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설비진단기술강습회(2018. 11. 29~11.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 1406호 ┃ TEL 02-3474-8002(3) ┃ FAX 02-3474-8004 ┃ www.kci-md.or.kr ┃ kci-md@kci-md.or.kr

모시는 글

설비진단 기술보급과 ISO 18436 인증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단법인 한국

소음진동공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은 2004년 설립된 이래 2,000명 이상의 인증자를 배출하였고, 2015년 11월 한국인정지원
센터(KAB)로부터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은 자격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국내 설비진단관련 기술 및 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실용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기술강연과 설비진단 사례를 소개하는
설비진단기술강습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계 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열일곱 번째 설비진단기술강습회를 11월 29일(목) ~ 30일(금)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대전
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비진단기술강습회가 관련 기술 및 제도에 대하여 폭 넓게 정보습득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 설비진단기술강습회 준비위원장 최 병 근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원장 문 석 준

강연시간 및 제목
기술강연

11월 29일(목) 13:00~(등록)

13:30~14:00

개회식, 환영사

14:00~14:40

원전에서의 자동예측진단 기술 - 신유수(한수원)

14:40~15:20

국제인증 동향 및 이슈 – 박종일(한국인정지원센터)

15:20~15:40

휴식(Coffee Break) / 설비진단장비 Booth Tour

15:40~16:20

선박용 엔진의 락커 현상에 관한 연구 - 홍성호(동국대)

16:20~17:00

윤활유 바니쉬 위험도 진단 기술 - 권혁진(솔지)

17:00~17:20

휴식(Coffee Break) / 설비진단장비 Booth Tour

17:20~18:00

저널베어링 최신 설계 경향 - 최성필(터보링크)

18:00~18:30

훈련기관 간담회 / 설비진단장비 Booth Tour

18:30~

만찬 및 설비진단 정보 교류

사례발표

11월 30일(금) 09:00~(등록)
Session 1

Session 2

10:00~10:20

건물구조진동의 진단과 대책사례 - 박병수(케이티엠엔지니어링)

10:20~10:40

스팀터빈 유체불안정 진동진단 - 김영석(한전KPS)

10:40~11:00

Cooling Tower Gearbox 운전 신뢰성 향상을 위한
Dry Purging System - 김종휘(솔지)

휴식(Coffe Break) / 설비진단장비 Booth Tour

11:00~11:20

머신러닝을 활용한 중소형회전기 진동분석 - 이원규(한수원)

실시간 진동 통합감시 네트워크 구축 - 김태희(한수원)

11:20~11:40

터빈 진동발생 현상 및 진단사례 - 정화준(한전KPS)

스팀터빈 발전기 진동저감 사례 - 이용석(한전KPS)

11:40~12:00

전동기 소음측정 잔향 보정 - 김광진(효성중공업)

초음파기술을 이용한 설비진단 사례 - 이동기(UESystems)

12:00~13:20

중식 및 설비진단 정보 교류

13:20~13:40

터빈 베어링 케이싱 공진해소를 위한 강성보강 - 이형영(한전KPS) 초음파 진단을 통한 설비진단 - 김응서(대한제분)

13:40~14:00

회전기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시스템 - 이정일(현대일렉트릭)

현장 유분석을 통한 사용유 및 설비의 진단 사례 - 김현두(솔지)

14:00~14:20

선박/해양 설비 장비 진동 저감 사례 소개 - 석호일(대우조선해양)

열화상 카메라 기반의 전력설비 - 이병호(현대일렉트릭)

14:20~

폐회
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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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및 등록회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 1406호 ┃ TEL 02-3474-8002(3) ┃ FAX 02-3474-8004 ┃ www.kci-md.or.kr ┃ kci-md@kci-md.or.kr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ci-md.or.kr)에서 온라인 등록(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본인은 2018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참석코자 등록회비 납부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 Email : kci-md@kci-md.or.kr / Fax : 02-3474-8004

•납부계좌 : 하나은행 103-237748-006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등록자 성명

소속

E-mail

연락전화

※해당란에 체크(

)하십시오.

참가구분

일반

기술인증자

훈련기관 소속자

사전등록(2018년 11월 16일(금)까지)

200,000원

150,000원

150,000원

현장등록(2018년 11월 17일(토)부터)

250,000원

200,000원

200,000원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는 참가등록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며,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회비에는 식사(중식 1회, 만찬 1회)와 발표자료집(1부)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숙소는 제공되지 않으니 개별 예약 바랍니다).
•자격인증기간이 유효할 경우에 한하여 기술인증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회비 환불신청은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등록회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행사장위치
대전 인터시티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2 인터시티호텔, tel : 042-600-6000)

이신펠리스
유성우체국

유성온천공원

노블레스2

숙소안내(개별 예약)

투유원 아파트

•인터시티호텔 프리미어 더블/트윈 : 100,000원

계룡스파텔

•예약문의 : 042-600-6034

유성한
가족요양병원

※11월 29일(목) 1박에 한함.

경재빌딩

전시 및 광고 참여업체 모집 (마감 : 2018년 11월 1일(목))

인터시티호텔

CGV

•1부스(테이블 : 180×90cm)당 100만원

오딧세이모텔

※점심 식권 2매, 만찬 식권 2매, 자료집 1부 제공

선
1호
대전

만년
지하
차도

메리스퀘어
웨딩컨벤션

대전
1호선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문의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만년
교

관리팀
02-3474-8002(3) / kci-md@kci-md.or.kr

※자세한 교통편은 홈페이지(http://www.hotelinterciti.com/#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설비진단기술
강습회

2018. 11. 29~30(목,금)
인터시티호텔 (대전)
사전등록 마감 : 2018. 11.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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