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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0-7. 스팀피플하우스
T. 02-3489-3489 F. 02-525-5766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T. 032-820-3000 F. 032-811-6215

문서번호 :

Spirax M-2011

날

짜 :

2020. 1.6

수

신 :

학과장, 대학원장

참

조 :

기계, 화공, 설비공학과, 기타 관련 학과 담당 교수님

제

목 :

스팀기술연수교육 설비분야 대학(대학원)생 과정 초청의 건

1. 한국스파이렉스사코㈜는 스팀 및 에너지 유체 시스템의 마켓 리더로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스팀 및 산업용
유체관련 기술연수원인 제임스 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엔지니어인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스팀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팀기술연수교육 설비분야 대학(대학원)생 과정을 신설하여 년 2 ~ 3 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비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폐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본 교육은 스팀의 발생, 이송, 사용 및 회수에 대한 기초 이론과 스팀 설비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 그리고 스팀의 미래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실무와 동일한 교육 실습실에서 실제 작동 시연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기대 이상의 교육 효과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4.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교육 안내 1 부
추천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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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기술연수교육 설비분야 대학(대학원)생 과정 안내
1. 교육 시간 : 10:00 ~ 16:30( 6.5H )교육일 09:50 까지 당사 기술연수원 도착 (약도 참조)
중식 제공
2. 교육 과목 : 스팀의 미래/ 스팀의 일생/ 스팀트랩 / DEMO RIG (실습실) & BLR Theater 견학
3. 신청 방법 및 문의
1) 한국스파이렉스사코㈜ 홈페이지(www.spiraxsarco.com/global/kr)나 보내드린 E-mail의
대학(대학원)생 교육일정 확인 및 선택 하시고
2) 대학(대학원)생 설비분야 스팀기술연수교육 대상자 추천서 참가 양식을 작성하시어 아래의
기술연수원 Fax나 E-mail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천서 접수 등록 후 메일로 안내문 발송해 드립니다.
4) 참석자 인원 제한 : 교육장 좌석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청 문의 : 한국스파이렉스사코㈜ 기술연수원 교육 담당자
Tel : 032-820-3080

FAX : 032-811-8855

E-MAIL : training@kr.spiraxsarco.com

4. 기술연수원 찾아오는 방법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한국스파이렉스사코㈜ 남동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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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분야 스팀기술연수교육 대상자 추천서
대다수의 산업계에서 스팀 및 유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팀은 에너지 소비의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스팀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을 교육하는 곳
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미래 스팀분야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스팀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전달하고자 설비분야
스팀기술연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니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대학원)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교육 일정 선택 (2020년)
□ 1차 : 5월 7일 (목)

□ 2차 : 11월 3일 (화)

2. 추천 학생 인적 사항
성

명

학 번

학

교

학 과

E-MAIL

핸드폰번호
본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기술바랍니다.

신청사유

추천 교수님

학과

성함

상기 학생을 한국스파이렉스사코에서 주관하는
설비분야 대학(대학원)생 스팀기술연수교육과정에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