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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회원님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2020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정보시스템학회와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는 이번 가을에 제주에서 공동학술대
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경영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혁신성장 등을 이끌기 위
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업환경을 혁신시키는 발판이 되어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융합될 수 있는 경영·경제·기술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위한 학문의 장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융합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문발표 세션에는 현장참가도 가능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온라인 접속에 의한 참석도 가능
합니다. 개회식 및 총회 행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로, 우리 학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

회

장 강 재 정 (제주대)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회

장 김 종 원 (동의대)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조직위원장 현 정 석 (제주대)

서 창 갑 (동명대)
추계공동학술대회

학술위원장 이 문 봉 (동의대)

구 철 모 (경희대)
운영위원장 김 민 철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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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공동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
1일차: 11월 13일 (금)
시간

프로그램

14:00 – 17:00

학생 ICT융합프로젝트 경진대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7:00 – 20:00

산학교류 간담회 및 만찬

2일차 11월 14일 (토)
시 간

프 로 그 램

08:30 - 09:00

등록 및 접수
논문발표Ⅰ

09:00 - 10:20

Session A1
(0151호실)

Session B1
(0152호실)

Session C1
(0153 실)

Session D1
(0158실)

Session E1
(0159 실)

Session F1
(0160실)

논문발표 4편

논문발표 4편

논문발표 4편

논문발표 4편

논문발표 4편

논문발표 4편

10:20 - 10:40

Break Time
개회식(경상대학 강당)

10:40 - 12:20

•
•
•
•

개회사
축사
ICT혁신대상, 감사패 등 증정
기조 강연
학회별 이사회

12:20- 13:00

한국정보시스템학회
(0154호실)

중식

13:00– 14:00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층 0262호실)
중식

논 문 발 표 II
14:00- 15:00

Session A2

Session B2

Session C2

Session D2

Session E2

Session F2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4편

15:00 - 15:10

Break Time
논 문 발 표 II

15:10 - 16:10

Session A3

Session B3

Session C3

Session D3

Session E3

Session F3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3편

논문발표 4편

16:10 - 16:20

Break Time

16:20 - 17:00

학회별 총회(경상대학 강당)
폐회식

17:00 - 17:30

• 우수논문상 시상
• ICT프로젝트 수상작 시상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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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참가방법 및 등록 안내

이번 2020 추계공동학술대회의 주요행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진행과 현장진행을 병
행합니다. 현장행사를 Webex(온라인 회의시스템)과 병행 진행하여 현장행사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
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발열 및 감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사증상을 느
끼시는 분은 현장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 방법

온라인 참석

등록비

전 회원 등록비 면제

비고
PC,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현장행사에 온라인 접속

학생회원: 10,000원
(단, 2020년도 연회비 납부자는 등록비 면제)
현장 참석

일반회원 : 30,000원
(단, 2020년도 연회비 납부자는 등록비 면제)
종신회원: 등록비 면제

※ 연회비 납부방법은 각 학회 홈페이지 참고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http://www.ekais.or.kr/sub05/sub01.php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http://www.koreaec.org/bbs/content.php?co_id=member_info

제주대 학술행사 현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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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진행방식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융합진행 개념

Webex 접속방법
접속 유형

사전
준비 사항

PC

PC용 마이크
및 웹캠

노트북

불필요

스마트폰

이메일 어플 설치

접속 절차
1단계: 이
 메일(또는 우리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전송된 행사별(세션별)
URL(접속링크)를 클릭한다.
2단계: URL클릭 후 나타나는 Webex 설치 아이콘을 클릭하여 Webex를 설치한다
(이후 접속에서는 설치 불필요)
3단계: 이름과 이메일 입력
4단계: [미팅시작]을 클릭하여 회의 참석

주요행사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진행 방식
주요행사
논문발표 세션

운영방식
- 좌장 및 발표자는 현장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좌장은 시간에 맞춰 Webex에 접속된 컴퓨터
환경의 연단에서 현장진행 멘트를 하고 발표자는 논문발표를 한다

대학생
ICT프로젝트경진대회
개회식

- 좌장 및 발표자는 현장 참석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진행하거나 발표한다.
- 일반회원은 Webex접속을 통한 온라인 참석을 하며 현장참석도 가능하다.
- 주요 참석자와 사회자, 특강 강사는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 사회자는 Webex에 접속된 컴퓨터 환경의 연단에서 행사진행을 한다.

총회

- Webex에 연결된 디지털카메라를 통하여 개회사, 축사, 특강 등의 장면이 촬영되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된다.

폐회식

- 일반회원은 Webex접속을 통한 온라인 참석을 하며 현장참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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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대학생 ICT융합프로젝트 경진대회(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출품주제 및 형태

11
1


• 출품 주제는 정보기술(IT) 분야 또는 IT의 기업혁신 및 산업 적용과 관련된 모든 주제
• 출품 분야는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내용, IT시스템 개발내용, IT융합사례소개 및 분석, 창업을 위한 사
업계획서, 연구 논문 등

•
대회일정

11
1


•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 2020년 10월 30일(금)
• 심사용 보고서 제출 마감일 : 2020년 11월 4일(수)
• 제 출 방법 : 이메일 접수(제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 paris23@jejunu.ac.kr)
• 경진대회 본선 발표팀 선정 : 2020년 11월 6일(금)
• 본선 경진대회 : 2020년 11월 13일(금)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4:00~
(온라인/오프라인 융합방식으로 발표 진행)

• 시 상 식 : 2020년 11월 14일(토)
수상부문 및 상금

11
1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선발
•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상당의 상금 및 기념품 증정
•

☞ 수상 팀수 및 수상 상금은 경진대회 참가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 및 식사제공 예정
문의처

11
1


• SW중심대학 사업단 양동호 학술연구 교수(064-754-8370, paris23@jejunu.ac.kr)
기타

11
1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심사용 보고서 형식은 자유형식)
• 심사용보고서 형식은 20페이지 이내의 파워포인트 파일
(출품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형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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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공동학술대회

2020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세부프로그램

마련중입니다. 곧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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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안내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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