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 RFP

2016년
제9회 한국 햅틱스 워크샵
2016 9th Korea Haptics Workshop

“

Touch Me
and Feel Me

”

2016년 11월 4일 ~ 5일 금 토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서울
사전 등록 2016년 10월 25일 화
제출 기한 2016년 10월 17일 월

사전 등록
방법

안내

데모 및 포스터 발표 신청

한국 햅틱스 연구회 웹사이트에서 작성
http://haptics.khu.ac.kr/KHC/
메뉴 2016 연구회 워크샵 사전 등록

방법

한국 햅틱스 연구회 이메일 khaptics@gmail.com 로 접수

양식

2페이지 이내의 Word 요약문 & Teaser PPT
(양식 참조, 반드시 둘 다 제출 요망)

등록비 결제는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내

이메일 제목 [워크샵논문제출] 명시
제출 문서 파일명 (제 1저자 - 발표/데모 타입)

사전 등록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발송됩니다.
사전 등록 인원을 조기에 파악하여 학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취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데모 공간에 데스크 제공 (데모를 위해 필요한 추가
요청 사항은 제출 시 본문에 기입)

워크샵 후원 및 스폰서

Haptics Young Researcher Award 추천

2016 한국햅틱스 연구회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대상

햅틱 및 햅틱 유관분야 연구자
박사 이상 (박사 취득 후 5년 이내)

홍보위원장 전석희 교수 ( jeon@khu.ac.kr ) 에게

서류

대상자의 대표 논문 1편 및 CV, 추천서 및 우수성 요약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상장 및 부상 (상금 50만원, 기업후원 상품)

안내

대표논문은 최근 3년 이내 기 출간된
햅틱분야 국내외 유수 저널 및 학술대회 논문
(ex. WHC, CHI, ICRA, IROS 등) 1편

관심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연구실에서는

e-mail khaptics@gmail.com

website http://haptics.khu.ac.kr/KHC/

프로그램
첫째날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시간

패널 타이틀

패널

09:00

등록 시작

09:30 - 10:20

기조연설 1. From Touch to Brain

이영목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10:20 - 10:30

환영사

박진아 교수

한국햅틱스연구회 회장

10:30 - 11:20

기조연설 2. 햅틱스 마케팅

여준상 교수

동국대 경영대학

11:20 - 12:00

Young Researcher Award 수상자 강연

12:00 - 13:30

점심 만찬과 네트워킹

13:30 - 15:50

Teaser, 데모 및 전시
Beyond Virtual Reality 소개

박진아 교수

카이스트

멀티모달 증강/가상 현실 응용

하태진 대표

버넥트

투명 유연 햅틱 액츄에이터

김상연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투명 유연 햅틱 센서

윤성률 선임

ETRI

유용재 박사과정

포항공대

Beyond
Virtual Reality

16:00 - 17:20

(동시 진행)

16:00 - 17:20

Haptics 정신물리학 실험 및 분석 튜토리얼

17:20 - 17:30

수상 및 폐회

18:00 - 20:00

햅틱스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동시 진행)

※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저녁 만찬은 제공되지 않으며 대신 점심 만찬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둘째날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시간

패널 타이틀
로컬 랩투어, UX 및 VR 튜토리얼

10:00 - 12:00

찾아
오는길

패널

주의

대중교통

새천년관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이대부중 하차

이대후문

BUS

BUS

연대 정문까지 9분 도보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10, 750 버스
이대부중

새천년관

동문

도보 12분 후 새천년관 도착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이동

272, 606 버스

이대후문 하차

후 새천년관 도착

도보 12분

정문

새천년관은 동문이 훨씬 가깝습니다.
가급적 경복궁역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새천년관에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구회장 박진아 교수
조직위원장 조광수 교수 연세대학교
e-mail khaptics@gmail.com

카이스트

학술위원장 김상연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website http://haptics.khu.ac.kr/K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