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맑은 물로 이어주기
2020년 10월 5일~9일

모든 가상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주최:

www.weftec.org
#WEFTEC

2020년 10월 5일~9일
WEFTEC Connect는 역동적인 몰입형 학습 경험으로서 오프라인 이벤트의 장점을 가상 세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
•
•
•
•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

•

사전 레코딩된 기술 프레젠테이션

•

연중 언제라도 편할 때 콘텐츠 보기

물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대화

1:1 오디오/비디오 약속을 잡거나 회사 담당자와 직접
메시지 교환

교육

WEFTEC Connect는 매일 다양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 이벤트와 주문형 기술 세션을
제공합니다. WEFTEC Connect가 열리면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고 연중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세션

다음 트랙 내 약 150개 세션:
• 연구 및 혁신
• 산업 문제 및 처리 기술
• 도시 폐수 처리 공정 및 설계
•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잔여물 및 바이오 고형물 관리
• 소독 및 공중 보건
• 수거 시스템
• 우수 관리
• 유역 자원 관리 및 지속 가능성
• 유틸리티 관리 및 리더십
• 물 재생 및 재사용
• 미래 인사이트, 글로벌 이슈 및 지속
가능성

•

동영상 제품 출시 및 장비 시연 보기와 자료 다운로드

텍스트 채팅 채널이나 오디오/비디오 원탁회의를 통해
커뮤니티와 연결
참가자 프로필을 작성할 때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참가자 및 전시 업체와의 P2P(Peer to peer)
교환 시 AI 기술 지원

전시 업체 쇼케이스

WEFTEC Connect Exhibitor Showcase
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각을 잡고, 동영상 시연을
보고,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후속 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름, 제품 카테고리 또는 위치별로
전시 업체를 검색하여 회사 프로필을
찾으십시오. AI 기반 연결을 이용하여
만나고 싶은 특정 담당자를 찾아 즉시
채팅하거나 1:1 화상 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전시 업체 프로필 내용

•
•
•
•
•
•

회사 소개
웹사이트 정보
제품 카테고리
연락처 정보
제품 다운로드 및 동영상
회의 일정

전시 업체 쇼케이스에서
어떤 기술을 공개합니까?

•
•
•
•
•
•
•
•
•
•
•
•
•
•

바이오 고형물 및 슬러지
화학 물질 및 화학물질 취급
위탁 운영
식수 처리
설비/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산업 및 유해 폐기물
산업용 사물 인터넷
관리 계측, 제어 및 자동화
배관 및 집수 시스템 펌프, 밸브 및
모터
안전 설비
표본 추출 및 연구소 설비/서비스
고형물 처리/바이오 고형물 관리
우수 처리 설비/프로세스
폐수 처리 설비/프로세스

전시 업체 파워 아워

10월 5일 월요일~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2:00~2:00

언제라도 전시 업체 쇼케이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Exhibitor
Power Hour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 아워는 솔루션 세션,
고객 회의, 라이브 제품 출시, 시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킹

참여 도구를 이용하여 WEFTEC Connect 경험을 십분
활용하십시오.
•

•
•

•

양방향 세션에 참여하고 연사, 부문 리더, 동료와 함께 토론방에
참가하십시오.
텍스트 채팅 채널이나 오디오/비디오 원탁회의를 통해 관련
커뮤니티와 대화하십시오.

AI 기술이 귀하가 참가자 프로필을 작성할 때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하와 관심 분야가 같은 다른 참석자 및 전시 업체와
1:1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Monday Movie, WEF Awards and Presidential Ceremony
and Celebration, Wrap Party 등의 다양한 소셜 이벤트에서
동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WEFTEC에 대한 자세한 정보:
www.weftec.org
등록:
www.weftec.org/register

등록비

일반 요금

2020년 8월 14일 이후

회원

비회원

$30

$60

풀 액세스(Full Access)

$399

일반 세션 개회식 및 WEF 시상식

무료

전시 업체 쇼케이스만
(Exhibitor Showcase Only)

풀 액세스(Full Access)는 모든 기술 콘텐츠,
네트워킹, 전시 업체 쇼케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포함하며 일 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99
무료

세상을 맑은 물로 이어주기
2020년 10월 5일~9일

주최:

www.weftec.org
#WEFT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