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안내
세부사항
일시

11.19(목) 09:00~18:00(8시간)

인정평점

8시간 교육시 8평점 인정, 4시간 교육시 4평점 인정

접수기간

11.9(월)09:00 ~ 11.13(금)18:00

교육비

※ 접수기간내에만 환불 가능

4시간

8시간

(09:00~13:00) or (14:00~18:00)

(09:00~18:00)

신상신고 회원

8만원

12만원

미신고 회원

12만원

16만원

- 교육비 : 2020년도 신상신고 여부에 따라 차등부과
- 영수증 출력 : 제조·수출입교육 신청조회에서 출력 가능 또는
해당 결제카드사 요청

※ 교육신청과 동시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알림톡”으로 전
송됩니다. 반드시 교육신청시, 수신받은 패스워드를 교육당일에도 동일하게 사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 당일 혼선을 막기 위해 11/18(수) 13:00~17:00까지 사전 테
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또는 제약유통위원회(http://www.kpaips.com)
사이트접속 → 팝업창 차단해지 후 [제3차 제조·수출입 온라인 연수교육] 팝업창 접속→
교육 신청 교육신청(4시간/8시간, 성명, 면허번호, 회사명, 직종형태,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록(반드시
및 이수방법 교육생 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만 접수 가능) → 결제(카드만 가능) → 교육신청과 동시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알림톡”으로 전송 → 신청완료 ※10/18(수)에
“교육수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테스트 해보기
○ 교육수강 : ※모바일 수강 불가, 대한약사회 사이트(https://www.kpanet.or.kr/) → 사
이버연수원 배너 클릭 → [제3차 제조·수출입 온라인 연수교육 듣기] 클릭 → 로그인 : 면
허번호와(면허번호가 4자리인 경우 앞에 “0”을 추가로 입력, 예:01234), 비밀번호(교육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수신받은 패스워드 사용) → 교육수강
권장
○ Windows7이상, 크롬 30이상, Firefox 27 이상, Internet Explorer 11 이상,
운영체제 및
(모바일, 아이패드 불가)
브라우저
○ 교육 당일만 이수 가능(시간엄수)
○ 마지막 4교시 수강 후 또는 8교시 교육 수강 후 → 기출문제 뜸 → 문제 풀고 “제
교육수료기준 출하기” 클릭하면 이수완료(4교시 수강 후, 최종4문제 풀기/8교시 수강 후, 최종8문제
풀기/맞출때까지 기회 제공하므로 끝까지 풀고 제출하기)
○ 확인증(수료증대체) : 11/30(월)부터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 배너에서 출력 가능
외부
연수교육

※ 아래와 같은 2020년도 외부기관 교육이수자는 반드시 외부교육수료증 사본(증빙)
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kyh0614@nate.com)

4시간인정
교육

문의

- 2020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교육 이수자
(교육기관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교육기관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정책학술팀(☎02-3415-7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