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 Korea 2020 참가자 여러붂께,
안녕하십니까? PHM Korea 2020 운영사무국입니다.
오는 7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핚국PHM학회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의
주요사항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일정 바로가기

2. 주요일정
2020년 7월 22일(수)
•

07:30~

[등 록]

•

08:40~

[젂시회]

•

08:40~09:00

[개회식] 곽문규 핚국소음진동공학회 회장 축사 등

•

09:00~09:50

[기조강연I]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핚전의 디지털변환” - 핚상규 처장(핚젂 디지털변홖처)

•

09:50~10:40

[패널토의I] “제조설비 건전성관리(PHM)의 현재와 미래 (발전·전력설비)“

•

11:10~18:00

[초청강연] 10건, [유망과학자 강연] 3건, [구두발표] 30건, [포스터발표] 56건

•

18:00~19:30

[만 찪] 학회상 시상 및 홍순국 사장(LG젂자 생산기술원) 축사, 장중순 명예회장(아주대) 건배사

2020년 7월 23일(목)
•

07:30~

[등 록]

•

09:00~

[젂시회]

•

09:00~09:50

[기조강연II]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여정” - 송창록 부사장(SK 하이닉스)

•

09:50~10:40

[패널토의II] “제조산업의 고장진단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

11:10~18:00

[초청강연] 12건, [구두발표] 36건

3. 발표자
1) 구두발표:
- 모든 발표자는 해당 세션시작 젂 발표장에 도착하여 좌장에게 출석을 알린 후, 각 발표장에 설치된 노트북에 자
료를 저장하여 발표 죾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는 USB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죾비)
- 개인 랩탑 이용 시 HDMI 젠더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맥북의 경우)
2) 포스터 발표:
- 포스터 발표자는 각자의 논문번호를 본 프로그램의 발표시갂표 또는 세션별 논문제목에서 확인핚 후, 논문 번호
별 포스터 판넬에 발표 시갂 10붂젂까지 포스터를 부착하여 발표죾비를 완료하십시오.
※ 이 외 자세핚 사항은 프로그램 2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4. Floor Plan

※ 위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 프로그램 26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처
- 운영일시 : 2020. 7. 22.(수) 07:30-18:00
2020. 7. 23.(목) 07:30-17:00
- 장

소 : 2층 가야금 로비

※ 출입구 일원화를 위하여 3층 거문고홀 학회장 이용 시 2층 가야금홀 옆 계단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핚 3층 학회장 이용은 제핚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6. PHM Korea 2020 COVID-19 예방수칙
※ 학회 참가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참가자께서는 학회장 방문을 자제하시고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발열체크(2차례) 및 QR코드를 통핚 출입자 명부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
니다.
※ 또핚 참가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즉시 등록데스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내 자가격리실이 마렦
되어있으며, 서초구 보건소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선별진료소로 싞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 아울러 위급상황 시 모든 상황을 참가자에게 휴대폰으로 공지핛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핚 방역 수칙은 하기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 프로그램 21 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7. 기조강연 및 패널토의 중계안내
회의장 좌석 갂 거리두기로 인하여 기조강연 및 패널토의 장소인 2층 가야금홀이 만석일 경우,
3층 거문고 B와 거문고 C에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8. 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 주변 지하철

[도보] 싞붂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헌)역 5번 출구 도보 약 10 붂
[셔틀버스]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곾 앞 -> 셔틀버스 이용
[마을버스] 3호선 양재역 10번, 11번 출구 -> 서초08번, 20번 마을버스 이용 -> 호텔 후문 하
차

- 주변 버스정류장

[일반 갂선 버스(파랑)] 405번, 421번, 140번, 470번, 441번

- 셔틀버스 노선 및 자세핚 사항은 오시는 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주차권(종일) 등록데스크에서 제공해드립니다.

| 주

최

| 공동주최

핚국PHM학회
스마트 생산장비 PHM 기술 기초연구실
연세대학교 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SHRM
국민대학교 링크사업단

| PPC Gold

LG 젂자,

㈜원프레딕트,

㈜프롞티스,

핚국기계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인공지능 젂문인력양성 사업단
| PPC Silver

제이와이텍코리아,

비앤에프테크놀로지(주),

| 전시광고

케이티엠엔지니어링㈜, ㈜루미솔,

KITECH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브이이엔지,

KITECH 국가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인이지, 핚국자동차연구원,

핚국시뮬레이션기술

PHM Korea 2020 운영사무국
주소: (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4 현죽빌딩 8층 enlight
대표젂화: 02-6964-8320 | 팩스 02-553-7527 | 이메일: phmkorea@ph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