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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교육 훈련 담당 

팩스: +82 2 2113 0771 / 이메일: training@autoform.kr 

 

AutoForm 교육훈련: 견적 요청 

교육과정 제목: 박판 성형에서의 소재 변형 및 평가 기술 

비용: 60 만원(부과세 별도)/1 인 참석자 

위치:  AutoForm – 부산  온라인 

교육 일자:  2023 년 8 월 17 ~ 18 일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토폼 교육 참석 목적: 

해석 담당자로서 초기 해석부터 결과 분석 및 리포트 작성을 위해서 교육 참석 

실제 해석 작업은 하지 않지만, 해석 결과 확인을 위해서 교육 참석 

제품(또는 금형)설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석 업무를 확대를 위해서 교육 참석 

사내 이수 교육 과정으로 오토폼 교육을 선택함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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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가 규정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하신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교육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교육이 신청 됩니다. 

등록 확인 

귀하의 교육 신청서를 받으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Invoice) 

교육비 입금은 교육 신청서를 송부하신 후 일주일 이내에 입금 부탁 드립니다. 교육 

신청서를 송부해 주시면 교육비 지불 방법을 송부 드립니다. 

교육 과정 

교육은 오전 10 시에 시작해서 오후 5 시에 끝납니다. 

• 오프라인: 오토폼 교육장에서 교육에 참여합니다. 

• 온라인: 참석자는 집 또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ydesk 를 통해 AutoForm 교육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하여 실습을 하고, 

Teams 를 통해 강사의 화면이 공유 되므로, 두 대의 모니터가 있는 컴퓨터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원격 연결 링크 및 관련 지침은 교육 전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참가자 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참가자 수가 제한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교육 시작 일주일전 참석자가 3 명이하인 경우 교육은 취소 됩니다. 

참가자에 의한 교육 세미나 연기 또는 취소 

교육 시작일로부터 7 일 전에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 환불 드립니다. 교육 

시시작일부터 7 일 이후에 취소하시는 경우 교육비의 25%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회사의 다른 참가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은 새로운 참가자에게 적용됩니다). 

오토폼에 의한 교육 연기 또는 취소 

AutoForm 은 신청한 참가자가 적을 경우 교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된 

참가자는 교육 시작일 최소 1 주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AutoForm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일 전에 언제든지 교육 세미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또는 

훈련 세미나를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의 경우, AutoForm 은 등록된 참가자에게 

취소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취소된 교육비에 한하여 환불 처리됩니다. 


	location: Off
	seminar dates: Off
	company: 
	dept: 
	name: 
	title: 
	address: 
	phone: 
	fax: 
	e-mail: 
	particication_01: Off
	particication_02: Off
	particication_03: Off
	particication_04: Off
	date: 
	S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