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6th Global Textile & Fashion Vision Forum
March 7-9, 2018 | EXCO, Daegu

TEXFO 2018 참가 안내
제6회 글로벌섬유비전포럼(TEXFO 2018) 은 지역 섬유패션분야 산업계를 위한 특화 포럼으로 2018년 3월 7일
(수)부터 9일(금)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됩니다. TEXFO 2018은 세계 각국의 섬유패션 관련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결과 및 산업정책 등의 발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및 해외 섬유패션 관
계자들과의 의견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요
1. 대 회 명: 제6회 글로벌섬유비전포럼
(The 6th Global Textile & Fashion Vision Forum – TEXFO 2018)
2. 일

시: 2018. 3. 7(수) - 9(금) / 3일간
※ 섬유패션 문화투어 일정 : 3월 9일(금)

3. 장

소: 대구 EXCO

4.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섬유패션산업의 구조고도화”

5. 주

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컨벤션관광뷰로

6. 후

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DYETEC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염색가공학회, 한국관광공사

7. 규

모: 10개국 770여명

8. 웹사이트: www.texfo.org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texfo)

프로그램
1일차 | 3월 7일 (수)
시간
13:00~14:00
14:00~15:00
15:00~16:00

프로그램
등 록
기조강연
칸지 카지와라 교수 / 신슈대학교, 일본
"일본 섬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초청강연 1
존 바그스타프 박사 / 세도 트리포인트, 독일,
"스마트 팩토리"

16:00~16:10

휴식시간

16:10~16:30

초청강연 2
윤석한 본부장 / 다이텍 연구원, 한국
"미래 섬유 염색가공 산업의 나아갈 방향"

16:30~17:00

휴식시간

17:00~18:00

포스터세션

2일차 | 3월 8일 (목)
13:00~14:00

등 록
초청강연 3
마틴 하르니시 박사 / 호헨슈타인 연구소, 독일
"스마트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초청강연 4
류상우 이사 / 다음소프트, 한국
"사람을 알려주는 데이터, 소셜 빅데이터"

14:00~15:00
15:00~16:00
TEXFO 2018 사무국
Tel: 053-7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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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texfo@gmail.com

16:00~16:10

휴식시간
특별세션
한국염색가공학회 제54차 학술발표회
(연구발표 1~5)

16:10~17:50
3일차 ㅣ 3월 9일 (금)
09:30~18:30

섬유패션 & 문화 투어

주요일정
▶ 등록 마감일: 2017년 3월 4일(일)

등록 안내
사전 등록은 공식홈페이지(http://www.texfo.org)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비

구분
일반
학생
학생 단체 (10인 이상)

사전 등록
20,000원
10,000원
5,000원

현장등록
30,000원
15,000원
-

▶ 등록 혜택
세미나 참석, 발표자료집, 참가자 기념품, 섬유패션 문화투어 참가
▶ 등록비 납부 방법
사전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송금 및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TEXFO 홈페이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TEXFO 2018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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