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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해외건설협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글로벌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선도하는 ICAK

●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
● 해외건설산업의 수주 확대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목표

● 해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교육
대상

● 교재 무료 제공, 식권 제공(5천원), 다과 및 음료 제공 등
● 주차 미지원(대중교통 이용 요망)

기타
사항

● 해외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교육
● 해외건설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습중심 교육 강화
● 해외건설산업과 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기획 및 교육과정 편성
● 해외건설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무자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교육

교육
방향

● 협약확인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과정 안내 - 공지자료에서 협약여부 확인 
● 협약절차 : 교육신청 확인 후 첨부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SCAN본 먼저 메일로 송부이후 
                    교육 당일 제출 제출 또는 우편 송부 

협약
체결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과정별로 훈련비용 발생(1인당 교육비의 20%, 연간교육 일정표 확인)
● 결제방법 : 교육당일날 카드결제가 원칙, 계산서 발행 가능
  

교육
비용

교육
신청 ● 수강신청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 인력개발 - 교육수강신청

● 모든 교육과정의 출결관리는 HRD 어플 상에서 QR코드 및 비콘으로 진행되오니 교육참가 전에 
  반드시 어플설치 및 개인회원가입 필수

HRD-NET 회원가입 및
출결관리 앱 설치홈페이지 수강신청 수강신청 확인 협약체결 확인 

HRD-NET 회원가입 및 
출결관리 앱 설치

회원가입(개인회원) 절차

1  HRD-NET(www.hrd.go.kr) 접속후 회원가입 
2  회원가입 정보 입력 
3  실명인증 확인

1

2

3

출결관리 앱 설치

1  앱 스토어 실행후 "HRD" 검색
2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설치

교육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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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연간교육일정표상반기 1월~  6월

하반기 7월~12월

1월 -

2월

08~10
14~15
16~17
21~22

해외건설 입문과정 

PPP계약의 이해 과정

글로벌 건설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민자발전사업 개발과정의 이해 과정

3월

03~04
10~11
14~15
16~17
22~24
28~29
30~01

프로젝트 영문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스킬 과정

글로벌사업 예산 및 일정관리 과정

해외건설계약 심화 EPC/Turnkey Contract 과정 

글로벌 PPP사업 재무모델링 과정

해외건설 자재조달 실무 Case Study 과정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 과정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4월

05~07
11~12
13~14
19~21
25~26
27~29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 과정

해외건설계약 심화 Design-Build Contract 과정

해외건설 안전관리 Case Study 과정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과정

글로벌 건설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 과정

5월

02~04
10~12
17~18
23~24
25~27
30~31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해외건설 금융 실무 과정 

해외건설계약 클레임 실무 Case Study 과정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 과정

해외건설 금융 실무 MDB-PF 연계 과정 

국제표준계약 주요 조건의 이해 과정

6월

02~03
09~10
14~16
21~23
28~30

글로벌사업 자원 및 리스크관리 과정 

프로젝트 영문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스킬 과정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 과정 

해외건설 프로젝트 공정관리 전략수립과 사례 과정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 과정

4.

4

7월 -

8월 17~18
30~01

글로벌계약과 건설실무의 이해 과정 

해외건설 입문과정

9월

05~07
15~16
19~20
21~22
27~29

해외건설 금융 실무 과정

프로젝트 영문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스킬 과정 

해외건설 안전관리 Case Study 과정

민자발전사업 개발과정의 이해 과정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과정

10월

06~07
12~14
18~20
25~27
31~01

글로벌 선진 리스크관리 사례 과정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 과정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 과정 

글로벌 PPP사업 재무모델링 과정

11월

08~09
10~11
15~17
22~24
28~29
30~02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 과정

해외건설계약 심화 EPC/Turnkey Contract 과정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 과정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 과정 

해외건설계약 클레임 실무 Case Study 과정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 과정

12월 05~06
07~09

해외건설계약 심화 Sub-Contract 관리 과정

해외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

9.

11.

12.

