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 제 20-0702 호                                                      2020. 07. 02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홍보, 마케팅 관계자 

제    목: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0』 온라인 컨퍼런스 참가 검토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5 년부터 개최된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는 PLM 에 대한 이슈 

및 성공사례, 구축 사항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해마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올 해로 16 회째를 맞는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0’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조 

엔지니어링 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 분야가 침체되었고, 교육을 비롯해 

일상적인 생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4. 그럼에도 4 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스마트공장, 산업 IoT,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AI) 등이 올해도 PLM 과 

스마트 제조를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 현황, 성공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처음 시도되는 PLM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하셔서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사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행사 일정 안내  ----- 

 

■ 행    사: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0 

- 뉴 노멀 시대의 스마트 제조 플랫폼과 혁신 기술 

■ 일    시: 2020. 9.16(수) ~ 17(목), 낮 12 시 30 분 ~ 오후 6 시   

■ 장    소: 온라인(www.plm.or.kr) 

■ 주    최: 한국 CDE 학회, 캐드앤그래픽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주    관: 한국산업지능화협회(구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PLM 기술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산업지능화협회장  

직 인 생 략 

http://www.plm.or.kr/


   

 

 

◈ 행사 개요 ◈ 

1. 행사: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0 

- 뉴 노멀 시대의 스마트 제조 플랫폼과 혁신 기술 

 

- 키워드 : #PLM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트윈 #플랫폼 #CAD_CAM_CAE #스마트제조 

#스마트팩토리 #산업 IoT #인더스트리 4 #인공지능 #AI #AR #VR #클라우드 #블록체인 #베스

트프랙티스 #제조 IT #엔지니어링 IT #성공전략 #트렌드 #4 차산업혁명 #융합기술 #가상화 

 

2. 일시: 2020 년 9 월 16 일(수) ~ 17 일(목), 낮 12 시 30 분 ~ 오후 6 시 

3. 장소: 온라인 (www.plm.or.kr) 

 

4. 목적 

⚫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계의 Time-to-Market 을 위한 PLM 보 

제공 

⚫ CAD 및 PLM 솔루션 구축 성공 사례와 제반 여건 소개 

⚫ 경쟁력 있는 우수 솔루션 소개 및 신기술 정보 제공 

⚫ 스마트공장과 ICT 결합을 위한 기술 트렌드 및 융합 전략 발표 

 

5. 세션 구성: 발표 시간(30 분 내외) 

- 업체의 단순 솔루션에 대한 소개 보다는 실제 성공적인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CAD 와 PLM 분야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 제시 

-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관련 ROI 극대화 전략 

및 신기술 발표 

- 해외 트렌드나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하실 분야별 유명 인사 초청 적극 권장 

 

6. 참가 대상 

⚫ 자동차, 항공, 조선, 전기, 전자, 소비재, 중공업 등 제조/엔지니어링 업계 전반의 

IT 담당자 

⚫ SMB 업계의 핵심 IT 관계자, IT 컨설팅, 아웃소싱 회사 등 

⚫ IT 솔루션벤더: CAD, PDM, CAE, VR/AR, IoT 등 스마트제조 관련 솔루션 공급사 

 

7. 컨퍼런스 주요 내용 

가. 국내외 캐드/PLM/스마트제조 솔루션 시장현황 및 전망 

  나. 국내외 캐드/PLM/스마트제조 솔루션 구축 사례 소개 

  다. 캐드/PLM/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솔루션 및 제반 기타 기기 및 솔루션 소개 

 

◈ 문의 : PLM 컨퍼런스 사무국 02-333-6900 plm@cadgraphics.co.kr  

행사 개요 

http://www.plm.or.kr/
mailto:plm@cadgraphics.co.kr


   

 
 

 

 

1. 세션 계획 

뉴 노멀 시대의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및 PLM 기술 트렌드 소개  

솔루션 소개보다는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성공사례 중심의 발표를 통해 참여 

고객들에게 스마트 제조를 위한 혁신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세션으로 구성. 

