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910 

대표 전화: 82-2-804-3600, 팩스: 82-2-893-0498 

홈페이지: www.mkckorea.com, 이메일: ndt@mkckorea.com 

 

수신: Vantage System Customers 날짜: 2019년 5월 31일 

참조: Vantage (Potential) Users 발신: 조명기/대표 

이메일: cspark & others 제목: Vasecon-1906 안내 

문서 번호: MKN-0531-VR 페이지: 1/1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베라소닉스코리아와 엠케이씨코리아에서는 Verasonics사의 시스템 사용자와 추후 구입을 고려하는 고객

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Vasecon-1906: Verasonics Korea On-site Seminar 

날짜: 2019년 6월 27일 (목) 11:00~17:00 

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계측동 세미나실 (Host: 박춘수 박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지번: 도룡동 452) 

일정: 별지 참조. 

 
유의 사항: 

가. 점심은 엠케이씨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식단이나 혹은 외부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 장비를 구입한 업체에서는 최대 3명, 구입 예정인 업체는 최대 2명 이하 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장비를 아직 구입하지 않은 업체가 오후 세션에 참석하려면 정보 유지에 관한 간단한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라. 장비를 구입한 업체에서는 오전 세션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적용 분야와 진전 상황을 5분 내외에서 간단히 언급 혹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마. 세미나에서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 식사 준비와 기념품 준비를 위하여 참석자 명단을 6월 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조명기 드림/대표 
 

엠케이씨코리아 

http://www.mkckorea.com/
mailto:ndt@mkckorea.com


 

VSC-1906 Schedule June 27 (Thurs), 2019 

Time Contents Organization Status 

11:00 Welcome reception & introduction MKC Korea  

11:10 Verasonics Introduction - (corporate and technology 

overview presentation) by Asian sales manager 

 

Prabhakar 
 

11:30 New products and New Technology of Verasonics Hyoung-jin, Kim  

12:00 Lunch   

13:15 Attendee’s greetings   

14:00 On-site Training  

 

Hyoung-jin, Kim 

 

A. General Information  

i. Installation & Startup  

ii. License update & Warranty policy  

iii. Verasonics training program & support  

14:50 Break time   

15:00 On-site Training  

 

Hyoung-jin, Kim 

 

B. Training Course  

i. System Architecture & Concepts Overview  

ii. Folders, Scripts & Basic Documents  

iii. Homepage overview  

iv. Verasonics Training Video Course I  

15:50 Break time   

16:00 iv. Verasonics Training Video Course II  

Hyoung-jin, Kim 
 

v. Advanced topics  

16:40 Q&A   

17:10 Souvenir presentation & free conversation   

 

 

 

 

 

 

 

 

 

 

 

 

 

 

 

 

 

 



 

Vasecon-1906 참석 신청서 

 

2019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계측

동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Verasonics사의 Vantage System 소개 및 유용한 사용 

방법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신청을 통보합니다. 

 

업체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파괴팀 (예시) 소재지 대전 (예시) 

참석인 성 명 연락처 이메일 

1 한학원 (예시) 010-1234-5678 (예시) hakwon@kriss.re.kr (예시) 

2 국준구 (예시) 010-1234-5656 (예시) june9@kriss.re.kr (예시) 

3 표학연 (예시) 010-1234-7878 (예시) pyo@kriss.re.kr (예시) 

2019년   6월    일 

신청인(서명) 한학원 (예시) 

관심 사항 관심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