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평생학습센터]
<민 간 자 격 정 보

및

기 관 정 보 >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교육과정비 및 교육과정비 환불에 관한사항은 아래 교육과정운영기관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명(강좌명)

1.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2급자격
대비)

2.약용식물전문관리사
(내몸살리는약초관리사
과정)

3.정보기술자격(ITQ)
(ITQ컴퓨터자격대비)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21228

2016001826

20080191

자격발급

총 비용 및 세부내역

기관

(수강료 제외)

주식회사
한국상담협
회

사)글로벌
교육개발원

한국생산성
본부

<총 비용: 6만원>
응시료: 1만원
자격발급비: 5만원

<총 비용: 10만원>
응시(검정)료:7만원
자격발급비: 3만원
교재비: 무료

<총 비용: 85,400원>
응시료:
–1과목:20,000원
-2과목:38,000원
-3과목: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결제
대행 수수료1,000원 별
도, 부분 과목 취소 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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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기관명 :
대표자 :
연락처 :
이메일 :
소재지 :
번길 13,
홈페이지

주식회사한국상담협회
유광선
042-533-9333
5339333@naver.com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589
201호
: www.klec.co.kr

응시(검정)료 : 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발급비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응시료 30%
공제 후 환불,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기관명 : 사)글로벌교육개발원
대표자 : 장진호
연락처 : 042)489-1898
이메일 : jjinho1004@hanmail.net
소재지 : 대전 서구 도산로 450,
3층(용문동)
홈페이지 : www.edu25.or.kr

응시료:
- 취소마감일까지 취소한
경우(인터넷접수 마감일 포함
6일 17:59:59까지 취소한 경우)
100% 환불
- 100% 취소마감일 다음날
10시부터 50% 취소마감일까지
취소한 경우(시험주 목요일
17:59:59까지 취소한 경우) 50%

기관명: 한국생산성정보
대표자: 노규성
연락처: 02-724-1114
이메일: 홈페이지 고객센터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
가길 32 생산성빌딩
홈페이지:license.kpc.or.kr

4.코딩지도사
(코딩지도사자격대
비)

등록
민간자격

2018-

듀플레이

003757

어

자격발급비: 6,400원
-제작비: 3,500원
-등기발송비: 2,300원
-결제수수료: 600원
교재비: 24,000원(수업
수강시 필요함)

환불
자격발급비:“접수완료”단계에
서만 가능(제작중, 발송중,
발송완료 단계에서는 취소 불가)

<총 비용: 8만원>
응시료: 없음

자격발급비:

자격발급비: 2급_8만원
(1급_9만원)

기관명: 듀플레이어
접수

마감전까지

100%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공제 후 환불
교구비 및 교재비: 사용 전 100%

교구비: 6.6만원

환불, 사용 후 환불 불가

교재비: 1.5만원

대표자: 이동원
연락처: 070-7643-8024
이메일: hankyoschool@naver.com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214호
홈페이지:www.robowang.co.kr

<교육과정운영기관정보>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드립니다.
기관명

전민평생학습센터

연락처

042-601-6580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38(문지동)

대표자

이하경

이메일

charmingcjs@korea.kr

홈페이지

https://lifelong.yuseong.go.kr/

개강 전: 수강료 전액 환불
교육과정비

수강료:3만원
(월1만원*3개월)

개강 후(개강당일 포함)
환불규정

- 해당 월 10일까지 취소 시: 7,000원+잔여월분
- 해당 월 11일~15일까지 취소 시: 5,000원+잔여월분
- 해당 월 16일 이후 취소 시: 잔여월분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커피바리스타자격대비 포함 6개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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