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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 준비사항(HRD-NET 회원가입 및 출결관리 앱 설치)
□ 회원가입(개인회원) 절차
① HRD-NET(www.hrd.go.kr) 접속후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 정보 입력

□ 교육목표
· 해외건설 산업의 경쟁력 및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
· 해외건설 산업의 수주 확대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 해외건설 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창출·확대에 기여

□ 운영방향
·
·
·
·
·

해외건설
해외건설
해외건설
해외건설
해외건설

산업의 글로벌
산업 종사자의
입문자의 실무
산업과 시장의
산업의 인력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및 실습중심 교육
투입에 대비한 실무중심 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 기획 및 교육과정 편성
해소 및 실무자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교육

□ 재직자 교육 협약체결 안내
· 대상기업 : 해외건설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 협약절차 : 교육신청 확인 후 첨부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 또는 교육 당일 제출
※ 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기존에 협약서를 제출한 기업은 꼭 확인 요망!!

· 문 의 처
- Address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우)04513
- E-mail : edp@icak.or.kr
- Tel : 02-3406-1125,1079

□ 수강신청 안내
홈페이지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확인 ‣ 협약체결 확인 ‣ HRD-NET 회원가입 및 출결관리 앱 설치
· 수강시청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 인력개발 - 교육수강신청
· 협약체결 여부 안내 : 02-3406-1125,1079
· 수강신청 후 사전 취소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와 미수료 경우 향후 수강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과정의 출결관리는 QR코드로 진행되오니 준비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관리 앱 설치

③ 실명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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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해외건설협회 연간교육일정표
□ 연간교육일정표(1월~12월)

□ 재직자 교육(무료, 주간)

1월
15~19
17~19
24~26
31~2.2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해외사업 Business Communication 능력 향상 과정
Global HSE manager 양성과정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과정

2월
5~9
6~8
9~11
20~23
26~28

3월
6~9
12~16
13~15
19~21
22~23
27~30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과정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건설시장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실무과정

해외건설 자재조달 실무 Case Study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과정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Design-Build Contract

3~6
9~13
10~12
24~26

해외건설·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5~8
18~20
22~24
26~28

해외건설 입문과정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과정
PPP 자격증 취득과정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과정

14~17
21~23
28~31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EPC/Turnkey Contract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해외건설 PM과정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
PPP이론과 국내외 실무사례 과정

일정

인원

해외사업 Business Communication 능력 향상 과정
- PMO 부서의 운영 목적 및 해외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각 사업
단계 별 PMO 직무 등

1.17~1.19

30

Global HSE manager 양성과정
- HSE guidelines(HSE 기본규칙)& HSE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Hazards and Controls 등

1.24~1.26

30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 실무과정(2회)
- 해외건설 실무영어, PQ 및 BID 영문 다큐먼트, 영문
계약서 분석 및 해설, 공사수행 관련 대감리자·발주자 영문서식 해
설 및 문서 작성·해설 등

1.31~2.2
9.17~9.19

40

해외건설 금융 실무 MDB-PF 연계 과정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EPC/Turnkey Contract
PPP 자격증 취득과정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2.6~2.8
10.29~10.31

30

2.20~2.23
9.4~9.7

40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2회)
- 국제표준 건설계약서 중점 분석 및 해설, PPP 계약, 계약 및
클레임 실무 등

2.26~2.28
10.10~10.12

30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 실무과정
- 수주 및 공사관리 실무, PF, PT 및 협상기법 등 건설비즈니스 영어

3.6~3.9

30

3.13~3.15
8.21~8.23

30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과정(2회)
- PPP 개념과 개요, PPP Project의 금융조달 개요, PPP의 구조와
참여자의 역할, Case Study 등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Design-Bid-Build Contract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

해외건설 입문과정(2회)
-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절차, FS 이해, ITB 검토 및 프로포잘
작성, 계약 및 클레임 이해, PF 조달, 보증 및 금융, 재무 및 세무
기초 등

10월
10~12
15~19
16~18
22~24
29~31

11월
6~8
13~16
19~23
19~23
27~29

과정명

8월

9월
4~7
10~14
11~13
14~16
17~19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
중동 국가 진출과 이슬람 문화
해외건설 PM과정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Design-Bid-Build Contract

6월

7월

2~8.10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과정
PPP 자격증 취득과정
해외건설 입문과정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

4월

5월
2~4
9~11
15~18
23~25
30~6.1

2018년 해외건설협회 교육과정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
해외건설 금융 실무 Case Study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Design-Build Contract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과정

