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EAM ACADEMY>
2019 SUMMER PROGRAM FOR CONNECTED AI
경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D.REAM(Design. Real Experience for All Mankind) ACADEMY 의 2019 Summer Program for
Connected AI 는 HCI/UX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 디자인의 원칙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다가오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2019
D.REAM ACADEMY의 주제는 ‘Connected AI’입니다. 알파고 이 후 인공지능은 일반 대중 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보편적 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한 사람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던 역할에서 더
확장되어 이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서로 연결되는 인공지능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기획한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이 2019 D.REAM ACADEMY의 목표입니다. 창업 혹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HCI/UX 분야 관련 기초 내용을 학습함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HCI Lab의 현재 진행 프로젝트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HCI/UX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HCI/UX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께도 HCI/UX 원리 학습과 팀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후원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를 위한 경험공학' 한국 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한국 HCI 학회(http://hcikorea.org)
주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Plus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 협동과정

연세대 HCI Lab (http://hci.yonsei.ac.kr/)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인간과 로봇 연구센터(ICONS)
( https://icons.yonsei.ac.kr)

1. 교육 목표
Dream Academy Summer Camp 2019 은 ‘Connected AI 서비스 기획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험 디자인을 궁금해하는 학생 & 일반인들에게 디자인, 기술, 경영, 인문학, 과학을 토대로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제시합니다.
1

진정한 경험을 찾는 아이디어의 발상과 이를 구현할 경험 디자인 방법론 학습

2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HCI/UX 분야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

3

HCI/UX 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에 활용

2. 모집 대상
Dream Academy Summer Camp 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1

경험디자인의 원리와 절차를 진지하게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2

경험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 둘이 융합된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

3

HCI/UX 분야에서 벤처 창업 기획/기술/디자인 등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

3. 수업료 및 특전
Dream Academy Summer Camp 수강을 위한 수업료와 참여 시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료 : 없음

2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D.REAM Society member 들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한 지도

3

10주 과정 수료 전원에게 한국 HCI 학회 Dream SIG 명의의 수료증 발급

4

완성된 결과물을 HCI 관련 학회에서 발표할 시 참가비를 지원

4. 세부 일정 및 장소

Dream Academy Summer Camp 교육은 총 10 주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5월 6일 ~ 5월 31 일

: 제공된 양식에 따라 지원서와 성적 증명서를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은 합격자 선정에만 참조하며,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원자 선정 이후 폐기합니다.
* 성적 증명서 제출은 수강 과목을 선발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선발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선발
이후 전량 폐기됩니다.
지원서 링크
https://www.cognitoforms.com/YonseiUniv/_2019DREAMAcademySummerCamp
2

1차 합격자 발표 : 2019년 6월 4일

3

2차 서류 마감 : 2019년 6월 12일

4

2차 합격자 발표 : 2019년 6월 17일

5

오리엔테이션 : 2019년 6월 21일

6

정규 프로그램 기간 : 2019년 6월 24일 ~ 2019년 8월 31일

월 13:30-16:00 김진우 교수님 강의 / 수 10:30-12:00 외부 강사 특강 / 금 18:00-20:00 프로젝트 발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은 행복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Dram Academy 의 멘토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Join Us!

Dream for Connected AI

기타문의 : d.ream.academy.sc@gmail.com 또는 HCI Lab 자유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