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웹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일시: 10월 17일(금)
장소: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 홀(B2)

Track1 Track2 Track3

시간 B2-1 (400) B2-2 (400) B2-3 (400)

09:00-09:30 등록 및 입장

09:30-10:00 한국 웹20주년 기념 행사
(HTML5융합기술포럼, 미래창조과학부)

10:00-10:50 전문가 패널1: 글로벌 웹의 역사와 미래
(사회: 김국현, 브렌단 아이크, 하콤 비움리)

10:50-11:30 전문가 패널2: 한국의 웹: 웹코리아와 구루
(사회: 김용운, WWW-KR OB)

11:30-13:00 점심 식사

주제분류 CSS 및 UX (통역) 웹 서비스 서버 웹 기술

13:00-13:30 1 CSS의 미래
(하콤 비움 리, Opera) 패널토의: 한국의 웹 검색

(사회: 전병국, 검색엔진마스터 대표)

웹 앱을 지탱하는 차세대 기술
(김민태, 엔씨소프트)

13:30-13:50

2 소소하고 재미있는 웹 UX
(임정화, 다음카카오)

Node.js 현황과 베스트 프랙티스
(변정훈, SK플래닛)13:50-14:00 웹 저작권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윤종수, CCKOREA/법무법인 세종)

14:00-14:15
3

Pure CSS Drawing (윤원진, NTS)
소셜 웹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더 빠른 웹을 위해: HTTP/2
(이응준, 네이버랩스)

14:15-14:30 코딩하는 디자이너 (강동욱,  DXD/바풀)

14:30-15:00 휴식

주제분류 마크업 및 스크립트 (통역) 웹 플랫폼 웹 접근성

15:00-15:30 4 자바스크립트의 미래
(브렌단 아이크, Mozilla)

패널 토의: 웹 2.0과 웹 플랫폼의 미래
사회: 윤석찬, 다음카카오,
염동훈 AWS Korea 대표

한국에서 웹 접근성 뿌리 내리기
(장성민, KWAG/잡코리아)

15:30-15:40

5 HTML5 이후의 변화들
(다니엘 데이비스, W3C)

다음카카오  PC/Mobile 웹 접근성 개선 사례
(최재성, 다음서비스)15:40-15:50 오픈 웹 운동의 의의

(김기창, 오픈넷)

15:50-16:00

인터넷 뱅킹/결제의 변화와 대응
(사회: 김기영, 안랩)16:00-16:30 6 라인 모바일 웹앱 개발 사례

(차기용, 라인플러스)
웹 워크플로우 베스트 프랙티스

(김태훈, NTS)

16:30-16:40 휴식

주제분류 미래 웹 기술 미디어 웹 웹 게임/그래픽

16:40-17:10 7 네이티브 웹앱 기술 동향 및 전망
(이원석, W3C System App WG의장/삼성전 패널토의:  미디어 웹 서비스 점검

(사회: 명승은, 벤처스퀘어)

모바일용 HTML5 게임 성능 최적화
(임상석, SK플래닛)

17:10-17:30

8 시맨틱 웹과 Linked Open Data
(김학래, OKFN/ 삼성전자)

WebGL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이준호, NTS)

17:30-17:40 웹20년과 한국 정치
(조현욱, 전 국회의원 보좌관)

17:40-18:10 9 IoT/WoT 플랫폼 기술 동향 및 활용 사례
(이순호, 달리웍스)

한국 웹 서비스 역사 파헤치기
(민윤정,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HTML5 게임 플랫폼 및 개발 방향
(정창진, 마상소프트)

18:10- 폐회 및 경품추첨

※ 본 행사 홈페이지는 http://www20.kr 이며, 자세한 행사 프로그램 및 연사 소개 이벤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사 등록은 10월 8일(수) 부터이며,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참가비 9,000원으로 한국 웹 발전을 위해 (사)HTML5융합기술포럼에서 사용합니다.
※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html5forum@html5forum.or.kr 을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20.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