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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University

Agilent University에서 실험실의 수요에 알맞는 새로운 장비나 기존 장비의 분석 
효율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학습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질런트 고객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팀과 협업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요구사항과 결과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애질런트 기기,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에 대한 혁신적인 통찰력

 –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분석법 및 응용 서비스

미래를 위한 투자
지금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트레이닝 크레딧(training credit)을 
미리 구매한 다음, 24개월 동안 교육 과정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나 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산 편성 단순화

 – 유연한 계획

 – 추적 및 교환 용이

교육 과정 제공 유형

정기교육 Agilent University 교육 장소에서 열리는 실험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수준부터 심도 있는 실습 
교육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수강생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초부터 전문가 수준의 교육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정기 교육에 참석하기 전에 기본 
개념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주문형 교육 
과정

현재 귀하의 지역에서 예정되지 않은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관심 분야를 등록하시면 대기자 목록에 
명단을 추가하고 최소 정원 이상 대기자가 발생 시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은 실험실에 맞는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팀의 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gilent University 교육 쿠폰
이제 여러분은 Agilent University 
트레이닝 크레딧으로 교육 
필요사항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크레딧을 이용하시면 날짜, 장소 
또는 주제의 제한 없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Agilent University 트레이닝 
크레딧은 여러분의 교육 예산을 
관리하고 필수 교육 과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www.agilent.com/crosslab/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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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로

제대로 된 교육은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키며 투자 가치를 높여줍니다.

초급
"작동 준비 완료"

새�사용자

새로운 기기 작동을�배우는 
사용자�또는�경험이 1년 
미만인�사용자

교육�목표

• 기기의 기본 개념
• 기본적인 기기 및 소프트웨어 작동
• 단순한 직접 경험을 쌓는 세션 

실험실 기술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분석 장비 운용을 
위한�준비 완료

중급
"생산적이 되는 것"

숙련된�사용자
분석 장비 운용에�최소 
1~3년의�경험이 있는 
사용자

교육�목표

•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기술
• 고급 소프트웨어 작동
• 직접 경험을 쌓는 세션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 
소프트웨어 활용 및 데이터 
분석에서 유리

고급
"생산력 향상"

전문�사용자

기기 작동에 대한�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사용자들, 
더 높은 생산력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배우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 기술/워크플로/응용 최적화로 
 실험실 생산성 향상
• 직접 경험을 쌓는 세션

강화된 워크플로가
실험실 생산성
향상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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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생산력 향상

시간 절약
1개월

25
시간 절약

1개월

10
시간 절약

1개월

35

90%

시간 절약
1개월

3.5

결과

비즈니스
영향

작동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이 
컬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컬럼의

수명이 연장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에서는 또한
학생들은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일상적인 작업에 사용합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이
기기를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예상치 못한

기기 정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1개의 오류

3개의 오류

5시간

15시간

1개의 테스트

3개의 테스트

30분

4시간

시료
전처리

기기
문제해결 시간

시스템
적합성 테스트

월별 데이터
처리 시간

트레이닝�후

트레이닝�전

업무

1년에

28개의
제품이 더 출시

4.5
개월

24
시간

지속적인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더 높은 생산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애질런트의 인증을 거친 교육자들이 귀하의 직원들에게 기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및 최신 기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련의 연구들은 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일의 일상적 
작업에 대한 실험실 생산성 데이터가 교육 전후에 수집되었습니다. 

결과는 교육을 거친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작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례 연구 결과는 4개의 개별 실험실에서 수행된 6개월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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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교육 과정에 만족하는 
고객의 소리

애질런트의 맞춤화된 교육은 우리의 필요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사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가 시스템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연구 과학자 | 석유 및 가스 업계

애질런트의 교육 과정은 내가 잘 몰랐던 여러 주제에 대한 지식을 심도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화학자 | 정부 기관

제가 받은 교육을 통해 시스템 운용과 최적화에 대한 실용적 지식과 요령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 부관리자 | 학술 기관

지금까지 제가 받은 애질런트 교육 과정은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강사의 강연 및 사례 자료는 매우 훌륭하였으며, 우리의 단순 작업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관리자 | 상업 시험 실험실

