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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층간笑음: Surfing on the New Wave HCI Korea 2019 학술대회가 2019년 2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HCI Korea 학술대회는 매년 강원도의 겨울을
배경으로 학술적 교류와 산업적 전망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HCI Korea
학술대회의 내용과 규모는 이제 보다 새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변화가 필요했고, 학회 임원진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거쳐 그 변화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하얀 눈 덮인 겨울
산을 바라보며 함께 토론하던 공간을 넘어, 청명한 바다와 눈 덮인 백록담을 동시에 바라보며 더 크고 웅장한
공간에서 만나게 될 HCI Korea 2019 학술대회는 이제‘환상의 섬, 제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에서의
HCI Korea라는 학술대회 공간에 대한 변화만큼이나 내용적인 고민도 컸습니다. 국내외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대표되는 미래기술 산업사회의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동시에 이어지는
다양한 우려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방향과 우리의 역할을
HCI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발전의 본질적 방향은 가상적 디지털 세상이 물질적 세상과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이용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HCI Korea 2019는 ‘층간笑
음: Surfing on the New Wave’라는 주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미래기술 산업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최신 트렌드가 인공신경망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딥러닝 기술이 학습을
이끌어내는 바탕은 바로 층위 사이의 연결(connectivity between deep hidden layers)에 있고, 이러한
층간의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인간의 행복을 표상하는 웃음소리(笑음)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HCI 분야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 혹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과
그로인한 관계에 주목해온 측면에서 언제나 의미는 '사이(間)'에 있어 왔습니다. 인간, 공간, 시간 등 개별
개념이나 물체로서는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다른 것들과의 연결 속에서만 그 의미는 꽃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주행(Autonomous Vehicles),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가상현실/증강현실(Virtual/Augmented Reality), 로보틱스(Robotics) 등 미래기술 산업사회를 향한 다양한
기술, 서비스, 산업적 화두를 향한 공학, 디자인, 인문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많은 HCI 분야 연구자들의 연결과
융합이 만들어갈 기회의 장을 준비합니다. 인간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관심, 그리고 그 사이의 연결과
의미로서의 관계에 주목하는 많은 HCI 연구자들과 산업계 실무자들이 미래기술 산업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희망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하며, 2019년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들로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진지하고도 유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물결 위에 파도타기, ‘HCI Korea 2019 in Jeju’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저옵서예~

HCI Korea 2019 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디자인 분야

인문 분야

기술 분야

Myeong-Heum YEOUN,

Ju-Hwan LEE,

Min Cheol WHANG,

연명흠, 국민대학교

이주환, SMIT

황민철,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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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사명
HCI KOREA 2019학술대회(Human Computer Interaction Korea 2019)

날짜
2019년 2월 13일 - 2019년 2월 16일

장소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
한국 HCI 학회

주관
HCI KOREA 2019 조직위원회

참가인원
약 2,500명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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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Korea 2019
학술대회
후원 등급별
혜택안내

프레스티지
후원금액
2,000만원 이상

플래티넘
후원금액
1.000만원 이상

골드
후원금액
500만원

실버
후원금액
300만원

브론즈
후원금액
200만원

후원혜택
- 전시공간제공: 최대 5부스(사이즈-3mx2m/부스)
- 무료등록 14인
- 메인스폰에 따른 별도 노출(세션, 행사 등)
- 프로그램 북 2개면 컬러 광고게재 (표지)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후원혜택
- 전시공간제공: 최대 3부스(사이즈-3mx2m/부스)
- 무료등록 7인 (부스위치 선정 우선권)
- 프로그램 북 1개면 컬러 광고게재 (표지)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후원혜택
- 전시공간제공: 최대 2부스(사이즈-3mx2m/부스)
- 무료등록 3인
- 프로그램 북 1개면 컬러 광고제재(내지)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후원혜택
- 전시공간제공 (1 부스) 또는 프로그램북 광고게재 (컬러내지 1개면) 택일
- 무료등록 2인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후원혜택
- 전시공간제공 (1 부스) 또는 프로그램북 컬러광고게재 (내지) 택일
- 무료등록 1인

현물 협찬 A
후원금액
1,000만원 상당

후원혜택
- 골드 등급 후원 혜택 제공 -기념품 제작 등

현물 협찬 B
후원금액
500만원 상당

후원혜택
- 실버 등급 후원 혜택 제공 -USB 제작 등

현물 협찬 C
후원금액
300만원 상당

후원혜택
- 브론즈 등급 후원 혜택 제공
- 미디어 홍보 / 인쇄 제작 / Coffee Break 후원 등

기본 후원혜택 (전 후원사 공통 혜택)
l 인쇄 제작물에 후원사 명기 및 로고 게재 l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로고 (배너) 링크서비스
l 행사장 로비에 홍보 배너 설치 및 후원업체 로고 슬라이드 상영
l 플래티넘 이상 후원 시 후원기업과 협의를 통해 추가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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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안내

전시공간제공
브론즈 등급 이상의 HCI 2019 대회 후원업체에게는 원하시는 경우 대회기간 중 전시
부스 (3m×2m/부스)를 제공합니다. 부스 당 제공되는 기본 사항으로는 테이블 1개,
의자 2개이며 추가 설치 비용(추가전력, 추가조명)은 후원사 부담입니다.

