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미래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제1회 한국인공지능학술대회(1st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가 2020년 12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우리나라 제일의 휴양지인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본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분야 분야의 특별강연과 초청논문을 포함한 구두 논문발표, 포스터 논문 발표 및 튜토리얼 등 다양한 

학술행사로 구성되며,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문 제출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한국 인공지능 학술대회
1st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일자  2020년 12월 16일(수)~18일(금)
장소  제주도 소노캄 제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주최  한국통신학회   주관  한국통신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논문 발표 분야

인공지능 분야

•기계학습

•심층학습

•컴퓨터 비전

•데이터 마이닝 및 검색

•추천 시스템

•시계열 분석

•심층 강화학습

•베이지안 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석

•신경망

•계산이론

•퍼지 및 지능시스템

•데이터마이닝

•추천시스템

•인공지능 IoT 플랫폼 

•데이터 해석

•Computation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응용 분야

•머신러닝 시스템과 응용

•신호처리 및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및 IoT

•제어 시스템 및 로봇학습

•이동통신

•에너지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클라우드

•뇌공학 및 응용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AI바이오공학

•헬스케어 

•자율주행

논문 제출

•��논문 양식 등 기타 정보는 www.koreaai.org 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논문 제출, 

심사 결과 통보, 최종본 제출 등 일련의 절차는 EDAS를 통해 진행됩니다. 

KoreaAI2020 edas submission site: https://edas.info/N27979

•��논문은 1 페이지 또는 2 페이지로 작성 후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서 발표가 

확정된 후 1 페이지 또는 2 페이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시 우수논문(구두/포스터 발표 모두 해당)을 선정하여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2020 우수논문상을 시상하며,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한국통신학회논문지의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2020우수논문 특집호”에 추천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투고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논문 제출 마감 � 2020년 12월 1일(화)     

 심사 결과 통보일 � 2020년 12월 8일(화)   

 최종본 제출 마감 � 2020년 12월 10일(목)

 논문 제출 관련 문의 � 프로그램 위원장 한연희 교수(한국기술교육대) 

� E-mail: yhhan@kut.ac.kr

위원회

www.koreaai.org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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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S 김상철(국민대), 박경준(대구경북과학기술원), 최계원(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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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김덕경(인하대), 김정곤(한국산업기술대), 석준희(고려대)
지역협조  김도현(제주대), 김선옥(한라대), 송왕철(제주대), 좌정우(제주대)
홍보  강승택(인천대), 김남수(서울대), 김동호(서울과학기술대), 남해운(한양대),  

백명선(ETRI), 이동명(동명대), 이예훈(서울과학기술대), 정연호(부경대),  
황승훈(동국대), 황인태(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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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위원장 손인수(동국대), 한연희(한국기술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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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수(서울과학기술대) 김광순(연세대) 김수민(한국산업기술대)
김원태(한국기술교육대) 김준수(한국산업기술대) 김평수(한국산업기술대) 
박준구(경북대) 박현희(명지대) 박형곤(이화여대)
박혜영(경북대) 소재우(서강대) 신석주(조선대) 
신수용(금오공과대) 신오순(숭실대) 윤주상(동의대) 
이재호(덕성여자대) 이종혁(세종대) 정방철(충남대)

등록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구분 사전등록 / 12월11일(금) 일반등록 기타

회원
학생회원 150,000 200,000

점심1식 제공
정회원 200,000 250,000

비회원
학생 200,000 250,000

일반 250,000 300,000

학부생 60,000 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