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4월 27일(수)
16:00~18:00

분과별 회의

4월 28일(목)
시간

A (6층)

B (7층)

[기획] 메타버스

[특별]
슬기로운
공간 이야기

C (7층)

D (7층)

11:40~13:10

2 13:10~14:50

논문경진대회

UI/UX 1

[기획]
감성심리/생리

이노베이션 홀
도슨트 투어

[기획]
감성융합

-

포스터 세션

[기획]
감성의류/
산업/환경

이노베이션 홀
도슨트 투어

포스터 Q&A
17:30~18:00

E (7층)

F (3층)

포스터세션 (5층)

[기획]
감성디자인/콘텐츠

이노베이션 홀
도슨트 투어

포스터세션 (5층)

점심식사, ESK 이사회/평의원회 (5층)
[기획]
휴먼팩터지능화

인체역학1

산업안전보건

인간중심디자인 1

14:50~15:00

휴식

15:00~16:10

총회, 기조강연 1 (5층)

16:10~16:20

휴식

3 16:20~18:00

F (3층)

등록

9:00~

1 10:00~11:40

E (7층)

[기획]
중대재해처벌법

VR/AR/메타버스

AI와 인간공학

자동차인간공학 1

18:10~

만찬

4월 29일(금)
시간

A (6층)

B (7층)

C (7층)

D (7층)
등록

09:00～

4 10:00~11:40

[LG 기획]
인간공학적 Physical User
Interface (PRI) 연구

UI/UX 2

감성디자인콘텐츠/
의류산업환경

인체역학 2

포스터 세션

11:40~13:00

점심식사

13:00~14:00

기조강연 2(5층)

5 14:00~15:40

[LG 기획]
사용자 경험(UX, CX) 및
사용성(Usability) 연구

자동차인간공학 2

감성측정평가/
심리생리/융합 기타

휴식
시상식

15:40~16:00
16:00~17:00

4월 30일(토)
10:00~12:00

인간중심디자인 2

분과별 회의
인간공학회 세션
감성과학회 세션

[기획]
감성측정/평가/이론

이노베이션 홀
도슨트 투어

세션 1: 4월 28일(목) 10:00~11:40

1A

좌장: 장준호 (동국대)

[기획] 메타버스 서비스 현황 및 전망 (구두)
1A.1

메타버스 세상의 커뮤니케이션

1A.2

박찬형 (SKT Metaverse Co)
다양한 산업의 메타버스로의 변화

1A.3

오지현 (유니티 코리아)
메타버스 사무실의 커뮤니케이션 혁신

1A.4

정재균 (오비스)
Z세대가 이끄는 메타버스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박진영 (엔닷라이트)

1B

좌장: 안창원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

[특별] 슬기로운 공간 이야기 (구두)
1B.1

지상 공간 디지털트윈 이야기

1B.2

현성길 (바이브 신성장서비스혁신본부)
지하 공간 디지털트윈 이야기

1B.3

윤효근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
기상 공간 디지털트윈 이야기

1B.4

조필구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
해양 공간 디지털트윈 이야기

1B.5

김성호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
그리고 메타버스 이야기
구은정 (바이브 신성장서비스혁신본부)

1C

좌장: 이인석 (한경대)

논문경진대회 (구두)
1C.1
1C.2
1C.3
1C.4
1C.5

저상택배차량에서의 들기작업에 대한 3차원 동작측정과 요추 부하 분석
박재희, 최재경 (한경대학교)
LSTM 신경망을 활용한 하지 작업동작 시퀀스 예측 방안
허인석, 김범수, 권민성, 신종규, 김상호 (금오공과대학교)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도입 효과 고찰
우종하, 김장훈, 김범수, 귄민성, 김상호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유형에 따른 사용성 및 근육활동 분석
최병규, 박재현 (인천대학교)
토픽모델링 및 연관도법을 활용한 중대재해 유발 요인 분석
이가람, 정기효 (울산대학교)

1D

좌장: 황동욱 (광운대)

UI/UX1 (온라인)
1D.1
1D.2
1D.3
1D.4
1D.5

A Research of Carbon Neutrality Design Framework
Chaemoon Yoo, Younghwan Pan (Kookmin University)
디지털 프로덕트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UX
이혜민 (국민대학교)
사용자 경험 기반의 디지털 디바이스 정의 및 유형 분류 고찰
박다솜, 반영환 (국민대학교)
코비드19 진단키트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곽민정, 허정윤 (국민대학교)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의 중저가 커피전문점의 중요 선택속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재희, 허정윤 (국민대학교)

