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복동압축기기술세미나”
기초 교육  상태 감시 설비 지식

Reciprocating Compressors Technical Seminar
Basic Training • Condition Monitoring • Recip Compressors

주관 후원

•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00 ~ 12월13일(금)16:00
• 장 소 : 대전 컨벤션 센터 2층 204/205호
• 참가비 : 무료



왕복동 압축기 기술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

답답한 왕복동 압축기 측정 및 분석/진단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본 기술 세미나를 이 분야 전문회사인 영국 Proximo Tec과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복동 압축기 및 스팀 터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Peter Brotherhood 사를 초대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주요 분야 3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왕복동 압축기 기초 기술 교육

⚫왕복동 압축기 상태 감시 방법

⚫왕복동 압축기 원리, 주요 부품, 윤활, 맥동 및 운용



주요 발표자 약력 (Instructor Background)

성명(NAME) 약력(BACKGROUND)

Mr. Michael Boken
(Proximo Tec.)

CEO of Proximo Tec. Ltd.

왕복동 압축기 30년 경력
Navitas International 이사 : 상태 감시 시스템 개발
압축기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 보유
온라인 왕복동 압축기 및 엔진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 특허 보유

Mr. Allan March
(Peter Brotherhood)

Product Applications Manager & Engineering Team Leader

30년 경력, 왕복동 가스 압축기 OEM 경력
PB 왕복동 압축기 전문가
내부 및 고객 대상 Training 담당

Mr. Matt Down
(Peter Brotherhood)

Director of Customer Service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관리 경력
WH Allen(롤스로이스 계열사)
10년 근무

Mr. Ju-Taek Chung
(InFaith Co., LTD.)

President of InFaith Co. TD.

설비관리 분야 25년 경력
ISO Vibration Expert Category III 자격 보유
대한회전기계엔지니어협회 이사



세미나 세부 진행 프로그램 ( Day 1 : 2019년 12월 12일(목) )

시 간 세 부 내 용 (Program) 분 야 발표 및 담당자

09:30  ~ 09:50 등록 및 자료 배포(기념품 제공) / Registration and Seminar Materials 행사 진행 담당

09:55  ~ 10:00 개회 인사 및 세미나 프로그램 설명 / Introduction of Seminar Program 정 주택 대표 / JT Chung

10:00  ~ 12:00 ➢ 150년 역사를 가진 Peter Brotherhood 회사 간단 소개

<Introduction to Peter Brotherhood Ltd>

➢ 왕복동 압축기 종류 및 특성 이해

<Different Types of Compressor>

➢ 왕복동 압축기 특성 및 구성 이해

<Characteristics and configurations of reciprocating compressors>

➢ 왕복동 압축기 작동 원리 이해

<How a reciprocating compressor works>

Training

Practices Mr. Matt Down
(Customer Service 
Director of Peter 

Brotherhood)

12:00  ~ 13:00 Lunch & Coffee Break  : 50min. Presentation & 10 min. Break Time

13:00  ~ 16:00 ➢ 왕복동 압축기 주요 부품 이해

<Components, Critical components (wearing parts), 
Additional/ancillary items in scope of supply>

➢ 회전 속도 및 평균 피스톤 속도

<Rotation speed and ‘Mean Piston Speed’>

➢ 윤활 및 비윤활 실린더 특성 및 장단점

<Lubricated / Non-Lubricated cylinders>

➢ 피스톤 로드 및 용량 콘트롤 이해

<Rod loads, Capacity control>

➢ 맥동 학습

<Pulsation studies>

➢ 윤활 시스템 이해

<Lubrication systems>

Training

Practices

Mr. Allan March
(Product Application 

Manager of Peter 
Brotherhood)

1 day session close & Group Photos



세미나 세부 진행 프로그램 ( Day 2 : 2019년 12월 13일(금) )

시 간 세 부 내 용 (Program) 분 야 발표 및 담당자

09:30  ~ 12:00 ➢ 왕복동 압축기 개요 : 왕복동 압축기 종류, 작동 원리, 주요 부품 및 사이클 이벤트 이해

(Identify Purpose & Theory Of Operation)

➢ 왕복동 압축기 주요 부품 및 각각 기능에 대한 설명

(Identify Components)

➢ 왕복동 압축기 밸브 기능 및 밸브 종류별 특성

(Identify Valves)

Training

Mr. Michael Boken

(CEO of Proximo Tec)

12:00  ~ 13:00 Lunch & Coffee Break : 50min. Presentation & 10 min. Break Time

13:00  ~ 16:00 ➢ 왕복동 압축기 성능 기초 계산법 설명 :
압축율,차압, 토출 온도, 온도 상승, 로드 역진행, 로드 부하, 맥동, 마력 및 토오크

(Perform Basic Calculations)

➢ 왕복동 압축기 성능 및 밸드 다이나믹스 : PT & PV 패턴, 효율 및 음향 데이터 분석 방법

(Analyzing Performance & Valve Dynamics)

➢ 왕복동 압축기 유지보수 이슈 : 결함 모드 및 중요한 관련 부품 특성 측정 방법

(General Maintenance Issues)

➢ 왕복동 압축기 밸브 건전성 유지 방법 : 밸브 결함 원인, 밸브 마모 주요인, 밸브 효율 요소, 밸브 사례, 

밸브 정비(밸브 제거,분해,검사,조립, 설치), 밸브 캡 볼트 토오크 작업 절차 및 통상적인 문제들

(Maintain Compressor Valves)

Training

Mr. Michael Boken

(CEO of Proximo Tec)

16:00 ~ 16:10  수료증 수여 및 세미나 종료 / Certificate & Seminar Close

◈ 외국인 영어 발표는 배포 자료에 한글 삽입 및 발표 시 요약 통역 하여 드립니다.

◈ 통역 및 요약 : 정 주택 대표 / JT Chung (인페이스 / InFaith)

◈ 발표 내용 및 순서는 당일 사정에 따라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왕복동 압축기 기술 세미나 참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 Free)

회사명 : 

부 서 성명 직 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비 고

⚫ 참가신청서를 작성 하시여 팩스(031-726-1376)로 발송 하시거나, 상기 내용을 기록하여 이메일(sojeon@infaith.kr)로 신청

<세미나 접수 및 지원 담당자 : 조 자경 팀장 (031-726-1672, sojeon@infai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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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nfaith.kr 

세미나 장소 좌석이 50명으로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는 받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대전 컨벤션 센터(Daejeon Convention Center)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107(도룡동4-19)
전화번호 : 042-250-1100

세미나참가비 : 무료

주차료 : 1시간기본무료, 매시간 500원, 일일 5,000원 (개인별정산)

중식 : 제공

기념품및세미나자료 : 무료제공

숙박 : 개인별예약및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