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S (Operator Training Simulator) 사용

□

공정 운전 원리, 운전 절차 실습, 장치 동작 특성 이해

□

사고 사례 위주의 교육

세이플랜트는 공정 자동화 전문업체로써, 공정

다양한 실습장비, 실무 위주의 검증된 교육을

원리, 운전 개념, 주요 장치의 특성, 운전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정유, 석유/정밀화학, 발전, 식품,

이해하고 문제 해결과 관리에 대한 실무 지식을

제지, 제약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익힘으로써 운전, 유지보수, 관리, 설계 능력을

있습니다.

향상하고 사고를 방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본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이플랜트는 공정 자동화 전문업체로써 현장

최근에는 실제 공정을 모사한 OTS (Operator
Training Simulator)를 도입하여 공정 이해 및
실습 효과를 더욱 향상하였습니다.

적용 경험이 풍부한 강사, 가상 플랜트 (OTS)와
1. 교육 내용
1) 공정 원리, 운전 개념,
장치 특성, 운전 절차 이해
2) Start-up/Shutdown 절차
3) 긴급/비정상 상황 조치 능력 향상
4) 안전 운전 및 관리
5) OTS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 및
관리에 대한 실무 지식
2. 교육 특징
 경험이 풍부한 공정제어 전문 강사
 제어 교육 전문 실습 장비 사용
 다양한 사례 및 실습 위주의 교육
3. 교육 효과
 원리의 이해와 실습으로 기억이 오래가며
절차에 없는 응급 사태에 순발력 있게 조치
 운전 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해결 능력 향상
 순환 근무에 빠른 적응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4. 실습 장비 : OTS (Operator Training Simulator)
5. 교육장소 : 세이플랜트 교육센터 (서울 문정동)
6. 교육 신청 안내
 교육비 : 660,000원(육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부장 오완규

010-3296-6773

 이메일

wkoh@sayplant.com

7. 교육비 입금 :

신한은행 140-010-145272
세이플랜트주식회사 박세영



1 일차
 09:00 - 10:00

교육 소개 및 참석자 소개

 10:10 - 12:30

플랜트 운전의 경영 위임 (Most Reliable, Efficient, Competitive)
효과적 비용으로 높은 운전 능력을 위한 주요 성공 요소 및 방법





 13:30 - 17:00

Tank, Pump, 열교환기, Compressor 동작 원리, 실습

 17:10 - 18:00

1 일차 과정 정리

2 일차
 09:00 - 12:30

Heater 동작 원리, 운전 전략, 제어 실습

 13:30 - 15:00

Heater Shutdown, Cold/Warm Startup 실습

 15:10 - 17:00

Distillation 동작 원리, 운전 전략

 17:10 - 18:00

2 일차 과정 정리

3 일차
 09:00 - 11:00

Distillation 제어 실습

 11:10 - 12:30

Distillation Shutdown 실습

 13:30 - 17:00

Distillation Cold/Warm Startup 실습

 17:10 - 18:00

3 일차 과정 정리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A동 1321호 (문정역 3번 출구와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