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봄학기과정
<민간자격 정보 안내>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09-0310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총비용: 약 63만9천원
총비용
(세부내역)

-수강료: 미술심리상담사2급(2~3학기 90시간 수강) 50만원
교재비: 24,000원(주교재비16,000원 부교재 8,000원), 재료비: 약 50,000원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검정방법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50:50)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홈페이지
www.ice.uos.ac.kr
163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
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심리상담사(2급)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09-0307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총비용: 약 57만5천원
총비용
(세부내역)

-수강료: 심리상담사2급 (2학기*45시간, 90시간) 50만원
재료비: 1만원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검정방법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50:50)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홈페이지

www.ice.uos.ac.kr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심리상담사(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어린이영어지도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

2009-0120

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총비용: 56만5천원
총비용
(세부내역)
검정방법
합격기준

-수강료: 어린이영어지도사(45시간*2학기,90시간) 50만원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70:3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홈페이지
www.ice.uos.ac.kr
163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어린이영어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
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플라워디자인지도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09-0131
총비용: 약 132만원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수강료: 꽃예술전문가과정, 독일플로리스트과정
총비용
(세부내역)

(2~3학기 90시간 수강) 각 48만원
실습재료비: 약 2만5천원*31회=77만5천원
-응시료: 45,000원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50:5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홈페이지

www.ice.uos.ac.kr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플라워디자인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
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총비용
(세부내역)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수공예지도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13-1433
총비용: 약 191만5천원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수강료: 한국전통자수 (4학기 이상 180시간 수강) 100만원
재료비: 4학기*약 20만원=80만원 실기시험(재료)비: 5만원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케이스 포함) (총 18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50:5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홈페이지

www.ice.uos.ac.kr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자수공예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총비용
(세부내역)
검정방법
합격기준

사주명리상담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13-0688
총비용: 56만5천원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수강료: 사주명리상담사(45시간*2학기 수강,90시간) 50만원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필기(o) 실기(×) 필기10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
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홈페이지

www.ice.uos.ac.kr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사주명리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
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총비용
(세부내역)

검정방법
합격기준

사회원예상담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14-2864
총비용: 약 86만5천원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수강료: 사회원예상담사자격과정(2학기*45시간, 90시간) 50만원
교재및재료비: 30만원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50:5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
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홈페이지
www.ice.uos.ac.kr
163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사회원예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총비용
(세부내역)
검정방법
합격기준

풍수지리사(2급)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09-0314
총비용: 66만5천원 이상

자격발급기관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수강료: 정통풍수지리자격증반 (2학기*45시간, 90시간) + 별도 답사비
-응시료: 45,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총 90시간 이상 수료 시 응시 가능)
필기(o) 실기(o) 평가비율 (50:5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응시료: 응시취소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취소

환불규정

신청 기간내에 협의회 홈페이지에 응시취소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환불한다. 시험당일 응시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시험당일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 유고(입원, 직계가족 喪)시에는 시험시
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표자

오연풍

연락처

042)824-3417

이메일

kula98@hanmail.net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8 507호

홈페이지

www.konula.or.kr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홈페이지

www.ice.uos.ac.kr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풍수지리사(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시니어인지놀이지도사 2급,3급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2018-004683

자격발급기관 창의수업연구소

총비용: 약 37만원
-수강료: 시니어인지놀이지도사(45시간, 한 학기) 25만원
총비용
(세부내역)

교재비: 20,000원 교구대여비: 50,000원
-응시료: 없음
-자격증발급비: 50,000원 (상장형 케이스포함)
* 목걸이 신분증형 자격증 원할시 2만원 추가

검정방법

필기(o) 실기( ) 평가비율 (필기100%)

합격기준

자격취득 인정 점수는 70점 이상 ( 객관식 5문항 주관식 5문항 총 10문항 )

-수강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
환불규정

-교재비: 1주차를 사용한 후에는 환불 불가
-교구대여비: 남은 수업 주차당 3,3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가능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자격관리·운영(발급) 기관 정보
김 영 희
대표자
031-566-5539
hanbi-class@nate.com
이메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27
www.ccrssc.com
홈페이지
창의수업연구소

교육과정운영 기관 정보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표자

김주일

연락처

02-6490-6507

이메일

uosice@uos.ac.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홈페이지
www.ice.uos.ac.kr
163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 기관과 자격관리(발급) 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시니어인지놀이지도사(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
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
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