1E

좌장: 권지은 (상명대)

[기획] 메타버스 시대의 헬스케어 (온라인)
1E.1

1E.2
1E.3
1E.4
1E.5

LED 조명을 활용한 조도 차이와 과제 난이도별 과제 수행 시간의 차이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예비 연구
이충원, 김진호 (공주대학교), 김보성 (동의대학교)
기상 및 비행 조건이 조종중인 헬리콥터 조종사의 불안 및 시간지각에 미치는 영향
김문성, 김신우, 이형철 (광운대학교)
가상현실-간호교육의 미래
권민지 (경일대학교)
분노 경험시 표현 양식에 따른 신경 상관물
음영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손진훈 (연세대학교), 정재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감성과 생리
이경희 (동서대학교)

세션 2: 4월 28일(목) 13:10~14:50

2A

좌장: 곽지영 (POSTECH)

[기획] 휴먼팩터 지능화 기술개발사업 기획 방향 특별 토론 세션 (구두)
2A.1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2A.2

패널토론
R&D전략기획단 발표자 및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대표자 등 7명

2B

좌장: 공용구 (성균관대)

인체역학1 (구두)
2B.1
2B.2
2B.3
2B.4
2B.5

관성센서 기반 TUG와 6분보행평가를 활용한 고령자의 연령 추정
고정배, 신영섭, 홍재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적 손 스캔 데이터의 자세, 치수 분석을 위한 변형 가능한 손 모델 개발
정하영,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Tailgate Close 동작 시 근활성도 및 주관적 만족도 분석 기반 Tailgate 설계 가이드라인 제안
공용구, 최경희, 심현호, 심진우 (성균관대학교), 정재훈, 박병성 (현대자동차), 박상수 (성균관대학교)
증강현실 환경에서 Exoskeleton 도입을 통한 신체적 부하 감소 연구
공용구, 최경희, 심현호, 박상수, 심진우 (성균관대학교), Kiana Kia, 김정호 (오레곤 주립대학교)
농작업 기반 인간공학적 자세 분석의 자동화 자세평가와 수기 자세 평가 비교
공용구, 최경희, 박상수, 심진우, 심현호 (성균관대학교)

2C

좌장: 정홍인 (경성대)

산업안전보건 (구두)
2C.1
2C.2
2C.3
2C.4

원전 사고대응 관련 소방관의 인식과 시사점
정윤형, 이상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성경 (명지대학교)
작업장 환경조건에 따른 작업자의 정신적 부하 평가 연구
신영섭, 홍재수, 김광복, 김종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QFD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재분류 및 특성 체계에 관한 연구
김태웅 (동아대학교), 정홍인 (경성대학교), 장현애 (전주대학교), 이용희, 신상문 (동아대학교)
위반형 인적오류의 유형 및 효과적 대책 - 규제 정책 제안을 위한 중간 보고
이용희 (한국원자력연구원)

2D

좌장: 장준호 (동국대)

인간중심디자인1 (온라인)
2D.1
2D.2
2D.3
2D.4
2D.5

공공 및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AI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개발
허정현 ((주)라이튼테크놀로지)
데이터의 차원 변환 방법을 이용한 AI 판독 서비스 시스템 개발
허정현 ((주)라이튼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한계점과 사용성 개선에 관한연구
강한길, 반영환 (국민대학교)
건강한 성인에서 타이핑 과제 동안 전방 머리 자세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신화경, 고창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서 모음 발성 시 흡기근육 활성의 특성
박진우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옥분 (대구사이버대학교), 신화경 (대구가톨릭대학교)

2E

좌장: 김현경 (광운대)

