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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RD-Net 앱 다운로드 및 회원 가입

< HRD-Net 모바일 이용 절차 >

①“앱(App)” 내려받기
②“앱(App)” 실행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HRD-Net 앱 ➡ HRD-Net내려받은
앱(APP) 실행 ➡
내려받기

③회원가입 및 출결
회원가입(로그인) 및
비콘출결 처리

앱(App)” 내려받기
○ (안드로이드 ) ‘① play Store’ 접속 → ‘②“HRD“ 검색 → ③앱 설치 → 설치 완료

 “

① 플레이스토어 접속

②“앱(App)” 내려받기

➡

③“앱(App)” 설치 완료

➡

○ (IOS) ‘①앱 스토어’ 접속 → ‘②HRD’ 검색 → ‘③앱’ 설치 → 설치 완료
① 앱 스토어 접속

②“앱(App)” 내려받기

➡

③“앱(App)” 설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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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RD-Net 비콘출결 서비스 사용방법

모바일 비콘 출결 서비스는 훈련생 출결관리의 편의를 향상
시키고 출결 부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v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비콘 출결이 가능합
니다 .
v HRD-Net 통합앱을 통한 출결은 하나의 스마트 폰으로 다른 사람의
출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v

< 비콘출결 서비스 사용 절차 >

훈련장소에 도착하면 도착알림 메시지 또는 훈련이 종료되면 퇴실
스마트 폰에서 앱을 비콘출결 메뉴를 클릭 처리
실행
하여 입실처리

3. 비콘출결 스마트 기기 최소 요구사항

□ Android OS 4.3 이상 , iOS 7 이상
□ 블루투스 4.0 모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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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결내용을
확인

QbD 적용을 위한 통계분석 실무와 DoE 활용 실무 과정
http://www.biopro.or.kr
교육일정
교육장소

ojbly@koreabio.org

2018. 11. 21~23(수~금) 09:30~17:20(1일 7시간, 총 21시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건물 9층 강의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http://www.biopro.or.kr - [협약체결안내] - [소속기업검색]
-. 협약체결 여부 확인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 교육신청 진행
-. 협약미체결 기업일 경우 과정신청이 불가능, 협약 체결 후 과정신청 가능.
■홈페이지 http://www.biopro.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교육취소

■당일불참, 미수료, 최종안내 후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참여 제한됩니다.

■ 교육기간 동안 교육장 최초입실 및 최종퇴실시
“HRD-Net 앱”으로 출결을 확인합니다. 출결
확인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수료와 관련된 모
든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09:30~17:20일 경우,
-. 입실 체크 시 09:40 이전은 정상 출석, 09:41 이후는 지각

출결 및 수료증
참고사항

-. 퇴실 체크 시 17:10 이후는 정상 출석, 17:09 이전은 조퇴
■수료증은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참석자에게 발급됩니다.
-. 21시간 과정 : 21시간*60분*80%=1008분 이상
-. 20시간 과정 : 20시간*60분*80%=960분 이상
-. 16시간 과정 : 16시간*60분*80%=768분 이상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 http://www.biopro.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만족도조사] - [수료증 발급]
■강의자료집은 1인 1권 배부 원칙, 훼손*분실시에 추가 배부 불가하며, 강의
자료 파일은(PDF, PPT) 추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자가차량 이용시 강의장 주변 주차시설 이용바랍니다.

부대시설
이용

(건물내 지하주차장이 있긴 있으나, 거의 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내 별도 식당은 없으며, 점심은 외부음식점 이용바랍니다.
■주차료 및 식대 지원은 없습니다.

교육문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아카데미부문 (031-62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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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 주변 주차 시설>
기타 상세 문의는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으로 문의 후 이용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AJ파크 메트로큐브점
1일 최대 2만원
031-8017-6240
606번길 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일 최대 6천원
031-8017-2600
판교역 공영주차장
산2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요금 문의
031-5170-3333
판교 현대백화점
146번길 20 지하1층

<과정 상세 일정>
일시
11/21
(수)

11/22
(목)

11/23
(금)

시간

내용
■QbD 개요 : 백신, 항체 Target Product Profile

강사명

09:30~11:20
12:30~14:20

■Downstream&Upstream process 예시

14:30~17:20

■QbD 적용을 위한 통계적 범위 설정 방법 및 응용

09:30~11:20

■QbD 적용을 위한 통계적 차이 입증

12:30~14:20

■QbD 적용을 위한 통계적 동등성 입증

14:30~17:20

■공정 파라미터 분류를 위한 DOE 활용

09:30~11:20

■공정 특성화(Design Space) 설정을 위한 DOE 활용

12:30~14:20

■Operating Range의 Robustness Simulation

14:30~17:20

김현성 이사
(바이로메드)

최정현 이사
(한가람혁신연구소)

김종민 대표
(한가람혁신연구소)

<찾아오시는 길>
■판교역-도보 (신분당선 판교역–한국반도체산업협회/소요시간 5분)
*판교역 4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KEB 하나은행(판교역지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 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66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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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성남종합버스터미널-버스 (야탑역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요시간 약 20~25분 )
*야탑역 3번 출구 정류장(07-201)에서 812(마을) 버스 승차 후 동안교(07-435) 하차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이용 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222m 이동

*야탑역 3번 출구 정류장(07-201)에서 340, 76번 버스 승차 후 판교역동편정류장(07-570) 하차
*정류장 하차 후 판교역 사거리 횡단보도 건넌 후 좌회전
*서건타워까지 직진 후 우회전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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