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글로벌PM국제컨퍼런스 예정PROGRAM]
시간

세미나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및 인사

09:30~10:30

대학생 경진대회

10:30~11:4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1:40~13:00

점심식사 및 네트워킹

장소

Session A1

Session B1- Agile PM -

Session C1
- 프로젝트 사례--

TBD
(이재왕, 애자일 소사이어티 대표)

네이버 랩스 인공지능 스마트워치 애
자일 개발 사례
(김태영, 프로젝트리서치 대표)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애자일 PM
(김낙일, 네오라마 대표)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CMM
S 구축 및
해외 현장 적용 사례
(최주정, 현대엔지니어링 과장)

한국의 애자일 현황과 경량개발
방법론 (리드미) 활용방안
(권원일, STA테스팅컨설팅 대표)

디지털 혁신시대를 이끌어갈 PM의
역량 개발체계 운영사례 (LG CNS 사례
)
(장주관, LG CNS 부장)

13:00~14:30

14:30~14:45

Session D1
- 해외 프로젝트사례 -

마카오정부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사례발표 (Prince2, P
MBOK, Agile PM, eP2 등이 복
합적으로 적용된 사례 발표) 영어 발표 (Ms. Rose Chu, SM
Partners)

중간 휴식
Session B2
- Agile PM -

Session C2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Session D2
-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

발주자의 권력이 시공사의 협력 행동
에 미치는 영향
- 계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정훈, 포스코건설 과장)

제조업체 특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인자와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
(정현석, ㈜히사카한국 대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위산업 경쟁력
과
프로젝트 관리 (오석현, (주)한화 차장)

Smart construction을 위한 BI
M 기반
건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제안
(김기평, U of South Australia
교수)

재무성과 향상과 최적 현금흐름을 위
한 프로젝트
예산 편성 (권혁천, 한양대학교 겸임교
수)

TBD

14:45~16:15

대학생 경진대회

실천적 애자일 성공사례
(박현철,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16:15~16:30

중간 휴식

Session B3
- IT 프로젝트-

Session C3
- 차세대전문가위원회
(YPC, Young Professional Committee)
-

SWOT-AHP분석을 통한 소규모 IT업체
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개선에 관한 연구
(이민경, 한양대학교)

AHP를 이용한 물류서비스품질 선택요
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물류기업과 고객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민, (사)피
엠전문가협회 YPC)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생애주기 동안
의
리스크 요인과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
위
(장희석, ㈜ 휴맥스 부장)

국내 ODA 프로젝트 발전방향
–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이수홍, (사) 피엠전문가협회 YPC)

PMIS 정보품질이 프로젝트 관리 성과
에
미치는 영향 (박소현, 건국대학교 초빙
교수)

프로젝트 관점으로 바라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안재원, (사) 피엠전문가협회 YPC)

Session D3
-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관리
-

16:30~17:40

17:40~18:00

경품권 추첨 사진 촬영 및 폐회식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
p)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론과 사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