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온‧습도 측정클럽 워크숍 초대의 글

온습도 측정클럽 회원 여러분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온도와 습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온습도 측정클럽에서는 2017년 워크숍을 9월 21일 ~ 22일, 양 일간에 걸쳐 시원한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온도지시조절기록계 및 흑체로 등의
주요 표준교정절차서 제∙개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회원 여러분들과
갖고자 합니다. 또한, 교정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열전대의 불균질성 및 흑체의
크기원 효과, 박막습도계 교정시의 기준장비 선정 등에 대해 참석자분들과 그 적용방법 및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가 초청 패널 토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패널 토의와 더불어 회원사
소개 등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온도 및
습도 관련 장비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비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때 불용/유휴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측정클럽 회원 및
온습도 관련 산업체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온습도 측정클럽 회장
김 용규

2017년 온‧습도 측정클럽 워크숍 프로그램
1. 일시: 2017. 9. 21(목) 11:00 ~ 22(금) 12:00
2. 장소: 무주덕유산리조트 호텔티롤 B1 스투바이탈
3. 진행순서:
1일차 (9월 21일, 목)
시간

내용

11:00 – 13:30

발표자

온‧습도 측정클럽 워크숍 등록
§

개회사

온‧습도 측정클럽 회장

§

환영사

KRISS 온도센터장

§

온도지시조절제어계 표준 교정절차서 개정 김용규 (KRISS)

§

박막습도계 표준 교정절차서 개정

최병일 (KRISS)

§

흑체로 표준 교정절차서 제정

유용심 (KRISS)

§

고층대기 온습도 측정

이상욱 (KRISS)

13:30 – 13:40

13:40 – 15:00

15:00 – 16:00

16:00 – 18:00

휴식 및 장비전시 관람
§

열전대 불균질성 측정

김용규 (KRISS)

§

복사원의 크기 효과 측정

유용심 (KRISS)

§

박막습도계 교정 시 기준 장비 선정

최병일 (KRISS)
김용규 (KRISS)

§

패널 종합토의

유용심 (KRISS)
최병일 (KRISS)

18:00 – 20:00

석식

2일차 (9월 22일, 금)
시간

내용

08:00 – 10:00

발표자
조식

§

Test data HC103M2 / HMC03M

§

초정밀항온항습챔버

E+E KOREA (박하용)

10:00 – 10:40

10:40 – 11:10

세인교정기기㈜ (김정진)

휴식 및 장비전시 관람
§

CPT 항온조 온도정밀도

§

㈜굿모닝계측기 취급 제품 소개

㈜씨피티 (노진천)

11:10 – 11:50

11:50 – 12:00

폐회사

㈜굿모닝계측기 (김영오)
온‧습도 측정클럽 회장

4. 장비전시회
- 전시 업체 : 세인교정기기㈜, ㈜한백교역, 테스트코리아, 코메츠, ㈜테솔,
노바인스트루먼트, ㈜피디케이
- 사전 등록을 통하여 희망 업체 추가 접수 중 (3개 업체)
- 회사당 180 X 45cm 테이블 2개, 테이블보 제공
※ 장비전시에 벼룩시장을 포함하여 진행 가능

5. 사전 등록
- 등록비 : 무료 (21일 석식, 22일 조식 포함)
- 숙박비 : 개인 결제 (사전 신청 시 무주덕유산리조트 단체요금 적용)
실버(2인실 원룸형) 70,000원, 골드(5인실 방 2개) 100,000원
로얄(6인실 방 3개) 130,000원
- 등록 기한 : 2017. 8. 30(수) 18:00
- 등록 방법 : (온습도 측정클럽 사전등록) 으로 접속하여 사전 등록 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