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RAMOS 2020 안내문
NVRAMOS 2020 워크샵에 등록해 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NVRAMOS’20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안전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워크숍
참석은 소수의 위원만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ZOOM을 통하여 워크숍 참석을 권장하며,
행사와 관련된 주요 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온라인 zoom 접속 정보
1일차 22일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

/

2일차 23일자 운영 ZOOM으로 운영

-오프라인 발표: 프로젝트 화면을 ZOOM으로 공유하여 송출
-온라인 발표: zoom화면 및 음성을 회의장 프로젝트와 스피커로 출력
-질의응답: 채팅 창 이용
2. 아래와 같이 zoom 회의를 생성하였습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pusan.zoom.us/j/89212048362?pwd=c091dU5TNUtldk1VRzZPc1Z1NUhYdz09
회의 ID: 892 1204 8362

암

호: 507810

3. 주의사항
-미팅에 참여하기 전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시고, 오디오 및 비디오 설정을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USB로 연결된 헤드셋 또는 이어폰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께서는 세션 동안 1:1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참석자가 질문을 원할 경우 공지사항에 ‘확대/축소 미팅에서 손을 드는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워크샵 등록 안내
결제를 마친 사전등록자께서는 행사장 도착 후 2층 피오니 룸 앞에 준비된 워크샵 등록 데스크에서 확인 후 워크샵
패키지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자께서는 등록 데스크에서 등록비 결제를 부탁 드립니다.
5. 워크샵 장소 안내: The Westin Chosun Busan 2층 피오니 룸
6. 워크샵 조식/중식 안내
(1) 조식 장소: 1층 까멜리아, 06:30~10:00 이용가능 쿠폰 제공 예정, 식사메뉴: Breakfast Buffet
(2) 중식 장소: 2층 피오니 룸, 회의장에서 도시락 제공
7. 워크샵 연회 안내
22 일(목) 18:00 에 워크샵 연회를 개최합니다. 참석 대상은 일반 등록자이며, 연회 장소까지는 도보로 이동 예정입니다.
8. 학회 등록증 발급 안내
온라인 참석자께서는 학회 참가등록증만 발급 가능하시며, 추후 이메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과학회 문은정 과장님 ejmoon@kiise.or.kr /단국대학교 김도희 kawaiidh@hanmail.net)
9. 발표자료 관련 안내
워크샵 프로그램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 워크샵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연사의 요청에 의해
발표자료가 게시되지 않거나 게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igfast.or.kr/nvramos/nvramos20/
10. 워크샵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김도희 사원 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mail: kawaiidh@hanmail.net, TEL: 031-8005-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