 

(1) 기조 발표 

- 주제에 맞는 최신 트렌드 소개 통해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비전 제시  

- PLM(제품수명주기관리) 전반에 걸쳐 최신 트렌드와 국내외 동향에 대한 발표 

- 국내외 유명 또는 주요 인사 초빙 

- PLM 에 대한 성공사례 및 기술 발표 

 

(2) 발표 세션 

- 스폰서 급 이상으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체에게 행사 내 자사의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세션을 배정(후원금, 신청 선착순에 따라 공정히 배분) 

 

2. 부스 계획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부스 제작 및 

참여는 없습니다.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활동에 주력 

 

3. 컨퍼런스 키트 제작  

- 참가자들에게 행사소개용 PDF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행사용 팜플렛에 광고 게재(스폰 규모에 따라 다름) 

- 협찬 종류 및 신청 선착순에 따라 제공 

 

4. 홍보 계획 

- PLM 컨퍼런스를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협찬 종류 및 신청 선착순에 따라 제공 

 

 사전 홍보 : PLM 홈페이지에 소개, 사전이벤트, 뉴스레터 발송, 관련 미디어 

소개 

 온라인 행사 :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 및 행사 팜플렛에 광고 등으로 

소개(스폰 규모에 따라 다름) 

 사후 홍보: 발표 내용을 캐드앤그래픽스 잡지 및 관련 미디어 소개, 

온디맨드 서비스, 네이버 TV/유튜브 등에 영상 게재, 후기 이벤트 등 

프리뷰 홍보 : CNG TV 인터넷 방송으로 대담 형식의 사전행사 진행 예정 

  

행사 계획 



   

 

2020 년 9 월 16 일(수) ~ 17 일(목) _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9 월 16 일(수) 

시간  내용  

12:30 ~ 13:30  등록  

13:30 ~ 13:40  인사말 

13:40 ~ 14:10  발표 1 

14:15 ~ 14:45  발표 2 

14:45 ~ 14:55  휴식 시간 

14:55: ~ 14:55  발표 3 

15:30 ~ 16:00  발표 4 

16:00 ~ 16:10  휴식 시간 

16:10 ~ 16:40  발표 5 

16:15 ~ 17:15 발표 6 

17:15 ~ 17:30 설문작성 및 맺음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월 17 일(목) 

시간  내용  

12:30 ~ 13:30  등록  

13:30 ~ 13:40  인사말 

13:40 ~ 14:10  발표 1 

14:15 ~ 14:45  발표 2 

14:45 ~ 14:55  휴식 시간 

14:55: ~ 14:55  발표 3 

15:30 ~ 16:00  발표 4 

16:00 ~ 16:10  휴식 시간 

16:10 ~ 16:40  발표 5 

16:15 ~ 17:15 발표 6 

17:15 ~ 17:30 설문작성 및 맺음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일차 : PLM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 사례 & 플랫폼 전략 

2 일차 : 스마트 제조를 위한 신기술과 솔루션(언택트 기술, 산업 IoT, VR/AR, AI, 클라우드, 

융합기술 등)  

아젠다 



   

 

 

◈ 신청서, 발표 접수 ◈ 

 

• 참가 및 발표 신청 접수 

  [1 차 마감] 2020 년 7 월 24 일(금) 까지 

[최종 마감] 2020 년 8 월 7 일(금) 까지 

*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강의 원고 및 자료 접수 마감 

[1 차 마감] 2020 년 8 월 26 일(수) 까지 

[최종 마감] 2020 년 9 월 2 일(수) 까지 

 

•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  

2020 년 9 월 16 일(수) ~ 17 일(목), 오후 12 시 30 분~6 시 예정 

 

◈ 신청 절차 ◈ 

•공문 제일 뒷장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plm@cadgraphics.co.kr) 

로 신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 ◈ 

업체 발표는 유료로 진행, 참가신청서 접수 후 10 일 이내 전액 또는 계약금(50%) 

입금 (최종 완납 : 8 월 31 일(월) 이전까지) 

 

• 세금계산서 발행 

참가신청서 접수 후 계산서 받을 담당자 메일 주소와 연락처, 신청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메일로 제출 

 

• 참가비 납부 : 신한은행 100-032-697194 (예금주 : (주)이엔지미디어) 

(온라인 송금 시 업체명 기재바라며, 확인 및 연락 바랍니다.) 

 

◈ 문의 안내 ◈ 

• 문 의: PLM 컨퍼런스 그래픽스 사무국 

• 전 화: 02-333-6900      

• 팩 스: 02-774-6911 

• 메 일: plm@cadgraphics.co.kr 

  

주요 일정 안내 

mailto:plm@cadgraphics.co.kr
mailto:plm@cadgraphics.co.kr


   

 

 

참가 형태 제공 내역 
협찬금 

(부가세별도) 

플래티넘 

∙ 행사 공식 후원업체 명칭 게재 (홍보물, 홈피 배너) 

∙ 기조발표 1 개 제공 (30 분) 

∙ 업체 또는 고객사 발표 2 개 제공 (30 분) 

∙ 종료 후, 전체 등록자 리스트제공(2 일) + 프리뷰(1 일) 

∙ PLM 홈페이지에 참가사 배너 광고 게재 (1 년) 

