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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정밀측정 기술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정밀측정 분야에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함께 나누고, 교류하고, 기술적 지식 습득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펼쳐 지는 세상은 나노 기술을 중심으로 매우 정밀하고 정교한 기술이 접목되고 융합되는 형태로앞 펼쳐 지는 세상은 나 기술을 중심 매우 정밀하 정 한 기술이 접목되 융합되는 형태
모든 산업분야에서 대 전환점을 맞아 발전하여 나가리라 확신 합니다.
이러한 기술 트랜드에 발 맞추어 호흡을 같이 하여 나가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밀측정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 대전 유성 소재 충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정밀측정 기술세미나를 개최 한 이래 이제서야 제2회를 준비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 럽게 생각하며 앞 더욱 가까이에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여 릴 수 있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가까이에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제2회 정밀측정 기술 세미나”를 금번에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레이저를 이용한 축 정렬 방법 및 실제 장비를 이용한 실습 그리고레이저를 이용한 축 정렬 방법 및 실제 장비를 이용한 실습 그리고,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평탄도, 직각도, 진직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 및 실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Demonstration 과
참가자께서 직접 체험을 하여 볼 수 있는 실습 시간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하자 ! 는 주제로 (주)인페이스 에서는 꾸준히 기술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과 만나고, 이야기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미나 행사장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가슴에는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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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페이스

대표이사 정 주택 올림



기술 세미나 프로그램 ( 2015년 2월 3일(화) )

시 간 세미나 세부 진행 내용 강사 및 담당자

09:50  ~ 10:00 등록 및 세미나 자료 배포 행사 진행 담당

10:00  ~ 10:10 개회 인사 정 주택 대표

10:10  ~ 10:30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사항 전달 정 주택 대표

10:30  ~ 11:20 Hamar Laser 회사 소개
레이저 축 정렬 방법 및 활용 파트 I [ Laser Shaft Alignment I ]

Mr. Jannick Halben
(Hamar Laser Inc.)

11:20  ~ 11:30 Tea Time & Break

11:30  ~ 12:20 레이저 축 정렬 방법 및 활용 파트 II [ Laser Shaft Alignment II ]
레이저 축 정렬 데모 및 실습 [ Demonstration & Practices ]

Mr. Jannick Halben
(Hamar Laser Inc.)

12:30  ~ 13:30 Lunch & Break

13 30 14 20 레이저 G i 측정 방법 및 활용 파트 I [ L G i A li i I ] M J i k H lb13:30  ~ 14:20 레이저 Geometric 측정 방법 및 활용 파트 I [ Laser Geometric Application I ]
 Straight Laser & Plane Laser

Mr. Jannick Halben
(Hamar Laser Inc.)

14:20  ~ 14:30 Tea Time & Break

14:30 ~ 15:20 레이저 Geometric 측정 방법 및 활용 파트 II [ Laser Geometric Application II ] Mr Jannick Halben14:30 ~ 15:20 레이저 Geometric 측정 방법 및 활용 파트 II [ Laser Geometric Application II ]
 Straight Laser & Plane Laser

Mr. Jannick Halben
(Hamar Laser Inc.)

15:20  ~ 15:30 Tea Time & Break 행사 진행 담당자

15:30  ~ 16:20 레이저 Geometric System 데모 및 실습 [ Demonstration & Practices ] Mr. Jannick Halben레이저 y 데 및
(Hamar Laser Inc.)

16:20  ~ 16:30 수료증 수여 및 귀가

세미나 내용은 영어로 진행되며, 통역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제 2회 정밀측정 기술 세미나 참가 신청서

회사명 : 참가비 무료  교육 교재 제공  기념품 제공

부 서 성명 직 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참가신청서를 작성 하시여 팩스(031-726-1376)로 발송 하시거나, 상기 내용을 기록하여 이메일(sojeon@infaith.kr)로 신청 가능.
 전화로 접수 시, 경영지원팀 조 자경 팀장에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주차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타워 1711호
[전화] 031-726-1672  [팩스] 031-726-1376 

www.infaith.kr 



세미나 장소 찾아 오시는 길

자동차로 오시는 경우 (경부 고속도로 이용)

수원 IC에서 나와서 수원 영통 방향으로 좌측 방향
약 500미터 직진하여 고가차도 옆으로 우측 차선 이용약 500미터 직진하여 고가차도 옆으로 우측 차선 이용
고가 밑 사거리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IC 방향 우회전
약 500미터 직진 후 지하차도 옆으로 좌측 차선 이용
왼쪽에 유타워가 보이며, 언덕 위에서 유턴 후 우측 차선
유타워 후문 주차장으로 진입(번호판 자동인식)

자동차로 오시는 경우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

흥덕 IC에서 빠져 나와서 우측 차선 이용
오른쪽에 유타워 보이는 사거리에서 직진
우측으로 유타워 주차장 진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분당선 청명역 1번 출구로 나와 34 63-1 버스 탑승분당선 청명역 1번 출구로 나와 34, 63 1 버스 탑승
흥덕중학교 앞 하차
(택시 승차 시 기본 요금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