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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

논문 요약본 제출

기술

2019년 2월 13일(수)부터 2월 16(토)까지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HCI KOREA 2019 논문 요약본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마감일 세부 일정을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분야 이외에 HCI의 다른 분야의 원고도 환영합니다. (융합 논문 분야 추가) 

음성/비전/감성/생리 및

뇌 인터페이스/장치 

SURFING ON THE NEW WAVE !

가상/증강현실 및 그래픽스기반 기술 

유비쿼터스/웨어러블컴퓨팅  

장애인보조기술(QOLT) 

웹/정보검색/자연어처리 

로봇/정보가전 

상호작용 융/복합 기술 

게임 및 콘텐츠 제작기술  

모바일 기반 상호작용 및 서비스 기술  

소셜 상호작용 및 서비스 기술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서비스 및 

상호작용 기술

 

디자인방법론

모바일 디자인 

웹 디자인  

공간/환경 디자인

웹/정보검색/자연어처리 

미디어아트/텐져블 미디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정보디자인  

감성디자인

디자인과 문화

경험디자인/서비스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HCI와 경영/산업/정책

문화콘텐츠 

문화인터페이스  

인지과학

사용자 경험

소셜 또는 협업 미디어 분석 

모바일 HCI

Human-Robot Interaction

디자인 인문사회

2019
HCI  KOREA 

컴퓨팅 교육 



층간笑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HCI KOREA 2019 학술대회는 국내외 유명 강사의 초청 강연 뿐 아니라 기술,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urfing 
on the 

new wave

HCI KOR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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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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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

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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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HCI의 

새로운 도약의 

장으로의 초대

디자인 분야 Myeong-Heum YEOUN, 

연명흠, 국민대학교

인문 분야 Ju-Hwan LEE,  

이주환, SMIT

기술 분야 Min Cheol WHANG, 

황민철, 상명대학교

| 초청강연 

| 논문발표

| 패널토의

| 초청논문

| Doctoral Consortium

| 산업체 및 대학전시

| CREATIVE AWARD 전시 (Interactive Demos, Art Gallery, Business Showcase)| Recruiting

| 사례발표 

| 워크샵

| 튜토리얼

| 앱장터  

| HCI PARTY

HCI KOREA 2019 학술대회는 한국의 HCI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장으로써, 기술, 디자인, 인문사회과학 

분야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 서로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이 시대의 기술과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Important 
Dates

1. 논문 제출 요령

SURFING
ON THE
NEW WAVE

HCI KOREA 2019

논문 요약본 접수 마감   :    11월 12일(월) 

논문 외 프로그램 접수마감 

논문 요약본 심사발표 : 12월 3일(월) 

최종 논문 요약본 제출 마감 : 12월 28일(금) 

사전등록 접수 마감 : 2019년 2월 1일 (금) 

- 논문 제출 분야 : HCI 전 분야(기술, 디자인, 인문사회)  

제출처 

문의처 

* 제출 문의 : hci@hcikorea.org

: HCI2019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conference.hcikorea.org )

[학술프로그램] 메뉴 -> 논문프로그램-> 논문제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해당페이지에서 논문제출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위원장 : 김형석 건국대학교 hyuskim@konkuk.ac.kr

: 디자인위원장 :  정의철 서울대학교 jech@snu.ac.kr

: 인문사회위원장 : 김진택 POSTECH jintaek@postech.ac.kr

- 2019년에는 기존의 ACM Digital Library에 등록되었던 full paper 

세션이 없고 모든 논문은 요약본으로 제출되어 요약본 HCI Korea 2019로 

출판됩니다. 

- 논문는 3-4 페이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제출 페이지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시고 폰트 및 포맷 변경은 

불가합니다. 변경시 논문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패널토의, 사례발표, 워크숍, 튜토리얼 : 11월12일(월)

Creative Awards, 앱장터 : 12월28일(금)



SURFING
ON THE
NEW WAVE

HCI KOREA 2019

ICC JEJU는 2003년 개관 이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는 물론 다양한 

국제회의 및 글로벌 인센티브 회의를 비롯하여, 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 제주와 신 성장 동력인 컨벤션 산업을 

접목시킴으로 ICC JEJU는 대한민국 대표 MICE 복합시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 논문 외 프로그램 제출 요령

제출 분야 

: 패널토의, 사례발표, 워크샵, 튜토리얼, Doctoral Consortium, 앱장터   

   Creative Awards (Interactive Demos, Art Gallery, Business Showcase)             

제출처

: 담당 조직위원 또는 학술대회 사무국(hci@hcikorea.org) 

제출요령

: HCI 2019 홈페이지 상단의 전시 및 부대행사 각 메뉴 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담당 조직위원 또는 학술대회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 Creative Awards의 제출 요령은 추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관련 문의 : HCI2019 학술대회 준비 사무국 hci@hcikorea.org

문의처 

구분

학술

프로

그램

전시

프로

그램

ICC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내용

Panel Discussion

Case Study

Workshop

Tutorial

Doctoral
 Consortium

Creative Awards

앱장터

이지현

박남춘

허정윤

이승연

정재승

김병철

김주호

강연아

최용순

전지윤

민영삼

나대열

김기범

이정연

서울여대

서울여대

국민대

상명대

KAIST

중부대

KAIST

연세대

서강대

SMIT

더디앤에이

대우전자

한양대

SMIT

yongsoon@sogang.ac.kr

jychun@smit.ac.kr

bluemin@thedna.co.kr

andyna@gmail.com

kibum@hanyang.ac.kr

jylee@smit.ac.kr

jihyunlee@swu.ac.kr

ncpark@swu.ac.kr

jeongyun.heo@gmail.com

senylee01@gmail.com

jsjeong3@gmail.com

clorvie@gmail.com

juhokim@kaist.ac.kr

kang.younah@gmail.com

담당조직위원 소속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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