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교육기관 훈련분야 과정명 교육종류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본교육 기본교육 기본 무관 무관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B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수준)A 승급 중/고급 토목, 환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건설안전, 수질관리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A 최초 무관 토목, 환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C 최초 무관 기계, 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D 최초 무관 토목, 환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수준)B 승급 중/고급 건축, 조경, 전기전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건설안전, 건축전기설비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수준)C 승급 중/고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일반기계, 건설안전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수준)D 승급 중/고급 토목 ,환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건설안전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수준)A 계속, 승급 특급 토목, 환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건설안전, 대기관리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수준)B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전기전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건설안전, 건축전기설비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수준)C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일반기계, 건설안전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수준)D 계속, 승급 특급 토목, 환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건설안전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C-2 최초 무관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수준)E 승급 중/고급 기계, 전기전자, 조경, 안전관리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건설안전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수준)E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전기전자, 조경, 안전관리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고급)A 최초 고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초급)A 최초 초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초급)B 최초 초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초급)C 최초 초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중급)A 최초 중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중급)B 최초 중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중급)C 최초 중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고급)A2 최초 고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고급)B 최초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고급)B2 최초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고급)C 최초 고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고급)C2 최초 고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특급)A 최초 특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특급)A2 최초 특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특급)B 최초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특급)B2 최초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특급)C 최초 특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 원격교육과정 운영 현황 
(2023.2.23. 기준)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교육원

(https://ekicte.or.kr/)

(연락처 : 032-463-4901)

설계시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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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3. 기준)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최초특급)C2 최초 특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초급)A 계속 초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초급)B 계속 초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초급)C 계속 초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중급)A 계속, 승급 중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중급)B 계속, 승급 중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중급)C 계속, 승급 중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고급)A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고급)B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고급)C 계속, 승급 고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특급)A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특급)B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특급)C 계속, 승급 특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계속교육 계속 무관 안전관리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 전문교육(중급)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품질관리 전문교육(고급)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 전문교육(특급)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품질관리 전문교육(초급) 계속 초급 무관 -

스마트건설기술과정(입문) 무관 무관 무관 -

해외시장진출지원과정(입문)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기본 무관 무관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최초 무관 무관 -

CM 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안전관리 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리스크관리 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건설PM 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교육원

(https://ekicte.or.kr/)

(연락처 : 032-463-4901)

건설정책역량강화

품질관리

종합

모듈화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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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본교육1(원격교육) 기본 무관 기본교육 -

통합기본교육2(원격교육) 기본 무관 기본교육 -

설계‧시공최초교육1(원격교육) 최초 무관 토목, 광업, 안전관리 -

설계‧시공최초교육2(원격교육)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최초교육3(원격교육) 최초 무관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

설계‧시공최초교육4(원격교육) 최초 무관 환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1(원격심화)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시공, 철도삭도, 농어업토목,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2(원격심화)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구조, 토목품질관리,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3(원격심화)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질지질, 항만 및 해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4(원격심화)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5(원격심화)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품질관리, 조경시공관리,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1(원격일반) 승급 중/고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교통,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2(원격일반) 승급 중/고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3(원격일반) 승급 중/고급 토목, 안전관리 토질지질, 항만 및 해안, 수자원개발,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4(원격일반) 승급 중/고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건설안전

건설전문교육5(원격일반) 승급 중/고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품질관리, 실내건축, 조경시공관리,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원격전문1(고급) 최초 고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원격전문2(고급) 최초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원격전문3(고급) 최초 고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원격전문1(특급) 최초 특급 토목, 광업,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원격전문2(특급) 최초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원격전문3(특급) 최초 특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A4(원격) 최초, 계속 초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B4(원격) 최초, 계속 초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C4(원격) 최초, 계속 초급 기계, 환경, 전기전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A3(원격) 최초, 계속, 승급 중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B3(원격)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C3(원격)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기계, 환경,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A2(원격)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B2(원격)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A1(원격)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B1(원격)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C1(원격)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기계, 환경, 전기전자, 안전관리 -

건설전문교육C2(원격)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기계, 환경, 전기전자, 안전관리 -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안전교육(원격) 계속 무관 안전관리 -

품질관리원격전문1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원격전문2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원격전문3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원격전문4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원격전문6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호남교육원

(https://cyber.hicte.or.kr/)

(연락처 : 062-513-0116)

종합

설계시공

기본교육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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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격전문7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원격전문8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스마트건설원격교육BIM(Ⅰ) 무관 무관 무관 -

