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구 분

1월

KPMA 구매/자재관리 직능교육 일정
교육과정

420

450

420

450

[유료회원 가입시]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실무 특강 (kpm 3학점 인정)

1.20 (1일간/4hr)

90

120

- 교육참가비 무료

구매자재관리사(K.P.M. DIR, 2급) 자격취득과정

1.31 (1일간/7hr)

195

240

1.23~2.20 (주말/4일간/25hr)

640

680

2.16~19 (4일간/22hrs)

620

650

구매 원가분석 및 Cost-Table 작성 실무과정

450

480

120

150

3.12 (12일간/6hr)

210

240

구매계약 및 법무 실무과정

3.15~16 (2일간/12hr)

420

450

구매 공급관리 실무과정

3.17~19 (3일간/18hr)

540

580

3.20 (1일간/4hr)

무료

40/20

4.9 (1일간/6hr)

210

240

4.14~16 (3일간/18hr)

540

580

련위탁계약서 다운
2. 작성 후 날인하여

해외조달(외자구매) 실무과정
구매자재관리사 양성 특별과정 (구매관리 부문)
구매 자재관리 종합과정
구매자재관리사(K.P.M. DIR, 2급) 자격취득과정

8월

참가시 무료 또는
할인 초청
- 관련업무 개선사례

2.27 - 총론/구매관리/해외조달

4.17~5.15(주말/4일간/25hr)

640

680

4.20~23 (4일간/24hr)

640

680

5.1 (1일간/7hr)

195

240

구매.자재관리사 양성 특별과정 (구매관리 부문)

5.12~15 (4일간/25hr)

640

680

자재관리 전문가 양성과정(K.P.M. 자재관리 부문)

5.10~12 (3일간/20hr)

560

600

구매 RISK관리 실무과정

5.17~18 (2일간/12hr)

420

450

및 연구논문 모음집
발행시 증정

[교육 신청방법]
1. KPMA 홈페이지
(ikpma.org)에서 훈

FAX(0303-09502784) 혹은 kpma@
ikpma.org로 전송
3. 접수확인
(T.02-2271-3691~4)

제75회 구매.자재관리사(K.P.M.) 검정시험

5.22 - 총론/구매관리/자재관리

K.P.M.(구매.자재관리사) 보수교육 (3학점)

6.12 (1일간/4hr)

무료

40/20

구매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6.15~18 (4일간/22hr)

620

650

구매 원가관리 및 혁신 실천과정

6.21~22 (2일간/12hr)

420

450

금형/프레스 원가분석 실무과정

7.15~16 (2일간/14hr)

450

480

상생을 위한 협력업체관리 실무과정

7.12~13 (2일간/12hr)

420

450

7.14 (1일간/4hr)

90

120

- 회원 : 무료
- 학생 : 교육비 50%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실무 특강 (kpm 3학점 인정)

[특 전]

구매.자재관리사 양성 특별과정 (구매관리 부문)

7.17~8.14 (주말/4일간/25hr)

640

680

구매.자재관리사(K.P.M. DIR,2급) 자격취득과정

7.31 (1일간/7hr)

195

240

구매.자재관리사 양성 특별과정 (구매관리 부문)

8.4~14 (주중.토/4일간/25hr)

640

680

해외조달 전문가 (K,P,M, 해외조달 부문) 양성과정

8.10~13 (4일간/22hr)

620

650

구매 원가분석 및 Cost-Table 작성 실무과정

8.16~17 (2일간/14hr)

450

480

8.18 (1일간/5hrs)

120

150

9.8 (12일간/6hr)

210

240

9.9~10 (2일간/12hr)

420

450

사례중심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해설 특강 (kpm 3학점)
제76회 구매.자재관리사(K.P.M.) 검정시험
경영/재무분석 및 부실예측 실무 특강

9월

할인
- 정기포럼, 컨퍼런스

2.24 (1일간/5hr)

구매 비즈니스 협상스킬 향상 실무 특강

7월

혹은 할인
- 교재 구입시 20%

2.22~23 (2일간/14hr)

사례중심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해설 특강 (kpm 3학점)

K.P.M.(구매.자재관리사) 보수교육 (3학점)

6월

비고

1.18~19 (2일간/12hr)

제74회 구매·자재관리사(K.P.M.) 검정시험

5월

일반

1.14~15 (2일간/12hr)

경영/재무분석 및 부실예측 실무 특강

4월

회원

상생을 위한 협력업체관리 실무과정

해외조달 전문가 (K,P,M, 해외조달 부문) 양성과정

3월

교육비(천원)

금형/프레스 원가분석 실무과정

구매.자재관리사 양성 특별과정 (구매관리 부문)

2월

교육일정

구매계약 및 법무 실무과정

8.21 - 총론/구매관리/해외조달

9.13~15 (3일간/18hr)

540

580

구매 자재관리 종합과정

10.12~15 (4일간/24hr)

640

680

해외조달(외자구매) 실무과정

10.18~20 (3일간/18hr)

540

580

10.22 (1일간/6hr)

210

240

구매자재관리사 양성 특별과정 (구매관리 부문)

10.23~11.13 (주말/4일간/25hr)

640

680

구매.자재관리사(K.P.M. DIR,2급) 자격취득과정

10.31 (1일간/7hr)

195

240

자재관리 전문가 양성과정(K.P.M. 자재관리 부문)

11.10~12 (3일간/20hr)

560

600

구매 RISK관리 실무과정

11.15~16 (2일간/12hr)

420

450

12.4 (14:00~18:00/4hr)

무료

40/20

12월 구매 원가관리 및 혁신 실천과정

12.9~10 (2일간/12hr)

420

450

구매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12.13~16 (4일간/22hr)

620

650

제77회 구매.자재관리사(K.P.M.) 검정시험
구매 Leadership Conference/보수교육(3학점)

참여시 회원 대우
- 교육비 일부 지원
(자격과정 제외)
[보수교육]

지원

☆ kpm 3학점 인정
1) 사례중심의 공정거래
법 & 하도급법 해설
2) 수입통관 및 관세환
급 실무 특강

구매 공급관리 실무과정

10월 구매 비즈니스 협상스킬 향상 실무 특강

- 1사 2인 이상

11.20 - 총론/구매관리/자재관리

3) 경영/재무분석 및 부
실예측 실무 특강
4) 구매 비즈니스 협상
스킬 향상 실무특강

◇ 일부 과정은 사정에
따라 실시간/비대면
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본 교육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자가 5인
이하인 경우 부득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