우리가 받은 교육을 통해 GCMS, 데이터 마이닝, 정량 분석에 대한 지식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 화학자 |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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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타이틀 [서울 한남동] 교육 과정 코드 교육 과정 수준 트레이닝 크레딧 교육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실용적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 3일   GC-0GEN-2001c 중급자 1500 900,000 20~22 8~10 18~20

Agilent 7890A/B GC 및 OpenLAB ChemStation 작동 - 3일 GC-7890-2102c 중급자 1800 1,080,000 9~11 3~5 12~14 7~9 16 ~ 18 4~6

OpenLAB EZChrom을 이용한 Agilent 7890 GC 작동 - 3일 GC-7890-2104c 중급자 1500 900,000 6~8 28~30

OpenLAB CDS 버전 2.3을 이용한 Agilent 7890/9000 GC 기초 및 고급 작동 - 3일  *신규* GC-9000-2101cV3 중급자 1800 1,080,000 13~15 24~26 20~22

Agilent 7890A/B GC 유지보수와 문제해결 - 3일 GC-7890-2203c 중급자 1800 1,080,000 23~25 13~15 10~12 22~24 19~21 10~12 4~6 23~25 9~11

Agilent 7697A Headspace 작동 - 2일 SI-7697A-2100c 중급자 1000 600,000 3~4 14~15

Agilent 9000 Intuvo GC 기본 유지보수 및 기기 작동 - 1일 GC-9000-1101c 초보자 500 3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Agilent 7890 GC 서비스 모드의 누출 확인 진단 테스트 사용(1시간) GC-7890-2262v 중급자 100 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Agilent 7890 GC 서비스 모드의 누출 확인 진단 테스트 사용(1.5시간) GC-7890-2261v 중급자 100 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기술 - 3일 HPLC-0GEN-2001c 중급자 1800 1,080,000 13~15 12~14 4~6 4~6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3D) ChemStation C 작동 - 3일 HPLC-INF-2101c 중급자 1500 900,000 23~25 6~8 22~24 10~12 28~30 27 ~ 29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3D) EZChrom 작동 - 3일 HPLC-INF-2106c 중급자 1500 900,000 27 ~ 29 18~20

OpenLAB 2.3을 이용한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 기초 및 고급 작동 - 3일*신규* HPLC-INFII-2101cV3 중급자 2200 1,320,000 20~22 8~10 25~27 18~20

Agilent Infinity 시리즈 문제해결 및 유지보수 - 2일 HPLC-INF-2200c 중급자 1200 720,000 28~29 25~26 21~22 4~5 30~31 3~4 29 ~ 30 29 ~ 30 23 ~ 24 10~11 21~22 12~13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 2일 HPLC-INF-3070c 전문가 1200 72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 CDS Chemstati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다이오드 어레이 3D 검출기 하드웨어 및 스펙트럼 분석 - 1일 HPLC-MULTI-3130c 전문가 800 48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 CDS EZChrom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다이오드 어레이 3D 검출기 하드웨어 및 스펙트럼 분석 - 1일 HPLC-MULTI-3131c 전문가 800 48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MassHunter Data Analysis를 이용한 Agilent 7890B/5977 GC/MS 작동 - 4일 GCMS-5977-2100c 중급자 2400 1,440,000 15~18 16~19 16~19 26~29

ChemStation Data Analysis를 이용한 Agilent 7890B/5977 GC/MS 작동 - 4일 GCMS-5977-2103cV2 중급자 2400 1,440,000 14~17 20~23 5~8

Agilent 7000 시리즈 QQQ 기술 및 작동 - 4일 *신규* GCMS-7000-2100c 중급자 3200 1,920,000 26~29 22~25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LCMS)
MassHunter를 이용한 Agilent 6400 시리즈 QQQ LC/MS 기술 및 작동 - 4일 LCMS-6400-2100c 중급자 4000 2,400,000 23~26 6~9 10~13

LC/MS 기초 원칙 - 1일 LCMS-0GEN-1000c 초보자 600 360,000 22 5 9

작은 분자 분석용 Agilent Q-TOF LC/MS 기술 및 작동 - 4일 LCMS-6500-2100c 중급자 4000 2,4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을 이용한 Agilent 6100 시리즈 SQ LC/MSD 기술 및 작동 - 3일 LCMS-6100-2102c 중급자 2400 1,44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Agilent LC/MS 시스템의 일일 시스템 성능 확보하기 LCMS-MULTI-1200v 초보자 100 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원자 분석
Agilent 7900 시리즈 ICP-MS 기술 및 작동 - 3일 ICPMS-7900-2101c 중급자 2400 1,440,000 16 ~ 18 20~22 15~17 19~21 24~26 25~27 16 ~ 18 18~20