스마트건설원격교육BIM(Ⅱ) 무관 무관 무관 -

해외시장원격교육(사업기획) 무관 무관 무관 -

스마트건설원격교육(드론)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설계‧시공원격최초(발주청) 최초 무관 무관 -

모듈화 등 기타 안전관리 원격전문(특성화) 무관 무관 무관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https://cyber.hicte.or.kr/)

(연락처 : 062-513-0116)

종합

건설정책역량강화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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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기본교육 기본 무관 기본교육 -

설계‧시공 최초 [건축‧조경‧안전관리]패키지 1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 관리] 패키지 1 최초 무관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설계·시공 최초 [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 패키지 1 최초 무관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

설계·시공 승급·계속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3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질지질, 항만 및 해안,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2 승급 중/고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건설안전, 비파괴검사

설계·시공 승급·계속 [환경·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특급 환경, 안전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1 승급 중/고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금융재무, 소방,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 [토목·광업·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1 승급 중/고급 토목, 광업,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화약류관리,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계속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시공, 철도삭도,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계속 [건축·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특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설정보처리, 소방,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계속 [건축·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2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안전관리 건축품질관리, 실내건축, 건축계획설계, 건설안전

설계·시공 최초 [환경·건설지원·안전관리] 패키지 1 최초 무관 환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설계·시공 승급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2 승급 중/고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구조, 토목품질관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3 승급 중/고급 토목, 안전관리 토질지질,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 [환경·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1 승급 중/고급 환경, 안전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계속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2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구조, 토목품질관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 [기계·안전관리] 전문분야 중·고급 패키지 1 승급 중/고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및설비, 건설기계, 일반기계, 건설안전

설계·시공 승급·계속 [기계·안전관리] 전문분야 특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및설비, 승강기, 일반기계,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토목‧도시 교통‧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1 계속,승급 특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2 계속,승급 특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1 계속,승급 특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1 최초 초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1 최초 초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1 계속,승급 특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1 계속,승급 고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1 계속,승급 고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1 최초 중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1 최초 중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1 최초 고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1 최초 고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1 최초 특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1 최초 특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1 계속,승급 중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1 계속,승급 중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1 계속,승급 초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1 최초 중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계속 [토목·도시교통·광업·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1 계속 초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계속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1 계속 초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설계시공

종합

건설산업교육원

(https://con.or.kr/)

(연락처 : 02-575-7123)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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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최초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1 최초 특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2 최초 특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2 최초 중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1 계속,승급 중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중급 패키지 2 최초 중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2 최초 특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계속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1 계속 초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2 최초 특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2 계속,승급 특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특급 패키지 2 계속,승급 특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1 최초 고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2 최초 고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2 계속,승급 고급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2 계속,승급 고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2 최초 초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토목·광업·안전관리] 초급 패키지 2 최초 초급 토목,광업,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2 최초 고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최초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2 최초 고급 건축,조경,건설지원,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1 계속,승급 고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승급·계속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고급 패키지 2 계속,승급 고급 기계,전기전자,환경,안전관리 -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시간) 패키지 1 계속 무관 안전관리 -

품질관리 최초 전문교육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 승급‧계속 중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품질관리 승급‧계속 고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 승급‧계속 특급 패키지 1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품질관리 계속 초급 패키지 1 계속 초급 무관 -

모듈러 공법 무관 무관 무관 -

BIM 전문교육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발주청 기술인 전문교육 최초 무관 무관 -

모듈화 등 기타 - - - - -

건설정책역량강화

종합

건설산업교육원

(https://con.or.kr/)

(연락처 : 02-575-7123)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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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기본교육 A(스마트건설기술중심) 기본 무관 기본교육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B1-1) 최초 무관 토목, 안전관리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B1-2) 최초 무관 토목, 안전관리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과정 (B2-1) 계속, 승급 특급 토목, 건설지원, 안전관리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건설지원, 건설안전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과정 (B2-2) 계속 특급 토목, 건설지원, 안전관리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만 및 해안, 건설지원 건설안전

건축+조경+안전관리 전문과정 (A1-1)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조경+안전관리 전문과정 (A1-2)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조경+안전관리 전문과정 (A2-1)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실내건축, 조경시공, 건설안전

건축+조경+안전관리 전문과정 (A2-2)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품질관리, 조경시공관리, 조경계획, 건설안전

건축+조경+안전관리 전문과정 (A3) 승급 중/고급 건축, 조경, 안전관리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건축품질관리, 조경시공관리, 조경계획, 건설안전

토목+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과정 (B3) 승급 중/고급 토목, 건설지원, 안전관리 토질지질,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만 및 해안, 건설지원, 건설안전

