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주상공회의소 교육일정

■ 단기과정

시기 분야 교육과정

2월 세무/회계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교육

3월
인사/노무 개정노동법 설명회

세무/회계 개정세법 설명회

4월 경영/전략
OA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실무 교육

ESG경영 확산 및 기업대응역량강화 교육

5월
인사/노무

재직자(신입/중간) 역량강화 교육

6월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수 노무 기초 교육

7월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교육

8월
무역/관세 ICC국제무역규칙(인코텀즈, 신용장) 실무교육

경영/전략 신제품 및 신사업 투자전략

9월
무역/관세

수출입 회계와 세무처리 실무교육

10월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11월 경영/전략 ESG경영 확산 및 기업대응역량강화 교육

12월 세무/회계 2023 연말정산 실무능력 향상과정

매주 수요일 기타 유통표준바코드 실무교육

■ 특화과정

시기 분야 교육과정

4월 ~ 5월

직무

인사노무 실무능력 향상과정 (5주)

6월 ~ 7월 디지털 마케팅 실무능력 향상과정 (5주)

9월 ~ 10월 세무회계 실무능력 향상과정 (6주)

10월 ~ 11월 인사노무 실무능력 향상과정 (5주)

연중 수시

입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무교육 (연 4회)

FTA FTA활용/원산지관리사/인증수출자 교육 (연 10회 이상)

특허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교육 (연 10회 이상)

  

※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사업본부 이민형 ☎229-2742).



 ※ 교육날짜 및 강사 등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청주상공회의소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일정

형태 장소 인원 비용 시기

■ 인사/노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정 노동법 설명회 1일/4시간 외부 교육장 50명 유

재직자(신입/중간) 리더십․역량강화 교육 1일/3시간 외부 교육장 50명 유

인사노무 실무능력 향상과정(5주과정) 5일/25시간 상의회관 30명 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수 노무 기초 교육 2일/8시간 상의회관 30명 유

■ 세무/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교육 1일/4시간 외부 교육장 50명 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 1일/4시간 상의회관 30명 유

연말정산 실무능력 향상과정 1일/4시간 외부 교육장 200명 유

개정세법 설명회 1일/4시간 외부 교육장 50명 무

세무회계 실무능력 향상과정(6주과정) 6일/30시간 상의회관 30명 무

■ 경영/전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A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실무 교육 1일/4시간 상의회관 30명 유

ESG경영 기업대응 역량강화 교육(상ㆍ하반기) 1일/4시간 상의회관 30명 무

디지털 마케팅 실무능력 향상과정(5주과정) 5일/25시간 상의회관 30명 무

신제품 및 신사업 투자전략 1일/4시간 상의회관 30명 유

■ 무역/관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CC국제무역규칙(인코텀즈, 신용장) 실무교육 1일/4시간 상의회관 20명 유

수출입 회계와 세무처리 실무교육 2일/8시간 상의회관 20명 유

글로벌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 1일/4시간 상의회관 20명 유

■ 기타/특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무교육 1일/4시간 상의회관 40명 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교육(충북지식재산센터) 1일/4시간 상의회관 20명 무 연중 수시(10회 이상)

FTA활용, 원산지관리사 교육(충북FTA활용지원센터) - 상의회관 - 무 연중 수시(10회 이상)

유통표준바코드 실무교육 - 상의회관 - 무 매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