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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하나의 기술적인 테마와 이슈들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어느새 황급히 

식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의 기술적 이슈가 너무 거세게 

타오르면서 성실한 리듬으로 기술과의 동행을 준비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른 부침이 있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겠으나 기술에 대한 이슈가 뜨거울수록 기술과 공존하는 온도를 조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엄중한 일은 학계에 몸 담고 있는 한두 사람의 지적 통찰이 아닌 

많은 이들의 지혜와 성찰이 모여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함께 하자고 할 때, 우리들은 그 공존의 온도와 리듬을 

선택해야 하고, 그 일은 여러분과 함께 가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급하게 뜨거워지고 

급하게 식는 기술의 부침의 상황에서 기술과의 공존의 온도를 적절히 조율하는 

엄중하고도 행복한 작업에 올해도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HCI KOREA 2018 공동 조직 위원장
Geondong Kim, 김건동

Joonhwan Lee, 이준환

yun Jang, 장윤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홍익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

|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초대의 글



| 초청강연 

| 논문발표

| 패널토의 | 튜토리얼

| Doctoral Consortium

| 기업 및 대학전시 | CREATIVE AWARD 

| 사례발표 | 워크샵

| 앱장터  | HCI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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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HCI KOREA 2018학술대회(Human Computer Interaction Korea 2018)

행사명

2018년 1월 31일 - 2018년 2월 2일

날짜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센터

장소

한국 HCI 학회

주최

HCI KOREA 2018 조직위원회

주관

약 2,500명

참가인원

한국어, 영어

공식언어

프로그램

Tel.070.8672.5486 | Fax.02.6277.6992 | E.mail.hci@hcikorea.org

HCI 
KOREA
2018

학술대표 프로그램

| INTERACTIV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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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2018
학술대회

후원 등급별
혜택안내

전시공간제공: 최대 3부스[사이즈 3m×2m/부스] |
무료등록 14인 |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 
메인스폰에 따른 별도 노출(세션, 행사 등) | 
프로그램 북 2개면 컬러 광고게재(표지)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프레스티지 등급

전시공간제공: 최대 3부스[사이즈 3m×2m/부스] |
무료등록 7인 |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 
프로그램 북 1개면 컬러 광고게재(표지)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플래티넘 등급

전시공간제공: 최대 3부스[사이즈 3m×2m/부스] |
무료등록 3인 |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 
프로그램 북 1개면 컬러 광고게재(표지)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골드 등급

전시공간제공(1 부스) 또는 
프로그램 북 1개면 컬러 광고게재(내지) 택일 | 
무료등록 2인 | 사례발표 1세션 강연기회 제공 

실버 등급

전시공간제공(1 부스) 또는 
프로그램 북 1개면 컬러 광고게재(내지) 택일 | 
무료등록 1인

브론즈 등급

골드 등급 후원혜택제공 | 기념품 제작 등

현물협찬 A

실버 등급 후원혜택제공 | USB 제작 등

현물협찬 B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후원금액 후원혜택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상당

500만원 상당

300만원 상당 브론즈 등급 후원혜택제공 | USB 제작 등
미디어 홍보 / 인쇄 제작 / Coffee Break 후원 등

현물협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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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내
브론즈 등급 이상의 HC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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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공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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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북 광고게재

후원 등급에 따라 자사의 기술 및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워크숍 및 사례발표 

세션을 제공합니다. 

자사 홍보를 위한 세션 제공

HCI 2018 대회 후원업체에게는 등급에 따라 무료로 학술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무료 

등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료 등록 제공사항 일반 등록자 제공사항에 기준합니다. 

학술대회 무료 등록 인원 제공

HC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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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및 제작물 후원사 명기 및 로고 게재

HCI 2018 홈페이지에 회사 로고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홍보의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링크

행사장에 학술대회 후원업체 로고가 표기된 배너를 제작, 설치하여 후원업체 홍보기회를 

제공합니다. 

홍보 배너 설치

후원업체 로고가 표기되어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행사 기간 중 상영하여 홍보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업체 로고 슬라이드 상영

HCI 
KOREA
2018

학술대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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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시

| HC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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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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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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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SCHEME BOOTH (3m×2m)

STANDARD BOOTH

CORNER B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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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운영안내

| 설치 : 2018년 1월 30일 15:00 - 1월 31일 12:00

| 전시 : 2018년 1월 31일 12:00 - 2월 02일 17:00

| 철거 : 2018년 2월 02일 17:00 - 

전시운영

| 프레스티지  2,000만원 이상

| 플레티넘       1,000만원

| 골드                    500만원

| 실버                    300만원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브론즈                200만원

| 현물협찬 A    1,000만원 상당

| 현물협찬 B       500만원 상당

| 현물협찬 C       300만원 상당   

후원종류

부스 배정은 후원등급 및 후원금 납입순위에 따라 우선으로 배정되며, 경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정방법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신청방법

| 납입일정 : 2017년 12월 10일까지 

| 계좌번호 : (사)한국HCI학회 / 우리은행 1005-701-004633

후원금 납부

연락처

전시일정은 행사장 사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후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세금계산서 발급용)

HCI 2018 준비 사무국 담당자 : 정재현 부장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0-20 호진빌딩 5층

T.070.8672.5486 | F.02.6277.6992 | E.mail.hci@hcikorea.org | Web.http://conference.hcikorea.org 

HCI 
KOREA
2017

학술대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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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까지 후원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수수료는 후원사 부담)

전시부스 및 내지광고 위치는 후원등급 및 입금일 순으로 신청됩니다.

후원사 기본정보HCI 2018
후원 신청서 | 회사명 (국문)

후원등급

프레스티지    2,000만원 이상

(영문)

|담당자명/직급

| 주소

| 전화/핸드폰

| 팩스/이메일

| 홈페이지

| 예정일 | 총 납입 금액

플래티넘            1,000만원

골드                     500만원

실버                     300만원

브론즈                      200만원

현물협찬 A     1,000만원 상당

현물협찬 B        500만원 상당

현물협찬 C        300만원 상당

후원금 납입

HCI KOREA 2018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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