상반기 하반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란?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 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에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협약을 맺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2년 해외건설 Career Development Plan  

●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 
   민자발전사업, 비즈니스 영어 실무, 
   프로젝트 영문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스킬,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과정 등

● 해외건설 금융 실무, 금융 실무 Case Study,
   MDB-PF 연계, 투자개발형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타당성 분석, PPP사업 재무모델링 과정 등

영업 관리

사업 관리

계약 관리

금융 관리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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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협약 체결

해외건설산업
임직원 직무향상

해외건설산업
전문인력 육성

해외건설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

재직자
특화교육

해외건설협회 협력 기업

● 해외 프로젝트 수행 절차, 
   공정관리 전략 수립과 사례, 프리마베라, 
   자재조달 실무, 안전관리 과정 등

● 국제표준 계약 주요 조건의 이해,
   PPP 계약, 글로벌 계약과 건설 실무,
   MDB 국제표준, Design-Build, EPC/Turnkey,
   계약 클레임 실무 과정 등



PPP 계약의 
이해 과정

- PPP와 건설계약
- PPP 계약의 주요 조건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

- 국제표준 건설계약서 분석 
- 계약 및 클레임 실무

글로벌 계약과 
건설실무의 이해 과정

- 글로벌 계약 트렌드 및  
   시스템
- 계약 수행 및 손해 배상

국제표준계약 주요 
조건의 이해 과정 

- 계약의 정의와 계약  
   당사자의 역할 
- 표준계약의 체계

해외건설계약 
심화 Design-Build 
Contract 과정

- 시공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적용범위
- 시공자 설계 작업

해외건설계약 심화 
EPC/Turnkey 
Contract 과정

- 설계
- 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

해외건설계약 심화 
Sub-Contract 
관리 과정

- 계약 유형별 하도급계약 
  이해
- 하도급계약 주요조건 검토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 건설계약 관리 이해
- MDB 국제표준 계약 
  관련 사례

계약 관리 Module 2

해외건설계약 
클레임 실무 
Case Study 과정

- 해외건설 계약 
   주요 이슈
- 해외건설 클레임 
   Case Study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 PM과 공정관리의 이해
- Primavera Basic Concept

해외프로젝트 공정관리 
전략수립과 사례 과정

- 전략적 공정관리계획 
  수립과 공정실행 관리/ 
  공기지연 분석

해외건설 입문과정 

- 프로젝트 수행절차
- PF 개념과 조달 

글로벌사업 예산 및 
일정관리 과정

- PMBOK 이해
- 통합관리
- 스케쥴관리

글로벌 사업 지원 및 
리스크 관리 과정

- 품질 및 자원관리
- 리스크 및 구매 관리

글로벌 선진 리스크관리 
사례 과정

- 건설기업의 수주단계
- 수행단계 리스크 관리
- JICA 사례를 기반으로 선진 
   리스크 관리

해외건설 안전관리 
Case Study 과정

- 시공계획서의 Safety
- Security Management 
  Case Study

해외건설 자재조달 
실무 Case Study 

- 외자조달 절차
- 자재조달 계약관리/ 
  구매전략 

사업 관리 Module 1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

- 수주 실무영어
- 공사관리 실무 영어

민자발전사업 
개발과정의 이해

- 민자발전사업의 구조 이해 
- 사업권 획득 및 진행단계별 
  주요계약 검토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실무 

- 영문 계약서 분석 및 해설
- 시공관련 영문 다큐먼트 
  작성

해외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사업

- 해외도시개발의 추진전략 및 
  시장동향
- 부동산 금융 조달

글로벌 건설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 상황별 프레젠테이션 이수 및 
  유의할 점
- Untact Presentation Skills

프로젝트 영문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스킬

- 전략적 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
- 요약 보고서 작성 및 
  가격 협상 요령

영업 관리 Module 4

해외건설 금융 실무 
MDB-PF 연계 과정

- MDB Project Finance 동향
- MDB에서 바라보는 PF의 
   위험분석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

- 해외 건설금융 
  이해와 동향
- 금융관련 실무 중심 교육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 해외건설 PF 조달 
- ECA 자금지원 제도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과정

- 타당성분석(FS) 이론
- FS 사례연구 및 
  실습 병행 교육

글로벌 PPP사업 
재무모델링 과정

- PPP 사업 재무이론
- 수행단계 리스크 관리
- 재무모델링 실습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과정

- PPP 개념과 개요
- PPP의 구조와 참여자의 
  역할, Case Study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

- 투자개발형 금융
- 투자 사례, 
  개발사업 보증 

금융 관리 Module 3

98



과정명 비  용
(대규모기업)

인  원

해외건설 입문 과정
프로젝트 수행절차, 계약 및 클레임, 타당성 분석 이해, PF 개념과 조달, 재무 및 세무기초, 
보증 및 금융

55,710 25 

해외프로젝트 공정관리 전략수립과 사례 과정
전략적 공정관리계획 수립과 프로세스별 공정실행 관리, 공기지연 분석, 
국제표준계약의 공정관리 클레임 분석 및 사례