12월

4~6
7~9
12~14

해외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입문과정
PPP 자격증 취득과정
해외프로젝트 공정관리 전략수립과 사례 과정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2회)
- 해외건설 PF 조달, 디벨로퍼의 PF 조달, 외환리스크 관리, 무역보험,
보증실무, ECA 자금지원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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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일정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3회)
- PM과 공정관리의 이해, 공정관리, Primavera Basic Concept,
자원생성 및 자원할당, 자원 부하관리 분석 등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건설시장
-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미래, BIM, 건설신기술 적용사례 등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실무과정
- 프로젝트 재무분석 및 타당성분석, 프로젝트 RFP검토, 프로포잘 작성
및 분석, 엔지니어링 계약관리 및 사례 등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2회)
- 해외투자개발 프로젝트 발굴 실무 및 사례, 타당성분석 이론 및
실습, 디벨로퍼 입장의 PF와 최근 동향, 투자 개발형 금융실무,
해외개발사업의 보증 실무, PF 사례

중동 국가 진출과 이슬람 문화
- 해외건설과 국제관계 이해, 중동경제 및 전망, 아랍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등

해외건설 PM과정(2회)
- PM 이해, 외자재 조달 관리, 계약·클레임 관리, 금융 리스크 관리,
IT 활용 프로젝트 관리, 인적자원 및 안전위험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HSE 등

3.19~3.23
6.26~6.28
10.22~10.24

3.22~3.23

3.27~3.30

4.3~4.6
8.28~8.31

4.10~4.12

4.16~4.20
11.19~11.23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Design-Bid-Build Contract(2회)
- 계약의 성립 절차 및 요건의 이해 등 계약유형별 특징, 계약해설의
방법 분쟁해결 절차 등

4.24~4.26
8.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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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4

인원

20

30

30

40

과정명

일정

인원

5.9~5.11
9.11~9.13

40

5.15~5.18
11.13~11.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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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5.25

30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Design-Build Contract(2회)
- 설계, 시공계약의 설립요건 및 적용범위, 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
등 의미, 시공자 설계 책임, 시공자 문서 파악 방법 등

5.30~6.1
10.16~10.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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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8

30

해외건설 계약 심화과정-EPC/Turnkey Contract(2회)
- 설계, 시공계약의 설립요건 및 적용범위, 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 등
의미, 클레임 관련 조항의 이해 및 분쟁해결 절차 규정의 이해 등

6.18~6.20
11.6~11.8

30

11.27~11.29

30

12.4~12.6

30

12.12~12.14

30

해외건설 타당성분석 실무과정(2회)
- 타당성분석(FS) 이론, FS 사례연구 및 실습 병행 교육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2회)
- 건설계약 용어 이해, 계약관리 이해, Yellow book/ Silver book
차이점, Claim Claues in FIDIC, WB 계약조건과 Silver book
차이점 등 집중 교육

30

30
PPP이론과 국내외 실무사례 과정
- PPP 프로젝트 프로세스 이해 및 단계별 프로젝트관리,
PPP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리스크분석,
국내외 Energy, Transport PPP 성공 및 실패 사례 등
30

30

해외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입문과정
-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추진전략) 및 시장동향, 스마트 도시
해외진출전략, 국가별 진출사례 등

해외프로젝트 공정관리 전략수립과 사례 과정
- 전략적 공정관리계획 수립과 프로세스별 공정실행 관리,
공기지연 분석, 국제표준계약의 공정관리 클레임 분석 및 사례 등
*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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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교육(무료, 야간)

찾아오시는길
과정명

일정

인원

1.15~1.19

30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 Case Study(5회)
- 해외건설 계약 주요 이슈와 해법, 해외건설 클레임 Case Study 등

2.5~2.9
3.12~3.16
4.9~4.13
9.10~9.14
11.19~11.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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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10.19

30

MDB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
- 건설계약 용어 이해, 계약관리 이해, Yellow book/ Silver book
차이점, Claim Claues in FIDIC, WB 계약조건과 Silver book
차이점 등 집중 교육

□ 취업자 교육(무료)
구분

취업
과정

과정명

일정

해외건설·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6주)
- 해외건설 입문, 견적 및 수주, 금융조달, 건자재 조달,
플랜트 및 토건/개발사업 추진절차·사례, 건설 비즈니스
영어 및 아랍어 등
- 취업캠프(모의면접/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등)

인원

- 지 하 철: 1, 2호선 시청역 하차, 9번출구 이용,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도보 5분
- 간선버스: 103, 109, 150, 401, 402, 406, 501, 506, 603, 703, 706, 708
- 지선버스: 0014, 0015, 0211, 1711, 7016, 7019, 7022

7.2～8.10

40

- 좌석버스: 1000, 1000-1, 1005, 1200, 1500, 2000, 5000, 5500, 5500-2
(광역버스: 9301, 9703)

* 대학교 이상 졸업자 수준의 학습 및 영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 필요

※ 주차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교육(유료)
구분

특화
교육

맞춤형
교육

과정명

PPP 자격증 취득과정
- PPP 개념과 개요 및 사례 분석 등

* 업체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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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인원

2.9~2.11
6.22~6.24
9.14~9.16
12.7~12.9

미정

미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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