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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요셉

[공지]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 준비생 모집중
2021년도 국가공인자,격증 수강생 등록중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진흥원 산하에 있는
교육컨설팅 가이던스 장 요셉입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한 국가자,격증, 학위를 위한 수강생 등록 중에 있습니다.
학위가 중요했던 예전과는 달리 자,격증을 통해 취직 할 수 있는 전문직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전망 있고 100세 시대인 요즘 퇴직 후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편문의 : https://bit.ly/3b1OOhD
상담 문의 https://open.kakao.com/o/smf4tTcd
KAKAO : jangys615
TEL. 0l0 2353 085l

세부내용
1. 교육과정: 학위, 산업기사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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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학위, 산업기사 및 기사
2. 강의시간: 한 과목에 1시간 20~30분 가량의 인터넷 수업
3. 교육대상: 고졸, 전졸, 대졸 가능
4. 소요기간: 산업기사=1년/기사=2년반
5. 접수방법: 전화 상담, 학 습 설 계,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입학요강
1.인원 : 75명 선.착순 등록 (69명 마감 되었습니다)
2.지역 :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가능!!

과정 설명
-2년제, 4년제 학위 과정1. 전공 : 경영학 전공
2. 획득기간 : 산업기사의 경우 1년 / 기사의 경우 2년반
(기간 단축 가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주셔야 합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1. 기능사(타 산업기사, 타 자격 포함) 이상 + 실무 경험 1년 이상
2.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
3. 2년제 또는 3년제 관련 학과 졸업(예정) 자
4. 4년제 관련 학과 전과정의 절반 이상 수료자
5. 실무경력 2년 이상
6.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이상 보유자

기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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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2. 전문대 졸업(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필요
(2년: 실무경력 2년 / 3년: 실무경력 1년)
3. 순수 실무경력 4년 이상
4. 동일분
5. 기능사 + 3년 이상 실무경력
6. 산업기사 + 1년 이상 실무경력
7.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상 보유자

학생이나 직장인도 쉽게
학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자격증이 있으면
기회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분들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편입과 사.회복지사/보 육교사 관련 상담도 하고있으니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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