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접근성 국제 컨퍼런스

- 글로벌 정보접근성 정책과 전망 -
- Global ICT Accessibility Policies and Prospect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Accessibility)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B2)

일시 : 8월 5일 (금) 14:30 ~ 18:00 
Date :  Fri.  August 5, 2016, 14:30~18:00

Venue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B2)   

세부 프로그램 (Topics)시간 (Time)

짐 카터 교수 (사스캐춘大, 캐나다)
Jim Carter (Professor, Universty of Saskachenwan)

이종영 상무 (구글 안드로이드팀)
Jongyeong Lee (Head of Android Partner Engineering, Google Inc)

장성민 팀장 (SK플래닛 UI 개발팀) 
Sungmin Jang (Director, SK planet)

데니스 쉔 소장 (프랑스텔레콤 Orange)
Denis Chene (Director, Orange) 

김현경 박사 (삼성전자 책임 연구원) 
Hyun K. Kim (Senior UX researcher, Samsung Electronics)

성영한 대표이사 (HBI 기술연구소) 
Sung Yonghan (CEO, HBI)
         

   
사회 : 김지인 교수 (건국대)
Moderator : Jee-In Kim (Professor, Universty of Konkuk)

14:00∼14:30 (30’)

14:30∼14:35 (05’)

14:35∼15:00 (25’)

15:00∼15:20 (20’)

15:20∼15:40 (20’)

15:40∼15:55 (15’)

15:55∼16:15 (20’)

16:15∼16:35 (20’)

16:35∼17:00 (25’)

17:00∼17:15 (15’)

17:15∼17:50 (35’)

17:50∼18:00 (10’)   
   

참석자 등록 (Registration)
 
축사 : 미래창조과학부 
Opening / Welcome remarks(MSIP)

기조연설 : 모두를 위한 접근성
Keynote speech : Accessibility is needed for all of us

안드로이드의 접근성 기능 소개
What’s new in Android Accessibility

SK플래닛의 웹 접근성 전략
Web Accessibility Strategy of SK

< 휴 식 > (Coffee Break)

모두를 위한 스마트 기기 디자인 방법
Design for All interface on a smartphone device

삼성전자 접근성 개선 활동
Activities for Improving Accessibility 
in Design of Samsung

예제로 보는 아리아 (ARIA) 사례집 제작 발표
Introduction of ARIA case studies by examples
 
< 휴 식 > ( Coffee Break )

패널토의 : Jim Carter (기조연설), Denis Chene (발표자)
김석일 교수 (충북대),  장선영 대표 (SNC Lab)
미래창조과학부
Panel discussion : 
Jim Carter (Professor, Universty of of Saskachenwan) 
Denis Chene (Director, Orange)
Sukil Kim (Professor, Universty of Chungbuk) 
Sunyoung Jang (CEO, Snclab)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폐회 (Closing)

＾

＾

함께하는 우리, 장애없는 정보세상
Inclusive Society Making Accessible ICT Enviro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