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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체험전시

국가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례

Universal Design Policies and Examples by Country

2019.11.21 - 22

2019.11.22 13:00 ~ 17:15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개회식 일시 : 2019.11.21 10:00
국회의원 장정숙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오는 11월 21일부터 22일 까지

프로그램 1.

체험전시 개회식 일정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및 전시·체험”을 개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관련 국제세미나 및 전시·체험을 통해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가와

2019.11.21 (목)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

시간

내용

10:00

개막식 개회

10:03 ~ 10:05

전시회 현황보고

10:05 ~ 10:09

개회사

10:09 ~ 10:25

축하말씀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고 이번 행사에 부디 참석해주셔서

10:25 ~ 10:28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8 ~ 10:48

전시장 투어 및 VR휠체어 체험

10:48 ~ 10:50

폐회

10:55 ~ 11:15

간담회 진행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착 및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으로서의 대국민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하여 본 행사를

2019년 11월
국회의원 장정숙 일동

프로그램 2.

국제세미나 일정

2019.11.22 (금)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시간

내용

13:0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05

환영사 및 안내 말씀

14:05 ~ 14:30

개회사 및 축사

14:30 ~ 15:00

기조연설

15:00 ~ 15:30

주제발표 1 (일본)

15:30 ~ 16:00

주제발표 2 (벨기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 영 준 Ko Young Jun

Universal Design Policies and Practices in Japan
스가와라 마이코 Maiko Sugawara

Universal Design as Quality Engineering of
Human-Made Environments
휴벌트 프로이안 Hubert Froyen

16:00 ~ 16:15

휴식

16:15 ~ 16:45

주제발표 3 (한국)

Universal Design에서 AI의 역할

16:45 ~ 17:15

주제발표 4 (한국)

UD, 사회통합환경으로의 변화

17:15

폐회

신 창 식 Shin Chang Sik

김 인 순 Kim In Soon

찾아오시는 길

국회둔치
주차장

운동장

여의2교(파천교)

국회의사당

후생관

의원회관

6번출구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북문

서문

남문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의원동산

동문

마을 영등포 10
간선 153, 162, 260, 362, 461, 463

의정관

지선 5615, 5618, 6623, 7613
공항 6030

국회정문

9 국회의사당역

한강
시민공원

서강대교

광역 10(부천), 70-2(부천), 108(고양), 1002(김포),
7007-1(광주), G7625(파주)

1번출구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국회 경내에는 공무차량과
장애인 등 보호대상차량에 한하여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국회 참관객 차량은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