프로그램북 광고게재
프레스티지, 플래티넘과 골드 등급후원업체에게는 대회 공식 프로그램북 1페이지에
컬러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며, 실버와 브론즈 등급 후원업체는 전시 또는
프로그램북 컬러 내지 광고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위한 세션 제공
후원 등급에 따라 자사의 기술 및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워크숍 및 사례발표 세션을
제공합니다.

학술대회 무료 등록 인원 제공
HCI 2019 대회 후원업체에게는 등급에 따라 무료로 학술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무료
등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료 등록 제공사항 일반 등록자 제공사항에 기준합니다.

인쇄 및 제작물 후원사 명기 및 로고 게재
HCI 2019 대회 홍보와 관련하여 배포되는 모든 매체(인쇄물, 제작물, 보도자료 및
언론광고 등)에 주최기관과 함께 공식 후원사로 명기 및 로고를 게재해 드리며 이는 기업
홍보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링크
HCI 2019 홈페이지에 회사 로고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홍보의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홍보 배너 설치
행사장에 학술대회 후원업체 로고가 표기된 배너를 제작, 설치하여 후원업체 홍보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업체 로고 슬라이드 상영
후원업체 로고가 표기되어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행사 기간 중 상영하여 홍보기회를
제공합니다.

05

제출서류

전시
| HCI 2019 전시 참가신청서 및 출품 품목 정보
| 전시 제품 설명서 : A4 2Page 분량, 자유양식
| 업체 로고 파일 : EPS 또는 AI 파일 형식(프로그램북 표지 인쇄용)
|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발급용
| 후원사 무료 등록 : 후원등급에 따라 무료 등록 가능 인원 수를 확인 후 홈페이지의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
| 전시 부스 담당자 인적 정보 : 부스당 3인까지 전시장 출입을 위한 명찰이 지급되므로,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제출(중식쿠폰, HCI PARTY
쿠폰 제공, 학술장 입장은 제공되지 않음)

광고
| 업체 로고 파일 : EPS 및 AI 파일 형식(프로그램북 표지 인쇄용)
| 광고 파일 : A4 사이즈 / EPS 또는 AI 파일 형식
| 사업자 등록증 : 세금계산서 발급용
| 후원사 무료 등록 : 후원등급에 따라 무료 등록 가능 인원 수를 확인 후 홈페이지의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

전시 부스 형태

STANDARD BOOTH

CORNER BOOTH

SHELL SCHEME BOOTH (3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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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운영안내

전시운영

전시일정은 행사장 사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 : 2019년 2월 12일 15:00 - 2월13일 12:00
| 전시 : 2019년 2월13일 12:00 - 2월 15일 15:00
| 철거 : 2019년 2월 15일 17:00 -

후원종류
| 프레스티지 2,000만원 이상

| 브론즈

| 플레티넘

| 현물협찬 A 1,000만원 상당

1,000만원

200만원

| 골드

500만원

| 현물협찬 B

500만원 상당

| 실버

300만원

| 현물협찬 C

300만원 상당

배정방법
부스 배정은 후원등급 및 후원금 납입순위에 따라 우선으로 배정되며, 경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후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세금계산서 발급용)

후원금 납부
| 납입일정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계좌번호 : (사)한국HCI학회 / 우리은행 1005-701-004633

연락처
HCI 2019 준비 사무국 담당자 : 정재현 부장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0 성암빌딩1층
T.070.8672.5486 | F.02.874-8738 | E.mail.hci@hcikorea.org | Web.http://conference.hc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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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2019
후원 신청서

후원사 기본정보
| 회사명 (국문)
(영문)
| 담당자명/직급
| 주소
| 전화/핸드폰
| 팩스/이메일
| 홈페이지

후원등급
프레스티지 2,000만원 이상

브론즈

200만원

플래티넘

1,000만원

현물협찬 A

1,000만원 상당

골드

500만원

현물협찬 B

500만원 상당

실버

300만원

현물협찬 C

300만원 상당

후원금 납입
| 예정일

| 총 납입 금액

2018년 12월 30일까지 후원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수수료는 후원사 부담)
전시부스 및 내지광고 위치는 후원등급 및 입금일 순으로 신청됩니다.

HCI KOREA 2019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9년
(서 명)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