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SEC-30 & GPVC 2020 참석자 사전 안내문]
PVSEC-30 & GPVC 2020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정
부 지침을 준수하며 학회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 운영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유의사항에 참석자 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37.5 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가일 14 일 이내 해외 방문한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와 접촉하신 분은
입장 불가 합니다.

학회장 입장 시 및 입장 후 유의사항.
1. 학회장 입구에서 화상카메라로 체온 체크 및 개인별 문진표 작성 완료 확인 후 행사장
입장 가능 합니다.
2. KF94 마스크 필히 착용 후 행사장 입장, 행사장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하셔야 합
니다.
3. 학회장 내 식음료 취식 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및 3 인 이상 모임은 지양하여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4. 학회장 내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 및 세면장에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자주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PVSEC-30 & GPVC 2020 학회장 입장 절차
학회장 도착 전, 당일 문진표 작성 및 QR코드 화면 캡쳐
1. 학회 당일 아침 7시 30분 문자 문진표 URL 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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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완료.
2. 생성된 QR코드 화면 캡쳐
 학회 기간 중 매일 문진표 발송,

학회장 입구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확인
1. 열화상 카메라 발열 체크 : 37.5도 이상 시 입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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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진표 확인용 리더기에 캡쳐된 QR코드 스캔
3. 확인 완료 후 Daily 스티커 부착.
 Daily 스티커 미확인 시 학회장 입출입시 마다 문진표 확인
리더기에 QR 코드 스캔 필요.
등록데스크에서 명찰 및 KIT 수령 후 입장.
1. QR 코드 스캔 후 명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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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T Desk 에서 KIT 수령
3. 명찰 패용 및 스티커 확인 후 입장.
 등록비 현장결제자는 현장등록 데스크에서 결제 완료 후
명찰 출력 가능.
명찰과 함께 제공되는 사항
1. KIT Coupon : Eco Bag, Proceedin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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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KIT (마스크, 손세정제 등)
2. Coffee Coupon : 아메리카노 1잔 교환 가능, 1층 던킨 도넛
3. Luncheon Discount Voucher : 3층 Delizia 뷔페 식당

PVSEC-30 & GPVC 2020 오시는 길 (제주 ICC)
주소: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ㅣ 전화: 064-735-1000

자차 이용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주차장 이용  무료 입출차 가능
(네비게이션: ICC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중교통 이용
600번 버스 20분 간격, 약 1시간 소요, 편도 4500원
탑승장: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쪽 정거장 탑승.

모든 참석자 분들은 3층 학회장으로 입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Wi-Fi : Jeju Free Wi-Fi 로 접속, 비밀번호 없음

학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reg@pvsec30.com 또는 02-6956-8138 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