기계+건설지원+안전관리 전문과정 (C1) 최초 무관 기계, 건설지원, 안전관리

기계+안전관리 전문과정 (C2)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계+안전관리 전문과정 (C3) 승급 중/고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안전관리

환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D1) 최초 무관 환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환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D3) 승급 중/고급 환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도시계획, 도시교통, 건설안전

환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D2) 계속, 승급 특급 환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도시계획, 도시교통, 건설안전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전문과정 (M2-2)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전문과정 (M3-1)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전문과정 (M3-3)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전문과정 (M4-1)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전문과정 (M4-2)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1-1) 최초, 계속 초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1-2) 최초, 계속 초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2-1) 최초, 계속, 승급 중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2-2) 최초, 계속, 승급 중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3-1)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3-2)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3-3)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4-1)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L4-2)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K2-2)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K3-2)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K3-3)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K4-1)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K4-2)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K4-3)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 전문과정 (M1-1) 최초, 계속 초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 전문과정 (M1-2) 최초, 계속 초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 전문과정 (M2-1)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

종합

건설사업관리

스마트건설교육원

(http://lms.isce.or.kr/)

(연락처 : 02-8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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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3. 기준)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 전문과정 (M3-2)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기계+건설지원+환경+안전관리 전문과정 (M4-3)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기계, 건설지원, 환경,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전문과정 (K1-1) 최초, 계속 초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전문과정 (K1-2) 최초, 계속 초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전문과정 (K2-1)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전문과정 (K3-1)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안전관리 건설사업 안전관리(P) 계속 무관 안전관리 -

품질관리전문과정(Q1) 최초 초급 무관 -

품질관리전문과정(Q2) 최초 중급 무관 -

품질관리전문과정(Q3) 최초,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전문과정(Q4) 최초,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드론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BIM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해외투자개발 사업기획 전문과정 (해-2) 무관 무관 무관 -

시뮬레이션 전문과정(스-5) 무관 무관 무관 -

해외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과정 (해-1) 무관 무관 무관 -

3D 프린팅 전문과정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소속전문과정(N1) 최초 무관 무관 -

발주청소속전문과정(N2) 최초 무관 무관 -

모듈화 등 기타 - - - - -

기본교육 기본교육과정 기본 무관 기본교육 -

설계시공 최초 전문B교육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 최초 전문A교육 최초 무관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설계시공 최초 전문C교육 최초 무관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

설계시공 최초 전문D교육 최초 무관 환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A1-2교육 최초, 계속, 승급 중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B1-2교육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A1-1교육 최초, 계속 초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A1-3교육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A1-4교육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B1-1교육 최초, 계속 초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B1-3교육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B1-4교육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품질관리

종합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스마트건설교육원

(http://lms.isce.or.kr/)

(연락처 : 02-816-1311)

건설정책역량강화

영남건설기술교육원

(https://www.cte.or.kr/)

(연락처 : 070-5088-4783)

발주청교육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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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3. 기준)

건설사업관리 전문C1-1교육 최초, 계속 초급 기계, 전기전자,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C1-2교육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기계, 전기전자,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C1-3교육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기계, 전기전자,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C1-4교육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전기전자, 환경, 안전관리 -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 계속교육 계속 무관 안전관리 -

품질관리 최초 전문교육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 고급 전문교육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 초급 전문교육 최초 초급 무관 -

품질관리 중급 전문교육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품질관리 특급 전문교육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해외건설 프로젝트관리 전문교육 무관 무관 무관 -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교육1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발주청기술인 최초 전문교육 최초 무관 무관 -

모듈화 등 기타 VE전문 교육[특성화]과정 무관 무관 무관 -

기본교육 건설기본교육(AA-1) 기본 무관 기본교육 -

설계시공[최초A] 토목+안전+조경 전문과정(DB-C-2) 최초 무관 토목, 조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최초B] 건축+환경+안전 전문과정(DB-A-3) 최초 무관 건축, 환경, 안전관리 -

설계시공[계속승급I] 건축+환경+안전 전문과정(DB-A-14) 계속, 승급 특급 건축, 환경, 안전관리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건설안전

설계·시공(계속,승급B)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

설계·시공(승급F) 건축+안전관리 전문과정 승급 중/고급 건축, 안전관리 -

설계·시공(승급A)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승급 중/고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중급)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최초, 계속, 승급 중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고급)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특급) 토목+안전관리 전문과정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중급)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최초, 계속, 승급 중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고급)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특급) 건축+조경+도시교통+안전관리 전문과정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도시교통, 안전관리 -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계속) 안전관리 계속 무관 안전관리

