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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신청방법

교육문의

교육개요

구분 교육일정 시간 과정명
1 물류교육 2/16(수) 7   [콜드체인①] 콜드체인 운영기술과 표준화 방안

2 물류교육 2/17(목)~2/18(금) 14   [프로세스] 물류 프로세스 모델링과 현장 낭비 제거 실습

3 물류교육 2/21(월) 7   [국제물류①] 국제물류 및 클레임 대응 실무 과정

4 물류교육 2/23(수) 4   [특강] 비즈니스 기초 무역영어(1)

5 물류교육 2/24(목)~2/25(금) 14   [물류비①] 물류비 절감과 낭비개선을 위해 주목해야할 실무

6 물류교육 3/8(화) 7   [물류자동화①] 물류자동화와 로봇물류시스템의 이해 

7 물류교육 3/16(수)~3/17(목) 14   [SCM] 성공적인 공급망관리(SCM) 구축 및 운영 전략

8 경영관리교육 3/22(화) 4   [인사/노무] 인사노무관리교육

9 경영관리교육 3/23(수) 4   [노조법] 노조법 실무교육

10 경영관리교육 3/29(화) 4   [ESG①] 윤리환경안전교육

11 물류교육 4/6(수) 4   [특강] 비즈니스 기초 무역영어(2)

12 물류교육 4/8(금) 7   [S&OP] S&OP 수요관리 실무과정

13 경영관리교육 4/13(수) 4   [ESG②] 윤리환경안전교육

14 경영관리교육 4/19(화) 4   [근로감독점검] 근로감독점검대비 교육

15 물류교육 4/20(수)~4/21(목) 14   [국제물류②] 수출입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코텀스와 국제물류의 기본이해

16 경영관리교육 4/26(화)~4/27(수) 16   [법정의무교육①]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교육

17 물류교육 4/28(목) 7   [물동량분석] 물동량분석과 물류효율화 실습

18 경영관리교육 5/4(수) 4   [ESG③] 윤리환경안전교육

19 경영관리교육 5/10(화) 4   [회계/세무] 물류중소기업 관리자가 알아야 할 기본 회계/세무 교육

20 물류교육 5/13(금) 7   [재고관리①] 효율적인 수요예측과 재고관리 실무

21 물류교육 5/18(수) 7   [포장관리] 포장관리 핵심실무

22 물류교육 5/19(목)~5/20(금) 14   [물류센터①] 물류센터 구축 운영 실무

23 경영관리교육 5/24(화) 4   [ESG④] 윤리환경안전교육 

24 경영관리교육 5/25(수) 4   [노동분쟁] 노동분쟁 현장실무

25 물류교육
5/28(토), 5/29(일), 

 6/4(토), 6/5(일)
22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증 합격 대비과정

26 경영관리교육 6/3(금) 4   [ESG⑤] 윤리환경안전교육

27 물류교육 6/9(목)~6/10(금) 14   [콜드체인②]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향상 실무

28 경영관리교육 6/20(월) 4   [ESG⑥] 윤리환경안전교육

29 경영관리교육 6/22(수)~6/23(목) 16   [법정의무교육②]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교육

30 물류교육 6/29(수) 4   [특강] 물류 스타트업 아카데미

31 물류교육 7/7(목)~7/8(금) 14   [이커머스①] 이커머스 유통채널의 물류 혁신 솔루션

32 경영관리교육 7/12(화) 4   [ESG⑦] 윤리환경안전교육

33 물류교육 7/13(수) 7   [판매물류] 자동차 판매물류 운영실무

34 경영관리교육 7/20(수) 4   [인사/노무] 인사노무관리교육

35 물류교육 8/11(목) 7   [물류센터②] 물류센터 레이아웃 분석과 개선 실무

36 경영관리교육 8/17(수) 4   [ESG⑧] 윤리환경안전교육(8)

37 물류교육 8/19(금) 4   [특강] 물류 산업 입문 아카데미

38 물류교육 8/25(목) 7   [무역영어]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무역서식

39 경영관리교육 9/1(목) 4   [ESG⑨] 윤리환경안전교육

40 물류교육 9/5(월)~9/6(화) 14   [스마트물류 아카데미①] 중소물류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실무

41 물류교육 9/7(수) 7   [스마트물류 아카데미②] D/X전략 수립 방안

42 경영관리교육 9/20(화)~9/21(수) 16   [법정의무교육③]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교육

43 경영관리교육 9/22(목) 4   [근로감독점검] 근로감독점검대비 교육

44 경영관리교육 9/26(월) 4   [ESG⑩] 윤리환경안전교육

45 물류교육 9/27(화)~9/28(수) 14   [수배송관리] 효율적인 수배송관리 실무

46 물류교육 10/5(수) 7   [재고관리②] 효율적인 수요예측과 재고관리 실무

47 물류교육 10/13(목) 4   [특강] 물류 리더십 아카데미

48 경영관리교육 10/18(화) 4   [노조법] 노조법 실무교육

49 물류교육 10/20(목)~10/21(금) 14   [빅데이터①] 물류 4.0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입문

50 물류교육 10/24(월) 7   [물류비②] 물류 원가관리와 투자효과 분석기법

51 물류교육 11/2(수)~11/3(목) 14   [빅데이터②] 물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52 경영관리교육 11/8(화) 4   [노동분쟁] 노동분쟁 현장실무

53 물류교육 11/10(목) 7   [이커머스②]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는 물류혁신솔루션

54 물류교육 11/15(화)~11/16(수) 14   [물류자동화②] 물류자동화의 이해와 사내도입 검토 실무

※   상기내용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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