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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세상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

http://www.sigse-kiss.or.kr/kcse2014/ 

    ▣▣▣▣    일시일시일시일시: : : : 2014201420142014년 년 년 년 2222월 월 월 월 12121212일일일일((((수수수수) ) ) ) - - - - 2222월 월 월 월 14141414일일일일((((금금금금))))
    ▣▣▣▣    장소장소장소장소: : : :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보광 보광 보광 보광 휘닉스파크휘닉스파크휘닉스파크휘닉스파크
    ▣▣▣▣    주최주최주최주최: : : : 한국정보과학회한국정보과학회한국정보과학회한국정보과학회, , , , 한국정보처리학회한국정보처리학회한국정보처리학회한국정보처리학회
    ▣▣▣▣    주관주관주관주관: : :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소사이어티소사이어티소사이어티, , , ,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과학회의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와
한국정보처리학회의 소프트웨어공학 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4 한국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 (KCSE
2014)"가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강원도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서는 “융복합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공학자”를 주제로 관련된 다양한 논문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
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논문 논문 논문 논문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분야분야분야분야
소프트웨어공학과 관련된 전 분야의 논문을 모집하되, 논문의 성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영역으로 구분

    ● 일반(Regular) 논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수행한 이론, 실험, 아이디어 제시 위주의 논문 (8-10쪽)
    ● 단편(Short) 논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수행한 이론, 실험, 아이디어 제시 위주의 논문 (2-4쪽)
    ● 산업체논문: 소프트웨어 공학의 각종 기법을 실제 업무에 적용한 논문 (4-8쪽 논문 또는 발표자료)
    ● 박사학위 논문: 2012년도 이후에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예정인 논문 (2쪽)
    ● 패널/워크샵/튜토리얼 제안서: 개인이나 팀을 구성하여 제안
    ※  KCSE 2014에 제출된 일반논문은 동시에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저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함
    ※ 제출된 일반논문 중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저널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

티 저널에 게재함
    ※ 제출된 일반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에 게재를 추천함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일정일정일정일정
    ● 패널/워크샵/튜토리얼 제안서 접수 :  2013년 12월 13일 (금) - 결과 일주일내 통고
    ● 논  문   접  수:  2013년 12월 20일 (금)
    ● 심사결과 통보:  2014년 1월 6일 (월)
    ● 최종원고 제출:  2014년 1월 17일 (금)

 ▣ 논문 논문 논문 논문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논문양식: MS워드를 이용한 논문 양식 (2 칼럼 양식)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http://www.sigse-kiss.or.kr/)
    ● 제출방법: Easychair 시스템을 통해 제출 (https://www.easychair.org/conferences/?conf=kcse2014) 
    ● 문 의 처: 성신여자대학교 서동수 교수(dseo@sungshin.ac.kr, 02-920-7526)

 ▣ 학술대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조직 조직 조직 조직 구성구성구성구성



    ● 대   회   장:  한혁수 교수(상명대학교), 이은석 교수(성균관대학교)
    ● 조직위원장:  강성원 교수(KAIST)
    ● 학술위원장:  서동수 교수(성신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