∙ 등록시간 및 발표 전 Break Time 홍보 영상(이미지) 송출 

∙ 행사 가이드 PDF 파일에 광고 게재 

∙ 캐드앤그래픽스 잡지 광고(내지) 1P 서비스 1 달 게재 

1,000 만원 

골드 

∙ 행사 공식 후원업체 명칭 게재 (홍보물, 홈피 배너) 

∙ 업체 또는 고객사 발표 2 개 제공 (30 분) 

∙ 행사 종료 후, 발표양일 해당 등록자 리스트 제공 (2 일) 

∙ PLM 홈페이지에 참가사 배너 광고 게재 (1 년) 

∙ 등록시간 및 발표 전 Break Time 홍보 영상(이미지) 송출 

∙ 행사 가이드 PDF 파일에 광고 게재 

800 만원 

실버 

∙ 행사 공식 후원업체 명칭 게재 (홍보물, 홈피 배너) 

∙ 업체 또는 고객사 발표 1 개 제공 (30 분) 

∙ 행사 종료 후 발표양일 해당 등록자 리스트 제공 (2 일) 

∙ PLM 홈페이지에 참가사 배너 광고 게재 (6 개월) 

∙ 등록시간 및 발표 전 Break Time 홍보 영상(이미지) 송출 

∙ 행사 가이드 PDF 파일에 광고 게재 

600 만원 

브론즈 

∙ 행사 공식 후원업체 명칭 게재 (홍보물, 홈피 배너) 

∙ 업체 또는 고객사 발표 1 개 제공 (30 분) 

∙ 행사 종료 후 발표일 해당 등록자 리스트 제공 (1 일) 

∙ 발표 전 Break Time 에 홍보 영상 또는 홍보 이미지 송출 

300 만원 

발표 

∙ 업체 또는 고객사 발표 1 개 제공 (30 분) 

∙ 행사 종료 후 발표일 해당 발표 세션 등록자 리스트 제공 

∙ 발표 전 Break Time 에 홍보 영상 또는 이미지 송출 

200 만원 

공통 혜택 

 동영상 원본 제공 

 무료 초대 코드 제공 

 발표자 메이크업 서비스 (헤어 포함) 

 행사 후 발표영상 홍보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 TV 게재  

 웹에 홍보기사, 캐드앤그래픽스 특집기사 참여 기회 제공 

희망시 

추가 옵션  사전녹화로 진행 시, 영상 제작비 추가 50 만원 

참가 형태 



   

 

 

 

이상과 같이 폐사는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0’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 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담당자)                    (인/서명)  

회사명 국문(영문)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전화  휴대폰  

이메일  

귀사에서 희망하는 참가 내역과 금액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업체 참가 안내 내역 참고 바람) 

참가 형태 내용 협찬금(부가세별도) 선택 

플래티넘 스폰서 제공내역 참조  1000 만원  

골드 스폰서 제공내역 참조  800 만원  

실버 스폰서 제공내역 참조  600 만원  

브론즈 스폰서 제공내역 참조  300 만원  

발표만 제공내역 참조  200 만원  

PLM 웹사이트  

게재 배너 비용 

(사이즈 추후 공지) 

행사 기간, 이후 

6개월 
50 만원  

행사 기간, 이후 1년 100 만원  

행사 가이드 광고 

비용 

(A4, 210 X 297 mm) 

스폰서 참여 없이  

행사 가이드 PDF 

파일 게재용 광고 

30 만원(내지)   

비고(기타 요청사항)  

총 참가비 

(                     원 ) +  

부가세 10% (                   원 ) 

=  

참가신청서 



   

 

 

발표자 

(담당자) 

회사명  

성명 / 직책  

전화  

휴대폰  

이메일  

추가 연락처 

(발표자, 

담당자 다를 

경우)  

성명 / 직책  

전화  

휴대폰  

이메일  

주소 

(잡지에 발표자료 게재시)  

 

 

발표자 사진 

회사명/이름/

직책(아젠다 

표기용) 

발표 제목 비고  

 

 
 

 
 

발표 내용 

(50 자 내외) 
 

발표자 소개 

(업무 연관,  

홍보용, 간단히)  

 

 

 

 

발표신청서 

사진 별첨  

가능 

(고해상도) 



   

 

 

 

참여 업체들의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 발표 홍보물 및 온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마감일 : 2020 년  8 월  26 일(수)까지 

 

[PDF 자료집 및 홈페이지 수록 내용] 

 

1. 업체명 :  

 

2. 전화 :  

 

3. 홈페이지 :  

 

4. 회사 소개 또는 주요 소개 품목 (A4 기준, 10포인트 10줄 이내)  

* 소개용 이미지 별도 첨부 1개 (고해상도 좋음) 

 

* 아래 기존 소개자료 참고  

 

참가업체 소개 자료 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