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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어로봇시스템학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국내학술대회인 2013 제28회 제어 로봇시스템학회(ICROS) 학술대
회가 5월 23일에서 24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제출되는 논문은 본 학술회의에서 처음
으로 발표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주제는 아래의 분야를 포함 합니다.
요약문 심사를 거쳐서 본논문은 소정의 형식(홈페이지 참고)에 따라 2페이지로 제출합니다. 제출 논문은 국∙영
문이 모두 가능하며, 발표 방법은 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입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에서 선별된 논문의 수정
보완된 결과는 신속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한국연구재단 및 SCOPUS 등재지)에 게재
될 수 있습니다.

분
■로보틱스 및 응용
■제어이론
■지능시스템
■생산시스템/자동화
■산업응용

야

■생체제어시스템
■전력제어
■제어응용
■항법유도시스템
■센서 및 계측

■공정시스템
■정보 및 네트워킹
■멀티미디어시스템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제출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2013 제28회 ICROS 학술대회의 주요 마감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3월 27일
15일 : 요약문 접수 마감일 (연장)
∙2013년 3월 29일 : 수락통보일
∙2013년 4월 12일 : 본논문 접수 마감일
학부생에게도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 증진과 논문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포스터 발표만
가능)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이 제 1저자로 직접 발표를 하여야 하며, 우수논문은 학부생 논문상이 수여됩
니다.
특별세션은 1개 세션이 5-6편 정도의 논문으로 구성되도록 요약문 제출 마감일까지 세션명, 세션 책임자(소속,
연락처), 구성 논문 제목(발표자)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 요약문과 본논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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