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항공우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항공우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집 안내
■ 개





요
개최일시
개최장소
논문(초록
사전등록

: 2019년 11월 20일(수) ~ 23일(토)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및 최종본)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월) ~ 9월 16일(월) (온라인 접수)
기간 : 2019년 7월 15일(월) ~ 10월 31일(목) (온라인 등록 및 전자결제)

■ 발표회장 분류
-

공기역학 및 응용
발사체 체계
유도 항법 제어
항공우주 시험평가
우주임무운영

-

구조 및 재료
비행체설계 및 인증
인공위성 체계
항공우주 전자
Organized Session

-

무인기 체계
우주 탐사
추 진
수직이착륙기 체계
Invited Session

※ 포스터 발표 : 선착순 200편 이후 접수논문으로 함
■ 논문 작성 및 제출 요령
 논문은 반드시 홈페이지(www.ksas.or.kr)의 글 및 MS-Word Template 파일을 이용하여 2페이지로 작성
 학회 홈페이지(www.ksas.or.kr)에 링크되어 있는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신청 및 제출
웹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사전등록자만 논문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음)
 논문 초록은 논문 제출 시 웹사이트 해당란에 반드시 400자 이내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
 제출된 논문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검토 후 발표여부를 결정함
 논문 제출자(발표자) 및 제1저자는 반드시 회원이여야 함
 동일저자(발표자 기준)의 논문발표는 3편으로 제한(공동저자는 편수 제한 없음)
■ OS(Organized Session) 제안 요령
 모든 회원은 OS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OS는 공통주제의 논문 4~5편으로 구성
 OS의 명칭, 좌장, 논문 목록을 프로그램 위원에게 9월 6일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구남서 교수 : nsgoo@konkuk.ac.kr )
 논문 제출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발표분야를 “OS”로 선정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하나 이상의 OS 구성을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 구성상 제출된 OS는 일반 세션으로 변경될 수 있음
■ Invited Session / Speaker 운영 안내
 Invited Session 운영을 희망하는 부문위원회는 1개의 Invited Session을 구성하고, 2인 정도의
Invited Speakers를 초청(1인당 30 ~ 40분 정도의 발표시간 배정)
 부문위원회 명, 논문제목, Invited Speakers 명단을 담당 조직위원에게 9월 6일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이복직 교수 : b.lee@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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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제안 요령
 11월 20일(수) 특정 토픽에 대한 집중 강의형식의 튜토리얼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임
 튜토리얼 워크샵의 제안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워크샵 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한철희 교수 : chhan@ut.ac.kr )
■ 전시 및 후원 문의
한국항공우주학회 사무국 E-mail : ksas@ksass.or.kr
TEL : (02)552-4795 / 555-4740 FAX : (02)552-4796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위치안내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66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T. 064-729-8100)

<2019년도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대 회 장 : 박정선
조직위원장 : 이재우
부위원장 : 허기봉
조직위원 : 고상호, 구남서, 성상경, 염철문, 유창경, 이복직, 이지윤, 진재현, 최재호, 한철희, 황창전, 강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