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청 장

내에서 처음 개최하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왕복동 컴프레서 기술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

• 세미나 제목 : 왕복동 컴프레서 기술 세미나 (Recip Day)

일자 2014년 4월3일(목) 12 30 4월4일(금) 11 30• 일자 : 2014년 4월3일(목) 12:30 ~ 4월4일(금) 11:30
• 장소: 경주 한화리조트 원술랑 세미나실
• 참가비 : 무료 및 숙박(2인1실 1박) 제공
• 주관 : 독일 PROGNOST GMBH
• 주최 : (주)인페이스
• 후원 : BURCKHARDT COMPRESSION KOREA• 후원 : BURCKHARDT COMPRESSION KOREA

세미나실 및 숙박 장소 제공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50명 한정으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접수 신청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참가 신청 연락처 : 031-726-1672참가 신청 연락처
◈ 접수 담당자 : 안 종민 대리 jman@infaith.kr
☎ 세미나 담당자 : 조 정현 과장 010-3104-5550 jhcho@infaith.kr

세미나 당일 저녁 만찬과 교류의 시간이 있으며, 
세미나 마치기 직전에 경품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제공하여 드리옵고,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관광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왕복동 컴프레서에 대한 기초와 각종 트러블 슈팅 사례 및 설비 보호에
대하여 전문적인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지식과 정보로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페이스 대표이사 정 주택 배상



Rotating Equipment 
Reliability ...

Why you should attend
The goal of the meeting is to discuss hands-on experience in the use of compressors and 
PROGNOST® monitoring technology. Operators can integrate the results of this informational 
exchange into their own areas of responsibility.

Register now!

Recip Day 2014
April 3 & 4, 2014

Gyongju City

We cordially invite experienced operators and newcomers in the field of 
Reciprocating Compressors and PROGNOST® monitoring technologies to 
attend this valuable event. 

...starts here!



Agenda

Day 1  - Thursday, April 3

12:30  Room Check-In, Registration & Reception
13:20  Opening & Welcome
13:30  Burckhardt Compression Korea
  Compressor types and applications  
14:40  PROGNOST Systems / InFaith 
  Monitoring strategies for reciprocating compressors
15:40  Break and Networking
16:00  PROGNOST Systems / InFaith
  Real-life case studies with Root Cause Analyses and Lessons learned - Part 1
17:00  PROGNOST Systems / Infaith
  Service Offering
17:30  Burckhardt Compression Korea
  Service Offering
18:00  Closing
19:00  Social Event, Networking, Dinner

Day 2 - Friday, April 4

09:30  PROGNOST Systems / InFaith
  Real-life case studies with Root Cause Analyses and Lessons learned - Part 2
10:20  Break and Networking
10:40  PROGNOST Systems / InFaith
  PROGNOST ®-NT User interface VISU
  Access Real User site by remote internet connection
11:20  Free Gifts Time (Lucky Coupon !)
11:30  Closing

Event venue

Hanwha Resort 
Gyongju City
Address
Contact

How to register
Contact Ju-Taek Jeong
Tel: +82 31 726 1672
Fax: +82 31 726 1376
Mail: jt@infaith.kr
www.infaith.kr

Contact
Infaith Co., LTD
U-Tower 1711, #120 Heungdukjooangro
Kiheung-gu, Yongin City 463-892 Kyonggido



Recip Day 참가 신청서p y 참가 서

순번 회사명 부서명 성명 직책 휴대폰번호 이메일 숙박 경주관광

 일자 : 2014년 4월 3일(목) 12:30 ~ 4월4일(금) 11:30
 장소 : 경주 한화리조트 원술랑 세미나실

순번 회사명 부서명 성명 직책 휴대폰번호 이메일 숙박 경주관광

4월3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숙박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첵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4일 점심 식사 후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관광을 희망하시면, 반드시  첵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팩스(031-726-1376) 또는 이메일 jhcho@infaith.kr 를 보내 주시면 접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