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 배정

번호

1 K01 키노트 주제 협의 중 Jeffrey Alan Scudder

2 K02 키노트 Different Role of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for emerging new paradigm 이건표 홍콩과학기술대학교

3 K03 키노트 주제 협의중 김승언 네이버

3 W01 워크숍 Ubiquitous VR Workshop: From Smart to Smile 우운택 KAIST

8 W02 워크숍 긍정 컴퓨팅을 위한 설득적 인터렉션 디자인 방법론 및 SW 기술 개발: ABC (Activity-Balanced-Concentrated) Life 사례 공유 이의진 KAIST

14 W03 워크숍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5 W04 워크숍 장애인의 라이프 케어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6 W05 워크숍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서비스 기술 임순범 숙명여자대학교

2 W06 워크숍 Aging experience Jihong Jeong Tshinghua university

11 W07 워크숍 디자이너의 미래 (Designer’s Futures) 반영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9 W08 워크숍 디자인 씽킹 클리닉 이승연 상명대학교

1 W09 워크숍 (공감을 통한 공생)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미래시나리오 (Future Scenario) 디자인 김동아 국립재활원

10 W10 워크숍 돌봄로봇의 현황, 서비스경험시나리오, 코크리에이션 송원경 국립재활원

4 W11 워크숍 ICT에 기반한 노년활력지수의 개발 및 타당화 최기홍 고려대

7 W12 워크숍 ACM SIGCHI 한국 로컬챕터: 어떻게 CHI논문을 작성하나? 이의진 한국과학기술원

17 C01 사례발표 사용자의 무의식의 의식화에 대한 이해 및 주요행동패턴 추출 남수미 마음키움심리상담센터 센터장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원

No. 대분류 발표 제목(국) 소속
발표자
대표



8 1 C02 사례발표 고객여정을 완주하기 위한 비즈니스 이해당사자의 여정 김인숙 삼성카드

5 1 C03 사례발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Qualitative Research의 진화 윤정섭 methinks

10 C04 사례발표 의료진의 효율적인 처방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시각화 윤재영 홍익대학교

20 C05 사례발표 시선추적(Eye Tracking)과 Human Computer(Machine) Interaction의 이해 주종필 토비테크놀로지 코리아

19 C06 사례발표 MAXST 증강현실 개발툴과 Visual SLAM / Visual Positioning Service기술 조규성 ㈜ 맥스트

18 C07 사례발표 WebAR SDK와 적용사례 이재호 ㈜렛시

6 C08 사례발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김기연 (주)에스앤씨랩

15 C09 사례발표 자율주행의 새로운 가치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11 C11 사례발표 실무 사례를 통한 시장에서의 ‘UX Design’ 변화 고찰 가재덕 바이널씨

16 C12 사례발표 UX 관련 빅데이터 트랜드 리포트 엄지연 포그리트

21 C13 사례발표 고객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UX Writing 프로젝트 사례 박증우 ㈜와이어링크

7 C14 사례발표 MINTIT : 중고 휴대폰 업사이클링 서비스 디자인 사례 최형민 (주)이니션

1 C15 사례발표 “내비가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X 김동후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UX개발팀

9 C16 사례발표 U+모바일 App, IPTV의 사용자 체감만족수준 조사 사례 (속도, 인터랙션) 우아미 LG유플러스

13 C17 사례발표 UX 기획자 관점에서 살펴본 horizontal 일관성에 대한 고찰 채안병 다나와

14 C18 사례발표 유니버셜 디자인과 UX : 청각장애인을 위한 UX설계 접근법, 필드리서치 사례 발표 정마리솔 SK(주) C&C

12 C19 사례발표 Zero UI로 가는 인터페이스와 VUX 조정희 연세대학교



2 1 C20 사례발표 사용자 조사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마리아 (주)피엑스디

3 1 C21 사례발표 데이터 기반 디자인 류정우 (주)피엑스디

4 1 C22 사례발표 디자인 시스템의 시각화 과정 천민희 (주)피엑스디

2 T01 튜토리얼 인공지능 경험을 디자인하다 구현지 IBM Watson

6 T02 튜토리얼 코딩 없이 앱만들기 원종윤 인천대학교

7 T03 튜토리얼 스마트 스피커 서비스 디자인 이중식 서울대학교

5 T04 튜토리얼 HCI & 디지털 웰빙 이의진 KAIST

3 T05 튜토리얼 UI/UX에서 ‘Smart함’이란? 스마트 UI/UX의 현황과 도전과제를 함께 들여다보기 이주환 SMIT

1 T06 튜토리얼 Digital Therapeutics: HCI/UX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김진우 연세대학교

8 T07 튜토리얼 이미지는 어떻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드는가?
_부제: 이미지 드리븐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채이식 아이디어팜주식회사

4 T08 튜토리얼 UX/UI가 AI를 망치는 5가지 방법 최은영 SK텔레콤

8 1 P01 패널토의 스타트업과 HCI(UX)분야의 진로, 전망 이지현 서울여자대학교

5 P02 패널토의 대화형 에이전트의 사람 닮기 이중식 서울대학교

6 P03 패널토의 Design Walk 2020 in Seoul at KHCI: Designer’s Future 반영환 국민대

3 P04 패널토의 인공지능 시대, AI UX 중심의 소셜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병호 고려대학교

7 P05 패널토의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김성우 국민대

2 1 P06 패널토의 자율주행에서의 사용자 경험,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허정윤 국민대



4 P07 패널토의 인공지능 시대, UX디자인방법론을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는가? 최병호 고려대학교

1 P08 패널토의 AI Literacy: AI Education for All, AI Education for Designers 허정윤 국민대

5 IT01 인바이트톡 주제 협의중 이재현

3 IT02 인바이트톡 Experience Design Practice in the era of Industrial Internet 야루후앙
(YARU HUANG)

1 IT03 인바이트톡 Transcend Connectivity and Future Mobility 김지윤

2 IT04 인바이트톡 Facebook과 Instagram의 Creative Collaboration 박기영

4 IT05 인바이트톡 Immersive Media: New Opportunities for Designers 윤소연

1 DC 박사컨소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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