[기획] 메타버스와 감성융합 (구두)
2E.1

2E.2
2E.3
2E.4
2E.5

코로나 펜더믹에서 웹 쇼핑몰 사이트에 사용자 경험을 통한 메타버스 기반 쇼핑몰 효용성에 관한
연구 -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종식 (안양대학교)
광고 기억의 뇌과학적 감성 요인
이승지 (울산과학기술원), 김주영, Glenna L. Read (University of Georgia), 김성필 (울산과학기술원)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사용자 경험 평가 척도 분석
김가영, 김구엽, 황동욱, 김현경 (광운대학교)
메타버스를 활용한 고령자의 미래 자동차 사용성 경험 및 공간 인지 특성
권주영, 주다영 (국민대학교)
채도와 명도가 색의 warm-cool 감성에 미치는 영향
이영주, 곽영신 (울산과학기술원)

세션 3: 4월 28일(목) 16:20~17:00
3A

좌장: 이동경 (우송대)

[기획]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구두)
3A.1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이슈

3A.2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발생시 법적책임

3A.3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3B

좌장: 김현경 (광운대)

VR/AR/메타버스 (구두)
3B.1

3B.2

3B.3
3B.4
3B.5

Usability of augmented reality interfaces based on transparency level and background condition
Muhammad Hussain, Jaehyun Par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yun K. Kim (Kwangwoon University), Jinwoo So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s of target size and error rate on biomechanical and cognitive load during
augmented reality interactions
Jeong Ho Kim, Kiana Kia (Oregon State University), Jaejin Hwang, In-sop Kim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Hakim Ishak (Oregon State University)
HMD 기반 가상현실 게임의 튜토리얼 유형 비교 분석
이유련, 김현경, 김구엽, 김가영, 이단비, 박선영, 이주완 (광운대학교)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험 가치 분석
박선영, 김현경, 이유련, 김구엽, 이단비, 김가영, 이주완, 조윤빈 (광운대학교)
화상회의형 메타버스 속 아바타-화상간 위치양립성 개선
이승연, 김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C

좌장: 이상원 (성균관대)

AI와 인간공학 (구두)
3C.1
3C.2

3C.3
3C.4

A Serendipity-based Recommendation System with Counterfactual Feature Exploration
Gyewon Jeon, Sangwo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A Critiquing-based Conversational Recommender System with Input Embedding of User
Feedback
Jieun Park, Sangwo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크로스모달 어텐션 기반 개인화 영화 추천 시스템
부상혁, 이상원(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비서의 부작용 효과 분석
이단비, 김현경, 김가영, 윤정인, 장혜민, 박선영 (광운대학교)

3D

좌장: 김원준 (동덕여대)

자동차인간공학1 (온라인)
3D.1
3D.2
3D.3
3D.4

군용 PPE 평가를 위한 동작 프로토콜 개발
홍유화, 이주연, 조예성, 박주연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차량 청각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 비운전 과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오민아, 송예인, 애드리안, 최민식, 왕차이, 윤명환 (서울대학교)
시야 차폐 상황이 차량 운전자의 의사결정 오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고찰
이상혁 (서울대학교)
운전자 얼굴 표정 딥러닝 분석 기반 운전자 감정과 주의집중도의 연관성 연구
허정, 김수연, 이중희, 송예인, 김성호, 윤명환 (서울대학교)

3E

좌장: 채영주 (충북대)

[기획] 패션테크놀러지와 고객경험 (온라인)
3E.1
3E.2
3E.3
3E.4
3E.5

온라인 패션쇼핑몰업체의 다채널 전략 사례 연구: 소자본 창업자를 중심으로
손미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패션제품 구매환경에서 광원의 상관 색온도와 조도가 소비자들의 색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문성우, 채영주 (충북대학교)
The Effect of Textile Electrode Configuration on the Bio-signal Sensing Performance
Hyun-Seung Cho, Jin-Hee Yang, Joo-Hyeon Lee (Yonsei University)
A study on the trend and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various Virtual Try-On models
박준석, 주다영 (국민대학교)
감성평가를 위한 스마트의류용 포토볼테익 텍스타일 개발
이유진 (연세대학교)

세션 4: 4월 29일(금) 10:00~11:40
4A

좌장: 정성재 (LG전자)

[LG 기획] 인간공학적 Physical User Interface (PRI) 연구 (구두)
4A.1

공항 안내로봇 화면의 터치 가용영역 도출 사례

4A.2

염정호, 이승준, 정성재, 이상혁 (LG전자)
뷰티 디바이스 관련 인간공학적 접근

4A.3

윤상훈, 서민지, 조성구 (LG전자), 유희천 (포항공대학교)
Digital Human Modeling을 이용한 Physical UI 연구

4A.4

정성재, 최광수, 조성구 (LG전자), 신원경 (한양대학교), 이장원 (선문대학교)
Mobile PUI 한 손 조작 사용성 연구: 키 위치 및 터치 인식 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오의택, 임지동, 서준호, 김성민, 이상혁 (LG전자)

