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at Conference
2018
2018.10.11(목)
10:00~17:00

행사개요
명칭 Korea Sat Conference 2018
주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KTSAT 공동 주최
목적 급변하는 위성사업 미래변화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의견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 위성시장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연관분야 확장을 위한 컨퍼런스를 추진 하고자 함
테마 4차산업 시대와 위성의 결합
장소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 라온)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10:00~17:00

참가신청

GO

※ 행사장의 제한된 좌석으로 인해 반드시 사전에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승인 후, 확정 이메일 송부예정)
※ 현장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추후 기록,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09:00~10:00

참가등록

10:00~10:10

장내 정리 및 내빈 소개

10:10~10:30

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KARI/ETRI

10:30~10:40

개회사

우주기술협회장/KTSAT

세션 1

국내 우주산업 발전방향 및 글로벌 이슈

10:40~11:00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0~11:20

국내 우주/위성 기술개발 현재와 미래

KARI

11:20~11:40

우주탐사 “화성 식민지 건설계획”

SpaceX

11:40~13:00

장내정리 및 중식

세션 2
13:00~13:30

4차 산업혁명, 위성 산업의 역할 확대
KTSAT 위성 솔루션 전략
- Preparing for New Era -

13:30~14:10

KTSAT

4차 산업시대와 (위성)서비스 발전 방향
Part 1: 블록체인과 위성서비스 발전 방향

KT

Part 2: 위성 기반 해양플랫폼의 미래

KT

14:10~14:30

5G 시대와 위성서비스

ETRI

14:30~15:00

Coffee break

세션 3
15:00~15:20

우주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2018 글로벌 위성비즈니스 트렌드
- The change of space industry paradigm -

SATConsult

15:20~15:40

우주여행 서비스 계획

Blue Origin

15:40~16:00

위성산업 변화에 따른 Ground System의 진화

Intellian

16:00~16:20

글로벌 발사서비스 시장의 발전 방향

Arianespace

16:20~16:40

글로벌 위성 신기술 트렌드

Thales Alenia Space

16:40~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의 주제 및 발표자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OCATION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8
지하철 :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 도보 3분
버스 : 100, 105, 152, 202, 261, 407, 2014, N30 을지로6가,국립중앙의료원 하차
※지하철 5호선 이용시 유의사항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공사로 인해 12번 출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을지로 4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12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예전 KT 을지전화국 자리에 개축된 호텔이며,
KT그룹에서 정보통신(ICT) 기술에 기반한 최첨단 호텔을 목표로 ’18.7월 개관했습니다.

주최
문의처 : Korea Sat Conference

담당자 : su.hwangbo@k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