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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요 

1) 주 제 : 4차 산업혁명에서의 융합콘텐츠  

2) 행 사 명 : 제2회 2017 IACC 춘계 국제학술대회 

             The 2nd IACC International Culture Contents Conference 2017 Seoul Korea  

3)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13:00~17:00 

4)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5) 투고분야  : 영상콘텐츠, 인터렉티브콘텐츠, VR, AR, 게임콘텐츠, 애니메이션콘텐츠, UX, UI,  

             사진콘텐츠 등.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동일함) 

6) 시 상 : 최우수 논문 / 우수 논문은 학술위원회의 사전평가 및 좌장 현장평가를 통하여 선정  

7) 주 최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8) 주 관 : IACC 문화콘텐츠국제교류협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ulture Contents) 

             KACC 한국융합콘텐츠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Convergence Contents) 

 

2. 주요일정 

논문투고 기간 2017년 3월 30일 (목) ~ 2017년 4월 28일 (금) 

심사결과 통보 2017년 5월 5일 (금) 

학술논문집 인쇄용 제출 2017년 5월 12일 (금) 

사전등록 기간 

2017년 4월 28일 (금) ~ 2017년 5월 12일(금) 

* 발표자는 사전등록 필수.  

(발표자는 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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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형식 및 작성요령 

1) 구두발표 논문 

심사용 논문 

(4월 28일 마감) 

- 홈페이지내 양식다운로드 하여 [구두_홍길동.hwp] 파일을 이메일 제출 

- 원고분량 2~3페이지 이내로 작성(국문 또는 영문 가능) 

- 문서양식은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학술논문집 인쇄 

(5월 12일 마감) 

- [구두발표_홍길동_인쇄. hwp] 이메일 제출  

- 원고분량 2~3페이지 이내로 작성(국문 또는 영문 가능) 

- 심사 후 수정 최종본 제출 

구두 발표 

(5월 19일) 

- [논문제목_홍길동.ppt] 이메일 제출 및 당일 본인 지참  

- 10분~15분 이내의 발표내용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국문 또는 영문 가능) 

-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어로,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어로 발표. 

 

2) 포스터발표 논문 

심사용 논문 

(4월 28일 마감) 

- 홈페이지내 양식다운로드 하여 [포스터_홍길동.hwp] 파일을 이메일 제출 

- 원고분량 2~3페이지 이내로 작성(국문 또는 영문 가능) 

- 문서양식은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학술논문집 인쇄 

(5월 12일 마감) 

- [포스터발표_홍길동_인쇄.hwp] 이메일 제출  

- 원고분량 2~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심사 후 수정 최종본 제출 

포스터 발표 

(5월 19일) 

- A1사이즈(59.4cm x 84.1cm) 1장에 자유롭게 Layout하여 

[홍길동.jpg]파일 이메일 제출 

- 해상도 200dpi이상의 jpg파일로 제출 

- 포스터 발표 자료의 A1출력 및 현장 디스플레이는 협회에서 일괄처리 

-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포스터 앞에서 관람자들과 질의응답 진행 

 

4. 투고방법 

1) 학술대회 투고신청서와 심사용 논문 파일 이메일 제출 

2) 이메일 투고: famous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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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안내 

사전등록 정회원 7만원 / 비회원 10만원 

현장등록 정회원 9만원 / 비회원 12만원 

사전등록 기간 

2017년 4월 28일 (금) ~ 2017년 5월 12일(금) 

* 발표자는 사전등록 필수  

  (발표자는 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 완납자에 한함) 

입금계좌 신한 110 4554 979561 ( 예금주 – 이정애 / IACC 사무국장 ) 

 

6. 문의처 

IACC 문화콘텐츠국제교류협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ulture Contents) 

mobile : 010-5440-9856 (이정애 / IACC 사무국장) 

e-mail : famousis@naver.com 

mailto:famous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