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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한국FM학회원 및 관심자
제 목: 인공지능과 디지털화가 가져다 줄 미래 FM산업 전망 6월 세미나 개최 안내
1.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회원님들께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 이번 6월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IFM업무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과 FM의 미래에 관한 주제
로 개최하게 됩니다. IFM 혹은 FM업무 디지털화는 현재 IFMA 컨퍼런스 및 EURO FM 컨퍼런스의 핵심 화두
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칠 미래 FM업계는 딥 러닝과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에 따라 우리 생각의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미래업무환경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4차 산업시대의 꽃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술은 FM산업의 디지털화를 가
속시킬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FM업무에서 많은 분야가 전문가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
비하여 준비하는 FMer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곧 개인이나 기업의 지속가능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원님들께서는 변혁의 시대에 생존전략을 위하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3. FM사업의 최신과 미래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 다

회원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음 -

1. 일

시: 2019. 6. 28.(금) 14:00 – 16:40

2. 장

소: 삼탄빌딩 지하 2층 일진 홀(삼성역 3번 출구에서 대치동 방향으로 100m 정도 대로변)
※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3. 진

행
시간

발표내용

진행 및 발표

14:20 – 14:40

접

수

진행: 김경창 국장

14:40 – 14:50

개

회

한국FM학회

14:50 – 15:50

인공지능과 FM의 미래

15:50 – 16:00

Coffee break

16:00 – 17:00

IFM Digitization

17:00

종

인텔리콘연구소 임영익 대표이사

GB FMS, Jack Rrapo 상무

료

4. 참가신청: 홈페이지(www.kfma.net) 좌측 ‘행사안내 - 월례회 참가등록’을 통해 6월 25일(화) 18시까지 등록
5. 참가비용: 법인회원사 회원 및 개인회비 납부자 무료, 개인회비 미납자 및 비회원 5만원 현장 납부
※ 현장 카드 결재 가능
6. 문

의: 한국FM학회 김병휘 대리, 02-832-7058 / kfma@kfma.n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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