67,720  25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PM과 공정관리의 이해, 공정관리, Primavera Basic Concept, 자원생성 및 자원할당, 
자원 부하관리 분석 등
* 노트북 제공

68,020 20

해외건설 자재조달 실무 Case Study
외자조달 절차, 체크리스트, 해외공급선 발굴 및 평가 요령, 대금결제, 납기, 품질, 결제, 
클레임, 자재조달 계약관리/ 구매전략, 통관절차, 무관세 전략 등 실무중심 교육

47,620 25

해외건설 안전관리 Case Study 과정
발주처 Satety 관련 계약조건(HSE requirements), 시공계획서의 Safety(HSE Policy, 
Procedures, Method Statement 작성법), Lime Management의 역할 및 Case Study, 
Security Management Case Study(경비 및 보안업무)

47,930  20

글로벌사업 예산 및 일정관리 과정
PMBOK 이해, 통합관리, 스케쥴 관리, 원가 관리

49,640 20

글로벌사업 자원 및 리스크관리 과정
품질 및 자원관리, 범위관리, 리스크 및 구매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49,640 20

글로벌 선진 리스크관리 사례 과정
건설기업의 리스크관리(정의, 관리프로세스, 관리방안 수립), 수주단계 리스크 관리(Register, 
Manager, Owner 별 주요 리스크 평가방법), 수행단계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모니터링, 
성과관리, tracking, 원가예측), JICA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선진 리스크 관리사례

36,040 20

교육과정 안내

과정명 비  용
(대규모기업)

인  원

국제표준계약 주요 조건의 이해 과정
계약의 정의와 유형, 계약 당사자의 역할, 표준계약의 체계, 표준계약에 따른 이행 및 책임

50,040 20

글로벌 계약과 건설실무의 이해 과정
글로벌 계약 트렌드, 글로벌 계약 시스템, 글로벌 계약 조항 구성, 계약 당사자, 
계약 수행, 손해 배상

50,040 20

PPP 계약의 이해 과정
PPP 구조 및 추진절차, PPP와 건설계약, PPP 계약의 주요 조건

48,990 20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
국제표준 건설계약서 중점 분석 및 해설, PPP 계약, 계약 및 클레임 실무 등

48,000  20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건설계약 용어 이해, 계약관리 이해, Claim Claues in FIDIC(Pink Book), 관련 Case 소개

68,890 20

해외건설계약 심화 Sub-Contract 관리 과정
계약 유형별 하도급계약 이해, 하도급계약 주요 조건 검토, 하도급 계약 관리, 클레임 관리

48,990  20

해외건설계약 심화 Design-Build Contract 과정
설계, 시공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적용범위, 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 등 의미, 시공자 설계 
책임, 시공자 문서 파악 방법 등

48,990  20

해외건설계약 심화 EPC/Turnkey Contract 과정
설계, 시공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적용범위, 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 등 의미, 클레임 관련 
조항의 이해 및 분쟁해결 절차 규정의 이해 등

50,040  20

해외건설계약 클레임 실무 Case Study 과정
해외건설 계약 주요 이슈와 해법, 해외건설 클레임 Case Study 등

51,1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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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비  용
(대규모기업)

인  원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해외건설 PF 조달, 디벨로퍼의 PF 조달, 외환리스크 관리, 무역보험, 보증실무, 
ECA 자금지원 제도 등

48,310 25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
해외 건설금융 이해와 동향, EDCF 지원제도와 사례, 해외건설 PF, 금융 계약 이해 및 유의점, 
해외건설 보증서 발급 지원제도 등 금융관련 실무 중심 교육

53,040 25

해외건설 금융 실무 MDB-PF 연계 과정
Project Finance 개념과 MDB Project Finance 동향, MDB에서 바라보는 PF의 위험분석, 
Oversea Infrastructure Financing Case Studies 등

51,390  25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
투자개발형 금융 실무, 발전프로젝트 투자 및 개발사례,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개발 성공 및 실패 사례, 투자 사례, 개발사업 보증

49,630 25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과정
PPP 개념과 개요, PPP Project의 금융조달 개요, PPP의 구조와 참여자의 역할, 
Case Study 등