4B

좌장: 임영재 (동의대)

UI/UX2 (구두)
4B.1
4B.2

4B.3
4B.4
4B.5

디지털 어포던스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 연구: 금융/카드사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정서윤,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VoC 데이터 기반 Data-informed UX 방법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UI 개선 연구, -Top-down 및
Bottom-up 접근법을 중심으로한지영, 김문정, 홍화현, 박중희 (현대오토에버)
디지털 치료 기기의 UX 이슈에 관한 사례 조사
김민주, 이재인, 김성희 (동의대학교)
신문기사에서의 UX에 대한 개념 조사
이재인, 김민주, 김성희 (동의대학교)
개발자 경험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방법론
이희영, 반영환 (국민대학교)

4C

좌장: 김정호 (오레곤 주립대)

인체역학2 (구두)
4C.1

4C.2

4C.3
4C.4

Evaluation of an Ergonomic Invention Demonstrates Reduced Low Back Loads Associated with
Commercial Dungeness Crab Harvesting
Jeong Ho Kim, Laurel Kincl, Kiana Kia (Oregon State University)
Using a smart chair to analyze sitting posture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Wookjae Lee, Wooji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기자극에 의한 근수축이 자율신경계와 색채 심리 반응에 미치는 효과
신화경, 노일수, 조해솔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수은 (계명문화대학교)
택배 근로자 배송 작업의 부하 정량화
김하영, 김슬기, 진상은 (부산대학교)

4D

좌장: 이종식 (안양대)

감성디자인콘텐츠/의류산업환경 (온라인)
4D.1
4D.2

4D.3
4D.4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광장공포증 치료 프로그램 제안
권필빈, 권주영, 주다영 (국민대학교)
자율주행 환경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경험을 통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 사례 분석
이채연, 한지혁, 주다영 (국민대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중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실패 요인 분석
양종훈, 권주영, 주다영 (국민대학교)
실감 콘텐츠 전시에서 관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포던스 요소 분석
김채윤, 유영조, 권지은 (상명대학교)

4D.5

AHP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구매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박유신, 서상혁, 민병찬 (한밭대학교)

4D.6

메타버스 패션쇼의 체험형 고객 경험 사례 분석
김진영, 주다영 (국민대학교)

4E

좌장: 김유진 (공주대)

[기획] 미래기술과 감성디자인 (온라인)
4E.1
4E.2
4E.3
4E.4
4E.5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매장의 브랜드 체험 비교 연구
이광호, 김유진 (공주대학교)
감성가치 증진을 위한 자동차 실내조명 시나리오
김태수, 이건표, 석현정 (KAIST)
메타버스 유형에 따른 사용시나리오 디자인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원종윤 (동명대학교), 이민구 (서울대학교)
고교생 대상 메타버스 가상학교 구축 교육을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 교육 방안 탐색
김현정 (경주고등학교), 이수민, 안채연, 이민구, 윤주현 (서울대학교)
기억의 재구성을 위한 콜라주시스템 디자인
양재희 (이화여자대학교)

세션 5: 4월 29일(금) 14:00~15:40
5A

좌장: 이동석 (LG CNS)

[LG 기획] 사용자 경험(UX, CX) 및 사용성(Usability) 연구 (구두)
5A.1

U+VR앱에서의 글씨 크기 가이드라인 도출

5A.2

김충식, 윤상섭, 안재명, 함준석 (LG유플러스)
UX 디자인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컨설팅의 융합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UX 기획

5A.3

이종명, 이동석 (LG CNS)
절대좌표 리모컨과 상대좌표 리모컨의 사용성 비교 평가

5A.4

김상래 (LG전자), 김윤성 (LG유플러스)
전사 Lighting UX Guideline 개발
이주환, 김재영, 강병기, 이상혁 (LG전자)

5B

좌장: 박규동 (광운대)

