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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모집 안내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 9일(금)
장 소 :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 (구: 제주그랜드호텔, www.grand.co.kr)

IPIU 2018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한국방송ㆍ미디어공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컴퓨터비전학회 및 한국통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0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을 2018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논문 투고
를 부탁드립니다.

논문 모집 분야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영상처리, 영상이해, 패턴인식, 영상부호화, 영상처리용 S/W, 컴퓨터비전, 기계학습, 의
료영상, 멀티미디어 통신, 멀티미디어응용, 문자인식 및 관련분야

논문 제출 마감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2017년 12월 22일 (금)
구두/포스터 논문 명시, 구두논문은 연구책임자 발표 필수

심사 결과 통보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2018년 1월 12일 (금)

최종 수정 논문 제출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2018년 1월 19일 (금)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위 날짜까지 온라인 제출 필요)

사전 등록 마감
2017년 2월 6일 (월요일)
2018년 1월 29일 (월)

논문 제출 방법
2017년 2월 6일 (월요일)
논문은 2~6 쪽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논문 작성시 본 워크샵 홈페이지의 논문 모집
란에 있는 양식 파일 [아래아 한글, MS-Word] 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고, 작성된
논문을 홈페이지 논문 제출 방법란의 방식에 따라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진동권(고려대학교)
Email: 2018ipiu@gmail.com
Tel: 02-329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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