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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
THE 29TH JOINT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2019년 5월 1일(수)~3일(금)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통신 및 정보 분야를 선도하는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장이 될 제29회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가 2019년 5월 1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3일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최신주제에 대한 특별 셰션, 양질의 논문들에 대한 구두
및 포스터 논문 발표, 튜토리얼 세션 등 깊이와 흥미있는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이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여
미래지향적인 통신 및 정보 분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문 제출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논문 모집 분야
통신 및 네트워크
•5G/6G Networks
•Mobile Communication
•Future Internet/SDN/NFV
•Signal and Audio Processing
•WLAN/WPAN/WBAN
•Communication Theory
•Information Theory
•Radio Resource Management
•Wired/Wireless Access Network
•Quantum Communication & Coding
•THz Communications
•Sensor Networks
•ICN/CCN/CDN/DTN

Computer/SW/보안
•IoT/IoE/WoO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Big Data and Social Network
•Multimedia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
•Cloud Computing
•Mobile Information System
•Embedded Systems
•Mobile Edge Computing/Caching
•Computer Vision/Pattern Recognition
•Applied Computing
•Virtual Reality (VR)
•Augmented Reality (AR)

융합
•Smart Media and Broadcasting
•Drone Applications for ICT
•Smart Car, Connected Car, ITS
•Energy and Smart Grid
•Military Communication/Defense IT
•Bio Application/e-Health
•Railroad Communications
•VLC, OCC, Image Sensor Communications
•Public-Safety Communications, PS-LTE
•Digital Contents
•M2M/D2D/RFID/USN/CPS
•Localization/LBS
•IT Convergence Policy

논문 제출
•논문 앙식 등 기타 정보는 http://jcci.kr 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논문 제출, 심사 결과 통보, 최종본 제출 등 일련의 절차는 EDAS를 통해 진행됩니다.
(EDAS 논문 제출 URL https://edas.info/N25552)
•논문은 1 페이지 또는 2 페이지로 작성 후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서 발표가 확정된 후 1 페이지 또는 2 페이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는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로 진행되며, 구두 발표가 확정되는 경우 저자 중 누구나 발표 가능하지만 지도교수 혹은 전문가의 직접 발표를 권장합니다.
•심사시 우수논문 (구두/포스터 발표 모두 해당)을 선정하여 JCCI 2019 우수논문상을 시상하며,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한국통신학회논문지의
"JCCI 2019 우수논문 특집호 에 추천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투고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논문 제출 마감 2019년 2월 22일
심사 결과 통보일 2019년 4월 1일
최종본 제출 마감 2019년 4월 8일
/
논문 제출 관련 문의 학술위원회 위원장 허 준 교수 (고려대) E-mail: junhe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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