품질관리A 전문과정 초급 (QM-39) 계속 초급 무관 -

품질관리B 전문과정 중급 (QM-40)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품질관리C 전문과정 고급 (QM-41)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D 전문과정 특급 (QM-42)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스마트건설A(SM-43) 무관 무관 무관 -

스마트건설기술(3D프린팅) 무관 무관 무관

발주청교육 발주청소속(최초) 전문과정 - - - -

모듈화 등 기타 - - - - -

기본교육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기본 무관 기본교육 -

설계시공 최초 전문A교육 최초 무관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설계시공 최초 전문 B교육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 - - - -

건설정책역량강화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종합

건설사업관리

전문건설공제조합

(http://www.kscfcac.co.kr)

(연락처 : 043-879-2411)

설계시공

품질관리

영남건설기술교육원

(https://www.cte.or.kr/)

(연락처 : 070-5088-4783)

경복대학교

(http://www.kbu.ac.kr)

(연락처 : 031-570-9703)

건설정책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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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 - - -

품질관리 최초 전문교육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 중급 전문교육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품질관리 고급 전문교육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 특급 전문교육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교육1 무관 무관 - -

해외건설 프로젝트관리 전문교육 무관 무관 - -

발주청교육 - - - - -

모듈화 등 기타 - - - -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교육과정) 최초 무관 무관 -

품질관리 초급과정 계속 초급 무관 -

품질관리 중급과정 계속, 승급 중급 무관 -

품질관리 고급과정 계속, 승급 고급 무관 -

품질관리 특급과정 계속, 승급 특급 무관 -

건설정책역량강화 - - - - -

발주청교육 - - - - -

모듈화 등 기타 - - - - -

설계시공 설계시공 전문과정1 최초 무관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교육1 최초, 계속 초급 건축, 전기전자,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교육2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교육3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전기·전자, 안전관리 -

건살사업관리 교육4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전기전자,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교육5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안전관리 - - - - -

건설정책역량강화 스마트건설기술 Ⅰ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 - - - -

모듈화 등 기타 - - - -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특급1) 최초, 계속, 승급 특급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특급2)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특급3) 최초,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고급1) 최초, 계속, 승급 고급 토목, 도시교통, 광업,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고급2)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조경,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전문과정(고급3) 최초, 계속, 승급 고급 기계, 전기전자, 환경, 안전관리 -

안전관리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과정 계속 무관 안전관리 -

해외시장 진출지원 과정 무관 무관 무관 -

스마트건설기술 과정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 -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전문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http://www.kspeaedu.com)

(연락처 : 02-420-0106~7)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https://ekacem.hunet.co.kr)

(연락처 : 02-3460-8663)

종합

전문건설공제조합

(http://www.kscfcac.co.kr)

(연락처 : 043-879-2411)

건설정책역량강화

품질관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ttps://www.kcledu.re.kr/)

(연락처 : 02-3415-8757)

품질관리

건설정책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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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 등 기타 - - - - -

건축현장 시공실무(최초) 최초 무관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축공무(특급 계속) 계속 특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기획, 건축계획 및 설계, 건설정보처리, 건설안전

현장 공무실무(중급고급 승급) 승급 중/고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건설안전

건설 시공관리(특급 승급) 승급 특급 건축, 건설지원, 안전관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건설안전

토목현장 공무실무(중급고급 승급) 승급 중/고급 토목, 건설지원, 안전관리 토목시공, 토목구조, 건설시획, 건설정보처리, 건설안전, 토질··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건설 시공관리(특급 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토목, 건설지원, 안전관리 초목시공, 토목품질관리, 건설안전, 토질·지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토목현장 시공실무(최초) 최초 무관 토목, 건설지원,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 - - - - -

안전관리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무관 무관 무관 -

해외시장 진출지원 무관 무관 무관

발주청교육 발주청 설계시공(최초) 무관 무관 무관 -

모듈화 등 기타 - - - - -

CA1 건축+환경+안전 전문과정 [최초] 최초 무관 건축, 환경, 안전관리 -

CC1 토목+조경+안전 전문과정 [최초] 최초 무관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A2 건축+환경+안전 특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건축, 환경, 안전관리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건설안전

CC2 토목+조경+안전 특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계획, 건설안전

CA3 건축+환경+안전 중고급과정 [승급] 승급 중/고급 건축, 환경, 안전관리 건축구조, 건축계획설계, 건축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건설안전

CC3 토목+조경+안전 중고급과정 [승급] 승급 중/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계획, 건설안전