Agilent 8900 시리즈 ICP-MS 기술 및 작동 - 3일 ICPMS-8900-2100c 중급자 2400 1,440,000 17~19 21~23 13~15

동시 ICP-OES를 위한 Agilent 5100 기술 - 3일 ICPOES-5100-2000c 중급자 1800 1,080,000 13~15 29~31 6~8

FTIR Resolutions Pro 기술 - 2일 FTIR-0GEN-2000c 중급자 1200 720,000 30~31 19~20

Agilent 불꽃 AA 분광기 기술 - 1일 AA-FLM-2002c 중급자 500 3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일반 교육 과정
피크 적분 및 모범 관행 이해 - 1일 SW-OL-2140c 중급자 500 300,000 19 29 28 13

분석법 검증 - 2일 LAB-0GEN-3090c 전문가 1600 9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Agilent OpenLAB CDS Intelligent Reporting 워크샵 - 1일  SW-OL-3170c 전문가 600 360,000 20 16 17

ECM XT 관리 - 1일 *신규* SW-ECM-2801c 중급자 1800 1,080,000 29 30

워크스테이션용 OpenLAB 2.x CDS 작동 - 2일 SW-OLII-1100cV2 초보자 1000 6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워크스테이션용 OpenLAB 2.x CDS Control Panel 관리 - 1일 SW-OLII-1800cV2 초보자 500 3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 2.x CDS 맞춤 보고 및 계산 - 2일 SW-OLII-3170c 전문가 1600 9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클라이언트/서버용 OpenLAB 2.x CDS 작동 - 2일 SW-OLII-1101oV2 초보자 현장 트레이닝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질런트에 문의하십시오. 

클라이언트/서버용 OpenLAB 2.x CDS 관리 - 1일 SW-OLII-2800oV2 중급자 현장 트레이닝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질런트에 문의하십시오.

응용 교육 과정
Mass Profiler Professional(MPP) 워크샵 - 3일 SW-MPP-3100c 전문가 3000 1,8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부산 교육센터 정기교육
교육 과정 타이틀 [서울 한남동] 교육 과정 코드 교육 과정 수준 트레이닝 크레딧 교육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Agilent 7890A/B GC 및 OpenLAB ChemStation 작동 - 3일 GC-7890-2102c 실습 1800 1,080,000 23~25 29~31 25~27 16 ~ 18

Agilent 7890A/B GC 유지보수와 문제해결 - 3일 GC-7890-2203c 실습 1800 1,080,000 20~22 24~26 27 ~ 29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3D) ChemStation C 작동 - 3일 HPLC-INF-2101c 실습 1500 900,000 20~22 24~26 21~23

Agilent Infinity 시리즈 문제해결 및 유지보수 - 2일 HPLC-INF-2200c 실습 1200 720,000 29 ~ 30 27 ~ 28 26 ~ 27 24~25 19~20

2019 Agilent University 정기교육 일정

* 상기 교육 일정 및 교육비는 본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정기교육 일정은 접수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육금액은 VAT(부가세) 별도 입니다.범례 이론 실습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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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타이틀 [서울 한남동] 교육 과정 코드 교육 과정 수준 트레이닝 크레딧 교육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실용적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 3일   GC-0GEN-2001c 중급자 1500 900,000 20~22 8~10 18~20

Agilent 7890A/B GC 및 OpenLAB ChemStation 작동 - 3일 GC-7890-2102c 중급자 1800 1,080,000 9~11 3~5 12~14 7~9 16 ~ 18 4~6

OpenLAB EZChrom을 이용한 Agilent 7890 GC 작동 - 3일 GC-7890-2104c 중급자 1500 900,000 6~8 28~30

OpenLAB CDS 버전 2.3을 이용한 Agilent 7890/9000 GC 기초 및 고급 작동 - 3일  *신규* GC-9000-2101cV3 중급자 1800 1,080,000 13~15 24~26 20~22

Agilent 7890A/B GC 유지보수와 문제해결 - 3일 GC-7890-2203c 중급자 1800 1,080,000 23~25 13~15 10~12 22~24 19~21 10~12 4~6 23~25 9~11

