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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계학술대회 논문모집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장소: 동국대학교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가 학회사정으로 인해 12월
1일에서 12월 7일로 연기하게 됨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에 논문모집 기간 및 참가자 사전 등록 기간도 일주일씩 연기됨을 알
려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발표논문 중 최우수 및 다수의 우수논문을 심사하여 선정할 예
정입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 프로시딩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extended version
을 접수하여 Fast Review Track을 거쳐 KCI 등재학술지인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special edition으로 출판할 예정이오니 많은 투고 부탁합니다.

주요일정
 논문 요약문(500자 내외) 제출

2018년 11월 2일(금) ~ 11월 9일(금)

 논문 및 발표자료 제출

2018년 11월 9일(금) ~ 11월 16일(금)

 참가자 사전 등록

2018년 11월 16일(금) ~ 11월 23일(금)

사전등록 안내
 논문 한편당 반드시 1명 이상 사전 등록.
 학술대회 발표자의 경우 학회 회원가입, 사전 등록 신청 및 참가비 사전 납부 필수.
 학술대회 발표자의 사전 등록 신청의 미완 시 학술대회 발표 취소 조치 됨.
 결제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당일납부(현장등록비 적용)
 접수 방법: 이메일 simulation1992@daum.net
 참가신청서 : 학회 홈페이지(http://www.simulation.or.kr)의 자료실 64번에서 다운로
드 가능

제출 및 문의처 (요약문 및 최종본)
 논문 제출처: 논문투고 시스템(http://simulation.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술대회-대회발표/논문’ 페이지에서 발표신청으로 제출
※ 주의시항: 본 시스템의 회원가입은 학회의 회원가입과 무관합니다. 본 시스템에 회원가입
하신 참가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분실하신 참가자는 학회(simulation1992@daum.net)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아이디/암호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논문관련 문의처: 이종식(인하대학교, 교수), Tel: 032-860-7454,
E-mail: jslee@inha.ac.kr
 기타 등록 문의처: 김가은(학회사무국, 간사), Tel : 02-2285-5255,
E-mail: simulation1992@daum.net

해당분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론
- 모델링 형식론, 모델개발 방법론
-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환경 (객체지향, 웹기반 등)
 시뮬레이션의 응용
- 산업응용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업, 의료업 등)
- 국방, 행정, 금융, 경영, 조직, 스포츠, 환경, 컴퓨터시스템, 게임
- 통신시스템, 교통, 물류, 공공설비 운영, 전력 등의 시뮬레이션
- IoT 및 IoS 응용 기반 분야

- 시뮬레이터 개발 및 기타 관련분야

 그 밖에 모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관련 분야

논문작성요령
논문 전문을 제출하거나 PPT 파일 형식의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 발표하실 수 있습니
다.
A4 용지에 반드시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를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학회 홈페이지(http://www.simulation.or.kr)의 자료실 65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글씨체는 신명조체, 글씨크기는 본문10, 제목16, 줄간격 130%
분량: 2단 형식으로 A4용지 3쪽 이내
페이지 번호 기재하지 않음

※ 특별세션 제안서 모집
 주제: 시뮬레이션 관련 분야
 제안서 내용
- 제목
- 소요 예상 시간
- 내용 요약
- 연사 및 진행 순서(자유형식)
- 연사 이력
- 기타 필요사항
 응모 방법 및 제출처: 제안서 파일 이메일 접수, 이종식(학술위원장, 인하대학교, 교
수), Tel: 032-860-7454, E-mail: jslee@inha.ac.kr
 응모 마감일: 2018년 10월 5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