인간중심디자인 2 (구두)
5B.1

5B.2

5B.3
5B.4

가전제품의 촉각 감성 제고를 위한 정량적 평가 및 분석 체계 수립
김민재 (포항공과대학교), 김라연 (휴머노피아), 정영제, 전은진 (포항공과대학교), 김예진, 김한솔,
박재규, 도홍승 (LG전자),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Ergonomic User Interface (UI) Design of a New
Optical Brain-Machine Interface (O-BMI) System
Xin Cui, Hayoung Jung, Ha Lim Kim (POSTECH), Linqing Fe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Xiaopeng Yang (Handong Global University), Mingkang Li, Changhao Liu, Ruixue
Wang, Jiawei Han, Shaomin Zhang (Zhejiang University), Heecheon You (POSTECH)
벽걸이형 청각보조기기의 사용자 평가: 사용자 만족도 및 음질을 중심으로
박규동, 김현수, 곽소정 (광운대학교), 정범영 (포항공과대학교)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대학 창업교육 패러다임
김장길, 이종수, 장호원 (서울대학교)

5C

좌장: 정기효 (울산대)

자동차인간공학 2 (구두)
5C.1
5C.2
5C.3

자율주행 차량 내 인공지능 에이전트 음성의 선호도 조사 연구
박세현, 이슬찬 (경상국립대학교)
제어권 전환과 자율주행 상황 긴급도 기반 XAI 멀티모달 설명 인터페이스 개발
이상원, 조정민, 김상연, 전계원, 박지원, 부상혁, 정서윤, 홍정욱, 박지은 (성균관대학교)
Effects of virtual screen type on motion sickness during an NDRT in a highly automated vehicle
Kitae Hwang, Wooji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5D

좌장: 최미현 (건국대)

감성측정평가/심리생리/융합기타 (온라인)
5D.1
5D.2

5D.3

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니어의 사용성 평가 분석
서창희, 사호진, 권지은 (상명대학교)
Classification of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Walking Motivations during Familiar and
Unfamiliar Routs
Max Hassen, Eiji Onchi, Zhi Liu (University of Tsukuba), Muneo Kitajima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SeungHee Lee (University of Tsukuba)
후각자극에 따른 정서적 안정감과 작업기억 과제수행능력의 차이
고하은, 조은샘, 김종완 (전북대학교)

5D.4

빛의 조도와 기억 망각 간의 관계성에 대한 예비연구
이충원, 김진호 (공주대학교), 김보성(동의대학교)

5D.5

가상현실(VR) 체험의 시각적 피로도 저감 및 몰입도 향상을 위한 청각 사용자 경험 활용 방안
석정현, 권주영, 주다영 (국민대학교)

5E

좌장: 김성필 (울산과학기술원)

[기획] 사용자 감성 경험 평가 및 분석 (구두)
5E.1
5E.2
5E.3
5E.4
5E.5

자기장 유도에 의해 유발된 촉감의 유효성 평가
김형식, 김규범, 김예진, 최미현, 정순철 (건국대학교)
자연음과 비자연음 청각에 대한 뇌반응 패턴 비교
최윤주, 김성필 (울산과학기술원)
뉴스 추천 알고리즘의 AI 개입 정도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평가
조윤빈, 김두연, 강민석, 박형빈, 이유련, 김현경 (광운대학교)
물체의 모양이 무게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류태범 (한밭대학교), 박재현 (인천대학교)
Targeting automatic processes for healthy emotions
김상희 (고려대학교)

포스터 세션: 4월28일(목) 10:00 ~ 29일(금) 14:00
○ 포스터 규격: A1 사이즈 세로 방향
○ 포스터 Q&A 시간: 4월 28일(목) 17:30~18:00

w 인간공학회 포스터
좌장: 송영웅 (대구가톨릭대)
LG P.1
LG P.2
LG P.3
LG P.4
LG P.5

모니터 사용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AI 활용방
안 연구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키오스크 접근성 향

이은봉, 유대형, 이상혁 (LG 전자)
구상준, 이용덕, 이윤경, 이승돈, 이상혁

상 연구

(LG전자)

오프라인 매장 고객 행동 분석

윤상섭, 문희경, 신상욱 (LG유플러스)

