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건설시공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훈련 관련 안내에 따른 FAQ

Q1  교육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오직 교육과정 지원서뿐이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합격자발표 이후에는 첫 수업 일에 ①내일배움카드, ②졸업(예정)증명서, ③신분증, ④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Q2  관련 전공 자격증을 보유 시 우대사항

관련 전공 자격증 보유 시 확인될 경우 지원생 선발에 가산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Q3  자격증 외의 우대사항

교육과정 지원서에 있는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성의 있고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지원생 선발 시

에 역시 가산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Q4  교육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에 패널티 여부

교육 도중 포기하시게 되시면 다른 국비 교육을 수강하실 때 패널티가 생깁니다. (단, 조기 취업

은 제외)



Q5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구직신청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Q6  비 전공자 및 고졸자도 교육 신청 가능 여부

전공이 다르거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시더라도 건설업계로 취업 의지가 있으시고, 교육

과정을 끝까지 수강할 의지가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7  학점이 낮아도 교육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학점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Q8  내일배움카드 발급 기간은?

최대 4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합격자 발표되시면 최대한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후 카드 발급 수령 하시면 협회 교육과정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9 건설기술인회원 및 동종업계 경력자도 교육 신청 가능 여부

협회 회원이나 경력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번 과정은 신입사원 수준의 초급 기초과정이라서 

경력자 수준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www.work.go.kr


Q10  실업 급여 받는 중에도 교육과정 참여 가능 여부

네, 지원은 가능하나 교육 참여시 지원하는 훈련장려금은 미지급됩니다.

Q11  기숙사 제공 가능 여부

기숙사는 제공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근처 숙박업소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Q12  국비 지원 교육 이수자 참여 가능 여부

네, 국비 지원 교육은 3회까지 가능하며 교육과정 수료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후에 참여 가능합

니다.

Q13  재직자도 교육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하지만 본 교육과정은 실업자 대상의 국비 교육과정이라 자비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

다. 자세한 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