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인도네시아 지역 과정 교육안내문
KOTRA-HYUNDAI Global Academy는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6기 인도네시아 지역 과정”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장소 안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오시는 길 지도 클릭)

■교육목표
◦ 인도네시아 시장 경제 및 산업 동향 파악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관련 법률 가이드
◦ 기존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기업 성공사례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과정 개요
◦ 과 정 명 : 제16기 인도네시아 지역 과정

◦ 교육일시 : 2018.11.12(월) ~ 11.13(화) / 2일, 12시간
◦ 교육대상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 교육정원 : 30명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KOTRA IKP 3층 중강의실

[ FAQ ]

◦ 교 육 비 : ₩330,000 (VAT 포함)

Ⅰ. 교육과정 문의

(교육비 포함 내역 : 교재, 중식 2회, 음료 및 다과)

Q.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이수하신 분들께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 일정
일자

11/12
(월)

11/13
(화)

- 본 과정은 고용보험 비 환급 과정입니다.
시간

강의 주제

교육내용

10:00~12:00
(2H)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 경제 현황 개관 및 초기 진출을 위한 기초 정보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략 제시

13:00~15:00
(2H)

인도네시아 유통망 진출 전략 및
물류 리스크 극복

- 인도네시아 유통산업의 구조 및 특징 이해
- 유통망 진출 전략 수립 및 활용

15:00~17:00
(2H)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 사례 분석 및
마케팅 기법 활용

- 프랜차이즈 기업의 진출 등 현지 진출 성공
사례 분석 (케이스 스터디)
- 마케팅 기법 활용 방안 학습

10:00~12:00
(2H)

인도네시아 금융의 이해 및 활용

13:00~15:00
(2H)

현장에서 본 리스크 관리 방안

15:00~17:00
(2H)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 사례

-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분석
- 금융 리스크 소개 및 극복 방안
- 인사, 노무, 세무 등 현장 사례 중심의
리스크 분석

Ⅱ.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비 납입이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청구 및 영수 발행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각 교육 과정 종료일에 일괄 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이메일 송부되오니 정확한 수신자(본인 또는 해당 부서 담당자)의 이메일을 기재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수강신청 및 참가비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수강신청 기한은 각 과정별로 상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는 신청 접수 후 일주일 안에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환불 관련 문의
Q. 수강신청 및 접수 완료 후 과정 참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참가신청 후 참가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강의 개시일을 포함하여 강의 시작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 사례 분석

Ⅳ. 기타 문의
Q. 주차는 가능합니까?

※ 상기 일정은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8.10.01 ~ 11.11
◦ 참가신청방법 : http://global.cylearn.co.kr 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교육명을 말씀하시면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 다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제 수강생과 신청인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실제 교육생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기입하여, global@hri.co.kr로 이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정

성명

회사

생년월일

직급/부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교육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경제연구원/KEB하나은행 630-006436-846)
■문의처 : Tel. 02-2072-6299, 6294 / Fax. 02-2072-6395 / E-mail. global@hri.co.kr, hwkim@hri.co.kr

결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