Agilent 7697A Headspace 작동 - 2일 SI-7697A-2100c 중급자 1000 600,000 3~4 14~15

Agilent 9000 Intuvo GC 기본 유지보수 및 기기 작동 - 1일 GC-9000-1101c 초보자 500 3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Agilent 7890 GC 서비스 모드의 누출 확인 진단 테스트 사용(1시간) GC-7890-2262v 중급자 100 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Agilent 7890 GC 서비스 모드의 누출 확인 진단 테스트 사용(1.5시간) GC-7890-2261v 중급자 100 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기술 - 3일 HPLC-0GEN-2001c 중급자 1800 1,080,000 13~15 12~14 4~6 4~6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3D) ChemStation C 작동 - 3일 HPLC-INF-2101c 중급자 1500 900,000 23~25 6~8 22~24 10~12 28~30 27 ~ 29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3D) EZChrom 작동 - 3일 HPLC-INF-2106c 중급자 1500 900,000 27 ~ 29 18~20

OpenLAB 2.3을 이용한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 기초 및 고급 작동 - 3일*신규* HPLC-INFII-2101cV3 중급자 2200 1,320,000 20~22 8~10 25~27 18~20

Agilent Infinity 시리즈 문제해결 및 유지보수 - 2일 HPLC-INF-2200c 중급자 1200 720,000 28~29 25~26 21~22 4~5 30~31 3~4 29 ~ 30 29 ~ 30 23 ~ 24 10~11 21~22 12~13

초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 2일 HPLC-INF-3070c 전문가 1200 72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 CDS Chemstati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다이오드 어레이 3D 검출기 하드웨어 및 스펙트럼 분석 - 1일 HPLC-MULTI-3130c 전문가 800 48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 CDS EZChrom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다이오드 어레이 3D 검출기 하드웨어 및 스펙트럼 분석 - 1일 HPLC-MULTI-3131c 전문가 800 48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MassHunter Data Analysis를 이용한 Agilent 7890B/5977 GC/MS 작동 - 4일 GCMS-5977-2100c 중급자 2400 1,440,000 15~18 16~19 16~19 26~29

ChemStation Data Analysis를 이용한 Agilent 7890B/5977 GC/MS 작동 - 4일 GCMS-5977-2103cV2 중급자 2400 1,440,000 14~17 20~23 5~8

Agilent 7000 시리즈 QQQ 기술 및 작동 - 4일 *신규* GCMS-7000-2100c 중급자 3200 1,920,000 26~29 22~25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LCMS)
MassHunter를 이용한 Agilent 6400 시리즈 QQQ LC/MS 기술 및 작동 - 4일 LCMS-6400-2100c 중급자 4000 2,400,000 23~26 6~9 10~13

LC/MS 기초 원칙 - 1일 LCMS-0GEN-1000c 초보자 600 360,000 22 5 9

작은 분자 분석용 Agilent Q-TOF LC/MS 기술 및 작동 - 4일 LCMS-6500-2100c 중급자 4000 2,4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을 이용한 Agilent 6100 시리즈 SQ LC/MSD 기술 및 작동 - 3일 LCMS-6100-2102c 중급자 2400 1,44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Agilent LC/MS 시스템의 일일 시스템 성능 확보하기 LCMS-MULTI-1200v 초보자 100 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원자 분석
Agilent 7900 시리즈 ICP-MS 기술 및 작동 - 3일 ICPMS-7900-2101c 중급자 2400 1,440,000 16 ~ 18 20~22 15~17 19~21 24~26 25~27 16 ~ 18 18~20

Agilent 8900 시리즈 ICP-MS 기술 및 작동 - 3일 ICPMS-8900-2100c 중급자 2400 1,440,000 17~19 21~23 13~15

동시 ICP-OES를 위한 Agilent 5100 기술 - 3일 ICPOES-5100-2000c 중급자 1800 1,080,000 13~15 29~31 6~8

FTIR Resolutions Pro 기술 - 2일 FTIR-0GEN-2000c 중급자 1200 720,000 30~31 19~20

Agilent 불꽃 AA 분광기 기술 - 1일 AA-FLM-2002c 중급자 500 3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일반 교육 과정
피크 적분 및 모범 관행 이해 - 1일 SW-OL-2140c 중급자 500 300,000 19 29 28 13

