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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을 기반으로 正道를 걸어 가는 설비관리 분야 종합 솔루션 서비스 회사 ! 

www.infaith.kr



Asia’s No.1 Maintenance Solution/Service Provider !

VMS 기술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기술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설비관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애로를 귀 담아 듣고 불편하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기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꾸준히 열심히 정진하여 가고 있으며,
많 을 나름대 비하여 차 차 히 심 럽게 접 하면서 얼마나 실질적인 움이 되 지에 대하여많은 부분을 나름대로 준비하여 차근차근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설비관리 분야에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설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VMS는 그 동안 벤트리네바다 시스템이 국내에서 모든 플랜트에 보급되어설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 한 시 템인 는 동안 벤 리네바다 시 템이 국내에서 든 플랜 에 급되어
널리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만족을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사용 및 운용에 애로가
있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시스템 도입 보다는 사후 기술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이 VMS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임은 두 말한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께서 벤틀리네바다 시스템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드디어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METRIX사에서 SETPOINT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기존에 벤틀리네바다에서 근무하였던 주요 핵심 멤버들의 노력으로 탄생 시키게 되었습니다기존에 벤틀리네바다에서 근무하였던 주요 핵심 멤버들의 노력으로 탄생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에 대한 종속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드리고자 METRIX 실무자를 초청하여 기술세미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3시간의 시간을 투자 하시여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VMS 시스템에 시원한 대안을 찾아바쁘시더라도 3시간의 시간을 투자 하시여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VMS 시스템에 시원한 대안을 찾아
시원하고 속이 꽉 찬 솔루션을 경험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시간이 되리라 본 행사를 준비한 책임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참가 하시여 VMS에 대한 모든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 하시길 바랍니다.주저하지 마시 참가 하시여 에 대 궁금하 사항을 해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친분 있는 분들에게 알려 드려 많은 분이 참석 하시여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주)인페이스(주)인페이스

대표이사 정 주택 배상



Asia’s No.1 Maintenance Solution/Service Provider !

세부 진행 프로그램 [ 14:00 ~ 17:00 (3시간) ]세부 진행 램 [ ( 시간) ]

시 간 세 부 내 용 강사 및 담당자

13:30 ~ 14:00 등록 및 참고 자료 배포 진 행 자13:30   14:00 등록 및 참고 자료 배포 진 행 자

14:00  ~ 14:50 변위 센서 이해 및 실무 정 주택 / 인페이스

14:50  ~ 15:00 휴식 ( COFFEE BREAK )

15:00 15:50 METRIX 회사 소개 및 VMS 솔루션 SETPOINT 소개 Mr Amitabh Khosla / METRIX15:00  ~ 15:50 METRIX 회사 소개 및 VMS 솔루션 SETPOINT 소개 Mr. Amitabh Khosla / METRIX

15:50  ~ 16:00 휴식 ( COFFEE BREAK )

16:00 ~ 16:50 VMS 솔루션 SETPOINT 각종 기능 및 소프트웨어 설명 Mr. Amitabh Khosla / METRIX
정 주택 / 인페이스정 주택 / 인페이스

16:50 ~ 17:00 세미나 종료 및 귀가

참가비 무료 / 강의 참고자료 제공



Asia’s No.1 Maintenance Solution/Service Provider !

VMS 기술 세미나 참가 신청서VMS 기술 세미나 참가 신청서

회사명 : 참가비 : 무료 (FREE)

부 서 성명 직 책 전화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참가신청서를 작성 하시여 팩스(031-726-1376)로 발송 하시거나, 상기 내용을 기록하여 전자우편(jman@infaith.kr)으로 신청참가신청서를 작성 하시여 팩 ( )로 발송 하시거나, 상기 내용을 기록하여 전자우편(j @ ) 로 신청

 전화로 접수 하시는 경우, 031-726-1672로 연락 하시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접수 담당자 : 안 종민 담당엔지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