cm / 반드시 세로로 제작
* 포스터발표도 반드시 요약본 제출
* 발표자가 규격에 맞게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부착 후 질의응답 하는 발표
(유형에 관계없이 논문집에 모두 게재)
※ 심사 및 발표일정을 고려하여 선택한 발표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5) 사전등록기간 : 2018년 8월 27일(월) ~ 10월19일(금)
•홈페이지 카드결제 : 학회 홈페이지–학술행사-학술대회-사전등록
•계좌입금 : 274301-04-067931 국민은행(한국아이티에스학회)
반드시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을 하시고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일반회원

일반비회원

학생회원

학생비회원

사전등록

10만원

14만원

8만원

9만원

현장등록

12만원

16만원

10만원

11만원

(6) 접수문의
• TEL: (02)3413-0041~2
• E-mail : info@ki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