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학회 웹진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를 수행중인 국내외 연구실의 소개를 통하여 연구 교
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내나 해외의 연구실
소개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구실의 직접적인 소개와 더불어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연구년 기간의
연구소 탐방기도 환영합니다.
내용 및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
•
•
•

용
연구실 개요: 연혁, 조직, 역할, 위치 등
연구 분야 및 내용
신변잡기적인 내용 : 생활 상, 에피소드 등
기고인 소개 및 연락처

◈ 작성요령
•
•
•
•

MS-WORD 또는 HWP 이용
A4 3매 이내
12-포인트, 바탕 (국문원고) 또는 Times New Roman (영문원고) 폰트
(가능하면 국문원고 권장함)
사진, 그림, 도표 활용 등 권장

◈ 원고제출 연락처
•

편집장: kdk@inha.ac.kr

◈ General Information
The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KICS)
welcomes submissions of articles on introduction of laborator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The article
will be published on the KICS Webzi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to the students and engineers in Korea and
abroad, various information on laboratories in academia and industry around the
world to enhance research cooperation activities. The article can be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as a visiting scholar or as a current member of the introduced lab.

◈ Submission Guidelines
Authors MUST submit a 3-page article in MS-WORD format. The submissions
should be formatted with single-spaced, one-column pages using at least 12 pt (or
higher) size fonts on A4 or letter pages. Inclusion of photos, figures, and tables is
recommended. The authors should also provide author profile and contact
information.

◈ Further Inquiry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editor at kdk@inha.ac.kr if you have any questions
on the article submissions.

최근 들어 더욱 급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통신 분야에서
수많은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공자들
에게 권하고 싶은 서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내용
및 의견, 활용에 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 내
•
•
•
•

용
최신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근간 및 신간
대학, 대학원에서 새로이 채택한 교재 및 강의 방안
IT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인문/교양 등 소양에 관한 서적
IT 융합 연구 (예: 차량 IT, 건축 IT, 전력 IT)를 위한 개론서

◈ 작성요령
•
•
•
•
•

MS-WORD 또는 HWP 이용
A4 2매 이내
12-포인트, 바탕 (국문원고) 또는 Times New Roman (영문원고) 폰트
(가능하면 국문원고 권장함)
사진, 그림, 도표 활용 등 권장
기고인 소개 및 연락처

◈ 원고제출 연락처
•

편집장: kdk@inha.ac.kr

◈ General Information
The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KICS)
welcomes submissions of articles on technical and non-technical book
recommendations related to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The
article can be on the contents, usage, and review of the recommended
books. The article will be published on the KICS Webzine.
[Suggested book topics include]
∙ State-of-the-art technology trend
∙ College textbooks
∙ Non-technical book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e.g. economics)
∙ IT Convergence

◈ Submission Guidelines
Authors MUST submit a 2-page article in MS-WORD format. The
submissions should be formatted with single-spaced, one-column
pages using at least 12 pt (or higher) size fonts on A4 or letter pages.
Inclusion of photos, figures, and tables is recommended. The authors
should also provide author profile and contact information.

◈ Further Inquiry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editor at kdk@inha.ac.kr if you have any
questions on the article submis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