50,430  25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과정
타당성분석(FS) 이론, FS 사례연구 및 실습 병행 교육
* 노트북 제공

80,090  25

글로벌 PPP사업 재무모델링 과정
PPP 사업 재무이론(이론, 이슈, 주요사례), 재무모델링 실습(모델링 개요, 과정, 프레임웍, 
사업비, 투자비, 운영비, 재원, 수입, 수익률 등)
* 노트북 제공

47,390  20

과정명 비  용
(대규모기업)

인  원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 과정
영문 계약서 분석 및 해설, 시공관련 영문 다큐먼트 작성 등

42,110  25

민자발전사업 개발과정의 이해 과정
민자발전사업의 구조와 Concession & PPA 구조 이해,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사업권 획득 및 
진행단계별 주요계약 검토, EPC·연료공급 계약조건, 계약주체자간의 분쟁 해결방안, IPP 
Guide, 타당성 확보방안 및 채무불이행 사유와 효과

40,430 25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 과정
이메일, 레터, MOU 등 수주 실무영어, PT 스킬, 커뮤니케이션 관리, PQ, 입찰서, LOI 작성 등 
공사관리 실무영어

42,350  25

프로젝트 영문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스킬 과정
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 요약보고서 작성 방법, 제안서 및 Kick-off 미팅 프로젝트 발표 요령, 
기술 및 가격 협상 요령

35,280  25

글로벌 건설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상황별 Presentation Issue 및 유의할 점(Proposal, Claim), Contact Presentation 
Skills(Company Introduction, Opening Statement, Making Proposals), Untact 
Presentation Skills(Video Call, Untact Proposal Skills, Meeing Skills on Camera), 
Presentation Live Practice

42,540 20

해외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추진전략) 및 시장동향, 부동산 금융 조달, 해외진출전략, 과거 
주요국의 부동산 버블 사례분석

47,070 25 

*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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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하차, 9번출구 이용,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도보 5분

      버  스
● 간선버스: 103, 109, 150, 401, 402, 406, 501, 506, 603, 703, 706, 708
● 지선버스: 0014, 0015, 0211, 1711, 7016, 7019, 7022
● 좌석버스: 1000, 1000-1, 1005, 1200, 1500, 2000, 5000, 5500, 5500-2 
● 광역버스: 9301, 9703 
※ 주차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정로

▲
충정로

서소문로

중앙일보

대한통운

올리브타워

상공회의소

서울역
▼

신한은행

남대문 한국은행 ▶

삼성생명

삼성본관

시청역
해외건설 교육센터

부영빌딩1층

▲
광화문

소공로 ▶

2호선 시청역
9번출구

염천교
◀ 중림동

서울역
▼

해외건설협회    회원 지원 서비스

서비스 지원 내용 및 혜택 회원사 비회원

정보제공 및 조사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해외건설시장정보
(국별 DB, 특집, 시장동향, 마켓인사이트 등) 및 
프로젝트 정보 이용

무 료  일부제공

해외건설 통계자료 제공 무 료  일부제공

프로젝트 정보 조사 제 공 -

해외시장 진출 사업환경 조사 제 공 -

 발간자료 제공 K-Build, 연구보고서,진출전략보고서, 회원명부 등 무 료 -

 컨설팅 및 건의

해외진출 전문가 컨설팅 무 료 -

상황통보 접수 및 신고업무 컨설팅 무 료 -

정책 및 애로사항 건의 무 료 -

 해외사무소 활용 해외사무실(인프라협력센터)활용 및 활동 지원 무료/할인 -

 증명서 발급

수주실적 증명서 발급 무 료  55,000원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할인(50%)
신   규 220,000원

재발급 110,000원

 직원채용 지원
해외건설 취업자 교육 수료생, 마이스터고 졸업생, 
해외건설기업 퇴직자 등 인력소개

무 료 -

 해외건설 교육
유료 교육, 세미나 무료/할인 -

기업 방문 맞춤형 교육 할 인 -

   홍보지원
K-Build, 영문 브로슈어 홍보 무 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광고 할 인 -

 통·번역 서비스
전문기관 추천
* 통·번역 및 영문제안서 작성 등

할 인 -

 출장지원 서비스
여행사 추천
* 출장 항공 일정 항공료 지원 등

할 인 -

  시설이용
협회 교육센터 및 부대시설 무료/할인 -

동강리조트(강원 영월) 할 인 -

  의료지원
중앙대학교병원
* 기본종합건강검진 등

할인(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