Task Analysis 기반의 사용자 Pain point 도출에 대한

박재규, 박해림, 김미솔, 김효림, 강화영

연구
냉장고 사용씬에서 눈부심 밝기 기준 수립 및 인간공

(LG전자)
김재웅, 박재규, 정성우, 정윤희, 유찬양,

학적 사용성 개선

김예진, 김한솔, 김명석 (LG전자)
김명석, 박재규, 김예진, 김한솔, 김재웅,

LG P.6

인체치수기반 안마의자 제품 설계 가이드 연구

LG P.7

인간공학적 연구 기반의 핸디스틱 청소기 개발

유찬양, 정성우, 정윤희 (LG전자)
김미솔, 김효림, 박해림 (LG전자)

Effects of Mordanting, PCCS tones, and Physical
P.8

Colorimetric

Properties

on

Color

Sensation

Differences of Natural Persimmon-Dyed Fabrics by

Eunjou Yi (Jeju National University)

Light Sources
P.9

P.10

P.11

P.12
P.13
P.14

P.15

P.16

MZ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의 UX 조사

이재인, 김유민, 이다교, 임태연, 임영재

연구

(동의대학교)

1인 가구를 위한 대형마트 제품 나눔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임영재, 강윤아, 김은솔, 이재인 (동의대학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

Hyunji Keum, Changki Lee, Byeong Hee

Introduction

Won, Jeong Bae Ko, Jaesoo Hong (Korea

of

Excretion

Care

Robots

into

Long-term Care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외골격 로봇의 특성과 사용자 평가에 대한 연구동향

이경선, 최시영, 추지원, 김민선, 박용민

조사

(강원대학교)

도로 교통표지와 해상 교통표지의 비교평가

홍승권 (한국교통대학교)

산업용 외골격 로봇의 우선 도입을 요하는 근골격계

김범수, 권민성, 김성택, 최근령, 신종규,

부담작업 유형 검토

김상호 (금오공과대학교)
이경득, 김대웅, 유중현,

핫멜트 코팅사를 이용한 신발 소재의 통기성에 대한
생체역학적 평가 방안

신발의 미드솔 경도 및 구조물에 따른 족저압력 분석

정재민,

박경환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장지상 ((주)아셈스)
이경득, 김대웅, 유중현,

정재민,

박경환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전성표 (삼덕통상(주))

P.17
P.18
P.19
P.20
P.21

중장년층의 음성인식 기능 기반 키오스크 사용성 분석
원전 사고고장 데이터를 활용한 주제어실 운전원 지원
기능 도출
항공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 서비스 UX
비교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개발 방향
성 제안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공공전시관 사용자 경험
개선

이주완, 김현경, 이유련, 김주현, 곽소정,
오수빈 (광운대학교)
이현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지원, 이재인, 임영재 (동의대학교)
김성주, 이재인, 임영재 (동의대학교)
이보민, 류수경, 이재인, 임영재 (동의대학교)
김용민 (호서대학교), 유일선, 김원준

P.22

가상환경에서의 보행 분석에 관한 연구 동향

(동덕여자대학교), 김경빈, 윤명환 (서울대학
교)

P.23
P.24
P.25
P.26
P.27
P.28
P.29
P.30

소 사육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세트 설계에 관한 연구
농업기계 안전 반사장치 규격 제안 및 설치 가이드 설
계 연구
농업인 건강안전 통계 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3DSSPP를 이용한 외전과 내전 작업 시 신체 부하 평
가에 관한 연구
3D 카메라 스캐너를 통한 최적의 LED 마스크 가드 사
이즈 도출 연구
휠체어용 헤드레스트의 편리성 검증을 위한 휴먼 팩터
분석 연구

김인수, 채혜선, 박수인 (농촌진흥청)
김인수, 채혜선, 박수인, 김경란 (농촌진흥청)
박수인, 김인수, 채혜선, 김경란 (농촌진흥청)
김유창, 곽희제, 고명혁 (동의대학교)
서민아, 조상우, 윤범석, 이종하 (계명대학교)
조상우, 서민아, 윤범석, 이종하 (계명대학교)

HMD 착용이 목 움직임 정도에 따른 편안함에 미치는

이유신, 박동건 (부경대학교),

영향

최종민, 이승민,

자율주행 환경 내 운전자의 상황인식 수준 측정을 위

윤솔희

한 비주행 과업 분석 연구

대학교), 오수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용민 (호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다영

