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정밀가공기술세미나
2022 TWS Korean Users Conference
2022년 7월 5일(화) 10시~17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엔지니어링홀 (본원 2F)
사전등록☜

안녕하세요, 오비피이엔지 입니다.
늘 초여름이면 여러분들과 절삭 가공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던 정밀가공기술세미나가
지난 2년간의 휴식으로 인해 올해 제1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은 늘 움직였고, 지금은 매우 빠른 변화를 겪는 듯 합니다.
오비피이엔지의 정밀가공기술세미나는 절삭 가공 분야의 여러 소식들을 한데 모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정밀가공기술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7월 5일(화) 10시~17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엔지니어링홀 (본원 2F)

안내사항
 본 행사 참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 및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사전등록 6월30일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행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기재하신 전화번호로 보내 드립니다. (기프티콘)
 주차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요.(유료)
 본 메일은 이미 사전 등록을 한 분에게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도 보기

https://www.dmi.re.kr/portal/contents.do?mId=0104000000

www.obp.co.kr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뒷면에 계속

Agenda
Title

Time

Speaker

10:10 ~10:20

개회 인사말

OBPeng / TWS

10:20 ~ 10:50

스마트제조 대응을 위한 절삭공구 분야에서
AI 응용기술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강익수 박사
KITECH -

10:50 ~ 11:20

항공부품 가공 툴패스 분석 및 최적화 적용 사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김동민 박사

11:20 ~ 11:50

㈜캐디언스 시스템
이정훈 차장

통합된 소프트웨어 NX CAM
기념 촬영 및 점심식사

11:50 ~ 13:00
13:00 ~ 13:30

절삭력의 측정, 예측과 추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윤 박사

13:30 ~ 14:00

What’s new in AE & PM

OBPeng
이주호 선임

14:00 ~ 14:30

절삭에 사용되는 구성방정식 계수 결정과
구성방정식의 종류별 절삭력 예측

티엔에스머시닝
김태호 박사

14:30 ~ 15:00

AdvantEdge를 이용한 공구 파손평가 해석 방법론

OBPeng
이주호 선임

Break Time

15:00 ~ 15:20

OBPeng

15:20 ~ 15:50

가공에 의한 피삭재 변형 예측 (Distortion Modeler)

15:50 ~ 16:20

고내열강 가공을 위한 가공시스템 적용 제안

16:20 ~ 16:50

Future release of TWS Products

OBPeng
김동후 대표

16:50 ~ 17 :20

International UC 2022 (US) - Report
경품 추첨 / 폐회

OBPeng
김동후 대표

뒷면에 계속

이주호 선임
㈜다인테크
이승준 대표

추첨 경품

갤럭시 핏2 / 3명

크레모아 V600+ / 2명

BBQ
황금올리브반반+콜라
1.25L / 2명

행사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하여 해당 선물을 드립니다.
BBQ 치킨은 문자로 발송~
상기 이미지와 실 제품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 : 010-3220-4078 / 031-287-4078 / obp@obp.co.kr

㈜오비피이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