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HUG 2020 참가자 사전 안내문 

 

SI-HUG 2020 참석자 유의사항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 운영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유의 사항에 참석자 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 드립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가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분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하시는 분은 학회장에 오시지 마시고 전화로 사무국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I-HUG 2020 사무국: 전화. 02-2269-4383 / 이메일. helicobacter@conventionpm.com 

 

□ 행사장 입장 및 내에서의 유의 사항 

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체온검사 및 개인별 문진표 작성/제출이 완료 되어야 행사장에 참석이 

가능 하십니다. 

 

② 개인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셔야 행사장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장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야 합니다. 

 

③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행사장 내 2m 간격을 유지하여 준비한 제한된 좌석 수로 

현장등록은 진행 하지 않습니다.  

 

④ 사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QR코드(명찰출력용)를 받으신 분들만 행사장에 입장 가능 하십니다. 

등록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일체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⑤ 행사 기간 동안 제공되는 식사 및 다과는 각자 자리에서 드실 수 있도록 개별용기에 준비 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식사 및 쉬는 시간에도 되도록이면 3인 이상 모임은 지양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참가자 유의사항은 행사장에서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SI-HUG 2020 행사장 입장 절차 

① 

 

문진표 당일 작성 및 제출 

→ 행사 당일 아침 문진표 URL 문자수신 후  

작성 및 제출 

→ 또는 현장 QR코드를 이용해 작성 및 제출 

→ 제출완료 화면 캡쳐 후, 입장 시 확인 

 

개별 체온측정 

→ 37.5도 이상자는 입장 제한 

② 

 

셀프 등록데스크에서 

사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받은 QR코드를 

리더기에 찍고 명찰 출력 후 입장 

(비치되어 있는 명찰케이스 및 줄과 함께) 

③ 

 

모든 참가자는 열화상 카메라 통과 필수 

(재입장 시에도 동일 적용) 

행사장 및 세션장 출입시 항시 통과 

④ 

 

명찰에 붙어 있는 등록 Kit 쿠폰과 

가방, 책, 방역용품 교환 후, 

세션장 입장 

 

(양일 참석자의 경우,  

둘째날 명찰 확인 후 방역용품 지급) 

 



SI-HUG 2020 오시는 길 (콘래드 서울 호텔)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콘래드서울호텔 │ 전화: 02-6137-7000 

  
 

자차 이용 

 

IFC몰 지하 주차장 이용 (호텔 주차 구역 구분: 보라색) 
(네비게이션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무료주차: 등록데스크에 있는 ‘무료주차등록지’에 차량정보 작성 해 주셔야 무료출차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 이용 하여 여의도역 하차 

3번 출구 IFC몰 연경통로를 통해 진입 후, CONRAD 방향으로 도보이동(5분) 

 

버스: 여의도환승센터 또는 한국거래소(구증권선물거래소) 하차 후 도보 이동 (2분) 

자세한 대중교통 검색 >> 네이버 검색 창 이동하기 

모든 참석자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 하여 3층 행사장으로 입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서 연결되는 계단은 통제 예정이오니 가급적 엘리베이터 이용 부탁드립니다. 

 

 

https://map.naver.com/v5/search/%EC%BD%98%EB%9E%98%EB%93%9C%20%EC%84%9C%EC%9A%B8%20%ED%98%B8%ED%85%94/place/21202909?c=14129533.9695857,4512327.9915087,16,0,0,0,dh
http://www.helicobacter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