이재인, 김민주, 반지선, 오나윤, 임영재

P.3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학습 UX 방향 제안

P.32

웹 화면에서의 지도 장소 추천 서비스 UX 개선

이재인, 임소리, 임영재 (동의대학교)

사무용의자 구성 부품의 체압 분산 효과에 관한 실험

박재희, 김창의, 황이삭, 정세영, 유지원

연구

(한경대학교), 김기종 ((주)파트라)

P.33
P.34
P.35
P.36
P.37
P.38

AHP를 통한 퇴원 초기 장애인의 운동위험도 평가항목
가중치 분석

(동의대학교)

박지영, 강동헌, 은선덕 (국립재활원)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AI 소셜 로봇에 대한 사용자 태

윤별이, 정민주, 엘라, 하성윤, 김경빈,

도 평가 모델 연구

윤명환 (서울대학교)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기반 척수 장애 사용자를 위한

정우철, 이중희, 김성호, 이재인, 양은정,

오븐 설계

윤명환 (서울대학교)

위반형 오류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이용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체장애인-보호자-보건전문가 3자간 건강정보 공유시
스템 사용성 평가 연구

(연세

김주희, 호승희, 배영현, 김동아 (국립재활원)

P.39
P.40
P.41
P.42
P.43
P.44

COVID-19 극복주체의 신뢰도가 사회안전망 만족도에

한승조, 김규범 (국방과학연구소),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김세일 (충남대학교)

농촌 체험농장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 분석 연구

서민태, 김효철, 정원건 (농촌진흥청)

농업 운반 도구의 인간공학적 개선에 대한 인체부담
평가 연구
스마트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편리성에 대한
조사
종합병원에서의 환자들의 예약 대기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온라인 미팅 중 사용자 모션의 딥러닝 기반 분류 지원

w 감성과학회 포스터

서민태, 김효철, 정원건 (농촌진흥청)
이재인, 김나경 (동의대학교)
이재인, 김수연 (동의대학교)
김지현, 손호준, 이예성, 이정문, 김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좌장: 이종식 (안양대)
P.1

물체의 무게에 의한 팔 운동 시 나타나는 뇌 활성화 영
역에 대한 연구

P.2

공간적 사고가 증강현실 기반 시각화 과정에 미치는 뇌
파 특성 연구

P.3
P.4

P.5
P.6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시 사용자의 기대가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 의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P.8

김예진, 김규범, 김지수, 최미현, 김형식,

Binaural Beats가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순철 (건국대학교)

압전에너지 수확 의류의 에너지 효율과 착용 편의성에

이효정, 이윤희, 나영주 (인하대학교)

온라인 스포츠패션 시장에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김춘정 (연세대학교), 나영주 (인하대학교)

P.10

Development

P.13

of

Clothing-type

Wearable

Platform

김지수 (인하대학교), 김강화 (인터보그인
터내셔널), 나영주 (인하대학교)
Hyun-Seung

Cho,

Jin-Hee

Yang,

System for Biosignal-Monitoring

Joo-Hyeon Lee (Yonsei University)

면/폴리에스터 혼방 능직 셔츠 소재의 세탁 전후 외관적

문성우, 김지영, 이동민, 이민규, 정원경,

성능과 주관적 감각 평가

최종명 (충북대학교)

감과 쪽으로 염색한 대조색조 배색직물의 색채감성과

윤동화, 양영애, 안진현, 이은주 (제주대학

색채선호도

교)

반려견 패션 제품 사이즈 체계 개선을 위한 사이트 조
사 연구

P.14

양진희, 조현승, 이주현 (연세대학교)

코로나 발생이후 애슬레저웨어의 착용행동 변화

하이테크 감성 섬유 패션을 위한 감성 평가 기술

P.12

신수민, 한광희 (연세대학교)

정순철 (건국대학교)

P.9

P.11

최진경, 김주연 (숭실대학교)

김규범, 김예진, 김지수, 최미현, 김형식,

비가청 Binaural Beats의 θ파 유도 효과

관한 연구
P.7

최미현 (건국대학교)

노지현, 이희란 (금오공과대학교)

인지부하 환경에서 호흡방식이 생체신호의 변화에 미치

정주연, 박현미, 이영배, 강창기 (가천대학

는 영향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