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기술연수교육
Steam Technology & Solution Course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TSC교육과정(Steam Technology & Solution Course)에 참가 신청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 드리며 참석 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교육 장소 : 한국스파이렉스사코㈜ 남동사옥 기술연수원(JWC 제임스 와트 센터)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한국스파이렉스사코㈜ 남동사옥

 교육 시작 & 종료 시간
- 교육 시작 시간 : 1일차는 10시에 시작되오니 9:50까지 교육실로 입실 바랍니다.
-

교육 종료 시간 : 과정별 종료 시간이 다릅니다. 귀경 차량 예매는 교육 전 보내드리는 시간표 참고
바랍니다. 광명역까지 버스로 픽업해 드리며, 연수원에서 광명역까지 약 40분이 소요 됩니다. KTX를
이용하시는 분은 수업 마치는 시간과 광명역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차량을 예매해 주세요.

-

 교육비 : 교육비는 선 입금이며, 계좌 이체 또는 카드 이용 시 현장결재가 가능합니다.
1박 2일 과정

506,000원

(1인실 요청시)

(555,500원)

 VAT 포함 금액입니다.
 본 교육은 전 과정 환급대상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비에는 숙식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과정

616,000원

(1인실 요청시)

(715,000원)

4박 5일 과정

1,034,000원

(1인실 요청시)

(1,232,000원)

 카드 결제는 교육기간 중 기술연수원 사무실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계좌 이체 : 우리은행 188-403038-13-101 예금주 :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이체 시 반드시 회사명 또는 참가자 성명 기재 바랍니다.
입금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기재 된 세금계산서담당자의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립니다.

 숙박 장소 :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인천스테이 호텔 / 2인 1실 /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T. 032-210-7000
인천스테이 호텔 T. 032-820-0000
1 인실 요청이 없을 시 2인 1실로 접수 됩니다.
1일차 교육 종료 시 방배정표를 나눠드립니다.
객실 내부에 비치된 세면도구 이외 사용하신 비용은 개인 지불하셔야 합니다.
 식사 장소 및 시간
- 조식 : 숙박 호텔 / 07:20 ~ 08:30
- 중식 : 당사 기술연수원 SARCO HALL B1 / 12:00 ~ 13:00
- 석식 : 연수원에서 준비한 외부식당 / 18:30 ~

한국스파이렉스사코㈜ 기술연수원 TEL 032-820-3000 www.spiraxsarco.com/glob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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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 남동 IC → 좌회전 → 공단대로 2km 진행
→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기차길) → 2번째 신호등 (좌측이 한국스파이렉스사코 남동공장)

승용차로

→ 좌회전 → 100m진행 신호등에서 U턴

오시는 방법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고잔TC  호구포로 우회전
 호구포길 사거리에서 좌회전  사리골사거리 (사코 도착)

지하철로
오시는 방법

인천지하철 동춘역 하차 2번 출구  103-1번 탑승  기신정기 하차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

 픽업 서비스 안내
KTX 광명역 8번 출구

1일차 08:40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 2번 출구

1일차 09:10

기사(이흥식) 연락처 010-4201-8829
차량 앞면, 옆면 스파이렉스사코 명판 부착되어 있음

 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요청일자까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신청하신 분이 없으면 배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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