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학습 솔루션
그리고 빈틈 없는 교육과정

자율적인 학습과 기업교육의 진정한 파트너
Agilent University가 제공하는 원활한 학습 솔루션은 빈틈 없는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율적인 학습과 기업교육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애질런트에서, 여러분은 실험실의 수요에 알맞는 새로운 장비나 기존 장비의
분석효율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학습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 교육
강의실 교육은 특별한 교육 시설에서 진행되며, 실험실 장비에 대한 간단한
수준에서부터 심도 있는 실습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 일대일 개별 교육
•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강사 지원
• 실습 교육
맞춤형 현장 교육
현장 교육은 애질런트 표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고, 여기에 고객
실험실에 알맞는 정보를 결합하여 여러분 조직에 가장 적합한 고효율 교육과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실험실에서 제공
• 고객 중심의 교육
• 고객 조직에 알맞는 맞춤형 교육

• 언제 어디에서든 학습 가능
• 적합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정 학습
• 시간 절약
• 출장료 절약

온라인 주문형 교육
온라인 주문형 교육은 여러분의 학습에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애질런트의
eLearning 솔루션은 광범위한 모듈을 제공하기에, 여러분은 자신의 재량에 맞춰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학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학습 내용
• 적합한 시기
• 적합한 학습 진도

Agilent Universi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gilent.com/
crosslab/universit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율형 학습 옵션

녹화된 강의

자율적인 eLearning

온라인 강사의 실시간 교육

AGILENT UNIVERSITY – 빈틈 없는 학습 솔루션 교육과정
애질런트 학습 솔루션은 초보 학습자로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모든 이의 자율적인 학습 및 기업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초보 학습자

중등 수준 학습자

전문가

"작동 방법 마스터하기"

"효율성 있는 분석 수행"

"분석효율 향상"

기초지식 및 이론
v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요
v
작동 필수 요소

기술 최적화
v
워크플로 최적화
v
응용 워크플로

작동 워크플로
v
문제해결
v
유지보수

AGILENT UNIVERSITY 교육쿠폰

간단한 설정

이제 여러분은 Agilent University 교육쿠폰으로 교육
필요사항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쿠폰을 이용하시면 날짜, 장소 또는 주제의 제한 없이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Agilent University 교육쿠폰은
여러분의 교육 예산을 관리하고 필수 교육과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Agilent University에서는 계정 생성, 교육과정 선택, 교육
완료, 교육 수료증의 수여 등 절차가 아주 간편합니다. 지금
바로 Agilent University에서 여러분의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Agilent Universi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gilent.com/crosslab/universit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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