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rek.or.kr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 목 커미셔닝 전문가 보수교육(온라인)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증하는 커미셔닝 전문가로서 자격을 취득한지
2년이 되었기에 금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보수교육 일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금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커미셔닝 전문가 자격이 정지됩니다.
커미셔닝 전문가 보수교육은 매 2년(8시간)마다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래
(1) 교육일자 : 2021.10.29(금) 08:50 - 18:00
(2) 장소 : 온라인 (대한설비공학회 ZOOM 화상 강의실)
*참가자에 한해 zoom 회의ID 및 암호 개별 발송할 예정임
(3) 참가비 : 커미셔닝 전문가(10만원), 회원(12만원), 비회원(15만원)
(4) 신청마감 : 2021.10.19(화) 18:00
(5) 교육참가자는 “커미셔닝 전문가 인증수첩” 학회로 송부(교육참가 확인용)
(커미셔닝 전문가만 해당)
붙 임 : 커미셔닝 전문가 Online 보수교육 세부일정 및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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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커미셔닝 전문가 Online 보수교육

1. 일시 : 2021. 10. 29(금) 08:50~18:00 (8시간)
2. 장소 : 온라인 (대한설비공학회 ZOOM 화상 강의실)
*참가자에 한해 zoom 회의ID 및 암호 개별 발송할 예정임
3. 세부일정
시 간

교육 내용

소요시간

08:50~09:00

등 록

10분

비 고
담당: 백제현 부장 (학회)

09:00~09:10

위원장 인사말

5분

09:10~10:10

커미셔닝(Cx)절차 및 개선 사례

60분

10:10~10:20

휴 식

10분

10:20~11:30

P-base camp의 커미셔닝(Cx)

70분

강사: 장성환 상무(에너지2000)
인근 식당 (비대면시 생략)

11:30~12:30

점심식사

60분

12:30~14:20

최신 건축물 성능인증관련 법규 및 기준

110분

14:20~14:30

휴 식

10분

14:30~15:50

데이터센터 공조 및 전력공급 시스템의 성능 점검

80분

15:50~16:00

휴 식

10분

16:00~17:50

커미셔닝(Cx) 해외(일본) 사례

110분

17:50~18:00

마감(보수교육 증명서 발급)

10분

담당: 김진호 교수(수원과학대학교)
강사: 배은배 부장(신한기연)

강사: 민준기 교수(경희대학교)
강사: 이병찬 본부장(한일MEC)
강사: 임종연 교수(강원대학교)
담당 : 백제현 부장 (학회)

2021년도 커미셔닝 전문가 Online 보수교육 신청서
직 장 명
직장 주소
전화 번호
성 명

우)
인증수첩 등록번호

팩스 번호
휴대번호

e-mail

교육 신청마감 2021. 10. 19(화) 18:00
참 가 비 100,000원 (커미셔닝전문가), 120,000원(회원), 150,000원(비회원)
한국씨티은행 102-51277-259 / 예금주 : 대한설비공학회
입금계좌번호 (입금 후 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참가비 납부 후 학회 홈페이지 전자계산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어 납부일자로부터 다음달 1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수첩 등록번호는 커미셔닝 전문가만 해당됨.
*교재 사전 배송과 관련하여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