분석법 검증 - 2일 LAB-0GEN-3090c 전문가 1600 9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Agilent OpenLAB CDS Intelligent Reporting 워크샵 - 1일  SW-OL-3170c 전문가 600 360,000 20 16 17

ECM XT 관리 - 1일 *신규* SW-ECM-2801c 중급자 1800 1,080,000 29 30

워크스테이션용 OpenLAB 2.x CDS 작동 - 2일 SW-OLII-1100cV2 초보자 1000 6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워크스테이션용 OpenLAB 2.x CDS Control Panel 관리 - 1일 SW-OLII-1800cV2 초보자 500 3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OpenLAB 2.x CDS 맞춤 보고 및 계산 - 2일 SW-OLII-3170c 전문가 1600 96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클라이언트/서버용 OpenLAB 2.x CDS 작동 - 2일 SW-OLII-1101oV2 초보자 현장 트레이닝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질런트에 문의하십시오. 

클라이언트/서버용 OpenLAB 2.x CDS 관리 - 1일 SW-OLII-2800oV2 중급자 현장 트레이닝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질런트에 문의하십시오.

응용 교육 과정
Mass Profiler Professional(MPP) 워크샵 - 3일 SW-MPP-3100c 전문가 3000 1,800,000 교육 과정 일정에 대해서는 애질런트로 문의하십시오.

부산 교육센터 정기교육
교육 과정 타이틀 [서울 한남동] 교육 과정 코드 교육 과정 수준 트레이닝 크레딧 교육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Agilent 7890A/B GC 및 OpenLAB ChemStation 작동 - 3일 GC-7890-2102c 실습 1800 1,080,000 23~25 29~31 25~27 16 ~ 18

Agilent 7890A/B GC 유지보수와 문제해결 - 3일 GC-7890-2203c 실습 1800 1,080,000 20~22 24~26 27 ~ 29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Agilent Infinity 시리즈 HPLC(3D) ChemStation C 작동 - 3일 HPLC-INF-2101c 실습 1500 900,000 20~22 24~26 21~23

Agilent Infinity 시리즈 문제해결 및 유지보수 - 2일 HPLC-INF-2200c 실습 1200 720,000 29 ~ 30 27 ~ 28 26 ~ 27 24~25 19~20

* 상기 교육 일정 및 교육비는 본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정기교육 일정은 접수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육금액은 VAT(부가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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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정보

전제 조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사가 모든 
수강생을 동일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각 교육 
과정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결제
모든 교육 과정 일정 및 수업료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수업료에는 재료 및 장비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강의 시작 2주 전에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교육 센터 주소
서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한남대로 98 
일신빌딩 4층, 04418

부산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67, 해광빌딩 4층, 48822

취소/환불 정책
업무일 기준으로 교육 과정 시작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5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루 전 취소 
통보나 불출석은 전체 수강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애질런트는 최소 등록자 수가 미달될 
경우, 업무일 기준 10일 전에 교육 과정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강좌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변경 정책
유료 수강생이 등록된 교육 과정의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일정 변경에는 다른 
사람으로의 대체도 포함함)에는 강좌 시작  
10일 전까지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강생이 다음 강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업무일 기준으로 강좌 시작 10일 전까지 일정 
변경 통지를 받지 않을 경우 5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무료 교육 과정 수강생은 강좌 시작 10일 전 
일정 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과정이 취소됩니다.

강의 시간
–  등록은 강좌 시작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  강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수강료
수강료는 애질런트 고객 교육 웹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강료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문형 교육 과정
이 웹 사이트에 기술된 일부 교육 과정은  
"주문형"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예정되지 
않은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귀하의 
지역에 제공되지 않는 교육 과정의 경우, 교육 
진행자에게 연락하여 대기자 목록에 추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교육 과정
특정한 교육 요구에 따라 귀사가 지정한 
장소나 애질런트에서 맞춤형 교육 강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 
진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강생
교육 과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진행자로부터 교육 과정 확인을 받기 전에 
여행 준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서울 교육 센터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4층, 04418

부산 교육 센터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부산 동구 대영로 267 해광빌딩 401호 
(한국분석기술연구원빌딩 4층) 48822

무료 전화:
대한민국 080 004 5090
옵션 3(영업 및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