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프로젝트관리 전문가[PMP] 산학협력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21/02/20 ~ 2021/03/20, 매주 토요일 5주차
총 35시간(09:00 ~ 17:00)
- 교육장소 : 온라인 강의(zoom으로 진행 예정)
- 수강등록 : 메일 또는 전화 신청
(pmpholic@gmail.com, 02-3290-5974, 010-8073-5974)
* 하나은행 391-904468-09337 / 예금주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프로젝트관리 전문가[PMP]로 인정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론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노하우까지!!
회사의 업무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리더를 전문관리자가 아닌
팀에서 단순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상했던 기간에 프로젝트를 마치지
못하거나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산업현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로 커지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중요성
프로젝트 관리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가 계획되는 시점부터 끝까지 예정된
기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업들도 프로젝트 업무가 증가하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받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관리
자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프로젝트 기법을 갖출 수 있는 PMP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 프로세스 학습
프로젝트 관리자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자격증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PMI가 인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 자격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표준인 PMBOK 학습을 통하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화된 접근과 프로젝트 현장에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의 필수 자격요건인 PMP 자격증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MP자격 수험서 저자 및 프로젝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인력 강사진 구성으로
사례중심 교육강화

이 강좌는 5주간의 수업으로 지식 영역별 반복적인 리뷰와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재로 사용되는 PMP PRIDE 해설서는 여행이라는 컨셉을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풀이집은 최신 출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풀이와 합격을
위한 전략 분석을 통해 실전감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수강 후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강생들간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강사와의
지속적인 멘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사진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관리 전문지식과
프로젝트 현장의 실무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매 기수 업데이트되고 있는 최근 출제 동향
문제풀이와 키워드 학습을 통해 90%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