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2기 화장품 상품기획 개발과정 2014년 제2기 화장품 상품기획 개발과정 2014년 제2기 화장품 상품기획 개발과정 

교육생 모집교육생 모집교육생 모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보건산업분야 재직자들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0101 교육개요 교육개요 교육개요

 ❑ 교육목적: 신제품기획개발 실무 노하우 습득을 통한 화장품 기업 재직자의 상품기획

능력 강화 및 시장조사에서 상품기획개발까지 프로세스 이해 및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 교육기간: 7. 23. ~ 10. 1. (매주 수요일 19시~22시, 총 30시간, 10주)

 ❑ 교육인원: 20명 내외

 ❑ 교육대상: 화장품기업 재직자 중 상품기획개발 실무자 및 화장품 산업 관련 재직자

 ❑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 교 육 비: 무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관 재직자에 한함)

 ❑ 교육내용 

   - 화장품 상품기획개발 이론 및 개요

   - 유통별 화장품 신제품개발 특징 및 전략

   - 신제품개발실습과 Case Study

020202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 안내 교육신청 안내

 ❑ 교육신청 절차

교 육 안 내

 ․ 2기 모집일정: 2014. 6. 24.(화) ~ 7. 18.(금)까지 

 ․ 합격자 발표: 7. 18.(금)

 ․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 hi.kohi.or.kr ) ⇒ 교육참여

교 육 신 청  ․ 보건산업교육본부 학습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 hi.kohi.or.kr ) 

 ❑ 교육관련 문의: 보건산업교육본부 제약·화장품산업교육부 02)3299-142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란?

협약 기업 

여부 조회
▶

협약 기업 

신청 
▶

재직자 회원 

가입
▶

교육신청

(무료)

 컨소시엄사업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산업이나 직종과 관련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소속 

임직원은 교육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산업분야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와 보건산업분야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고용보험금 납부자)를 대

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협약기관 재직자분들은 추가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컨소시엄 협약체결 안내

○ 가입절차 (http://hi.kohi.or.kr)

※ 협약가입절차 첨부파일 참조

○ 작성서류

 - 컨소시엄 협약서 1부(협약서 및 일반현황)

○ 교육비: 무료

○ 가입문의: Tel)02-3299-1431 / e-mail)ghm@kohi.or.kr / Fax)02-3299-1499 

○ 승인방법: 협약신청서 작성 완료 후 02-3299-1416으로 승인 확인 전화

 ❑ 교육장소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대교타워 13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 버스:(보라매공원역))152, 504, 461, 6515, 6513, 6514 (롯데백화점관악점역)5516, 5525, 5522B, 6514,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