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로
당사의 귀중한 고객님을 모십니다.

Invitation
세미나 일시 :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세미나 장소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 6층 그랜드볼룸
세미나 주제 : 발전 플랜트의 효율 증대를 위한 솔루션
“Safe, Precise, Efficient”

Seminar info.

모시는 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각각의 산업 현장에 특성화 된 필드계기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측기기 전문회사로서 주기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다양
한 주제로 고객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2일, 발전과 에너지 산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측정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고객분들
과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보다 진보된 계기의 사용을 통한 프로세스 공정 개선, 효율 증대 및 정비, 보수에 대한 비용 절감 등의 주제
를 다룸으로써 설계 시 귀사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고객님들의 시간이 당사가 준비한 세미나와 함께 더욱 알차게 채워질 수 있기를 고대하며,
세미나장에서 반갑게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영업부 일동 드림
● 상세 일정
Time

Duration

09 : 00 ~ 09 : 30

30 min

Welcome

09 : 30 ~ 10 : 00

30 min

Opening

10 : 00 ~ 11 : 00

60 min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Endress+Hauser

11 : 00 ~ 12 : 00

60 min

발전 플랜트에서의 유량계 기술

12 : 00 ~ 13 : 00

60 min

Lunch break

13 : 00 ~ 13 : 50

50 min

발전 플랜트를 위한 Rockwell Automation과 Endress+Hauser의 통합 솔루션

13 : 50 ~ 14 : 40

50 min

레벨계의 최신 기술

14 : 40 ~ 14 : 55

15 min

Break time

14 : 55 ~ 15 : 45

50 min

발전 플랜트에서의 분석계 기술

15 : 45 ~ 16 : 35

50 min

발전 플랜트에서의 차압계 적용

16 : 35 ~ 16 : 45

10 min

Break time

16 : 45 ~ 17 : 45

60 min

발전 플랜트에서의 유류재고 측정 솔루션

17 : 45 ~

Program

Closing

* 전체 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lace info.

오시는 길

행사 장소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6층 그랜드볼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
02-2211-2000

자가용으로 오시는 방법
1 & 2호선 신도림역 하차 1번출구
버스로 오시는 방법
신도림역 하차
일반 버스 : 10, 11-1, 11-2, 510, 83, 88
좌석 버스 : 301, 320
간선 버스 : 160, 503, 600, 662, 670
지선 버스 : 5615, 5714, 6512, 6513, 6515, 6637, 6640
공항 버스 : 6018

Registration

세미나 참석을 원하십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고객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의 방법 중 택일하여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시고,
세미나 당일, 참석 시 명함을 지참하시어 현장에서 명단 확인 후, 이름표와 교환하시면 됩니다.

방법 1.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당사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세미나 참석을 클릭하시어 필요 정보를 입력하신 후 보내주세요.
Homepage : www. endress.co.kr
방법 2. 메일을 통한 접수
필수 기재 사항들을 입력하고, 제목에 <세미나 신청서>라고 기재 후,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address : event@rok.endress.com

[필수 기재 사항]
1. 회사명
2. 참석고객명
3. 부서명
4. 직책
5. 연락처

6. 이메일 주소
7. 도착 예정 시간
8. 점심식사 참석 여부
9. E+H 영업담당자 (해당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