COM1 기계+안전 전문과정 [최초] 최초 무관 기계, 안전관리

COM2 기계+안전 특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설비, 용접, 승강기, 건설안전

COM3 기계+안전 중고급과정 [승급] 승급 중/고급 기계, 안전관리 설비, 용접, 승강기, 건설안전

CM1건축+안전 특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안전관리 -

CM1토목+조경+안전 특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2 건축+안전 특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안전관리 -

CM1 건축+안전 특급과정 [최초] 최초 특급 건축, 안전관리 -

CM2 건축+안전 특급과정 [최초] 최초 특급 건축, 안전관리 -

CM1 토목+조경+안전 특급과정 [최초] 최초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2 토목+조경+안전 특급과정 [최초] 최초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2 토목+조경+안전 특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1 기계+안전 특급과정[최초] 최초 특급 기계, 안전관리 -

CM2 기계+안전 특급과정[최초] 최초 특급 기계, 안전관리 -

CM1 토목+조경+안전 고급과정 [최초] 최초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1 토목+조경+안전 고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2 토목+조경+안전 고급과정 [최초] 최초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1 건축+안전 고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안전관리 -

CM1 기계+안전 특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

CM1 건축+안전 고급과정[최초] 최초 고급 건축, 안전관리 -

CM2 건축+안전 고급과정[최초] 최초 고급 건축, 안전관리 -

한국능력개발원

(https://www.honamct.or.kr/)

(연락처 : 062-529-3800)

설계시공

전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http://www.kpeaea.or.kr)

(연락처 : 031-756-0351)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https://ekacem.hunet.co.kr)

(연락처 : 02-3460-8663)

건설정책역량강화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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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기관 훈련분야 과정명 교육종류 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2023.2.23. 기준)

CM1 기계+안전 고급과정 [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기계, 안전관리 -

CM1 기계+안전 고급과정 [최초] 최초 고급 기계, 안전관리 -

CM2 기계+안전 고급과정 [최초] 최초 고급 기계, 안전관리 -

CM2 토목+조경+안전 고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CM2 건축+안전 고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안전관리 -

CM2 기계+안전 고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기계, 안전관리 -

CM2 기계+안전 특급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고급 기계, 안전관리 -

안전관리 CMS 안전관리 전문과정 [계속, 직무등급무관] 계속 무관 안전관리 -

SC1 스마트 건설기술 [BIM] 무관 무관 무관 -

스마트 건설기술[드론+모듈러]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COP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과정 최초 무관 무관 -

건설 안전관리 심화과정 무관 무관 무관 -

건설프로젝트관리 심화과정 무관 무관 무관 -

[최초] 토목조경안전 최초 무관 토목, 조경, 안전관리 -

[최초] 건축환경안전 최초 무관 건축, 환경, 안전관리 -

[계속/승급/특급] 토목조경안전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계획, 건설안전

[계속/승급/특급] 건축환경안전 계속, 승급 특급 건축, 환경, 안전관리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건설안전

[승급/중고급] 토목조경안전 승급 중/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계획, 건설안전

[승급/중고급] 건축환경안전 승급 중/고급 건축, 환경, 안전관리 건축구조, 건축계획설계, 건축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건설안전

[최초] 기계안전 최초 무관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및설비·용접·승강기·건설안전

[승급/중고급] 기계안전 승급 중/고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및설비·용접·승강기·건설안전

[계속/승급/특급] 기계안전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공조냉동및설비·용접·승강기·건설안전

[최초/특급] 토목조경안전 I 최초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최초/특급] 토목조경안전 II 최초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최초/특급] 건축안전 I 최초 특급 건축, 안전관리 -

[최초/특급] 건축안전 II 최초 특급 건축, 안전관리 -

[최초/고급] 토목조경안전 I 최초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최초/고급] 토목조경안전 II 최초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최초/고급] 건축안전 I 최초 고급 건축, 안전관리 -

[최초/고급] 건축안전 II 최초 고급 건축, 안전관리 -

[계속/승급/특급] 토목조경안전 I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계속/승급/특급] 토목조경안전 II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

[계속/승급/특급] 건축안전 I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안전관리 -

[계속/승급/특급] 건축안전 II 계속, 승급 특급 건축, 안전관리 -

[최초/고급] 기계안전 I 최초 고급 기계, 안전관리

[최초/고급] 기계안전 II 최초 고급 기계, 안전관리

[최초/특급] 기계안전 I 최초 특급 기계, 안전관리

[최초/특급] 기계안전 II 최초 특급 기계, 안전관리

[계속/승급/고급] 건축안전 I 계속, 승급 고급 건축, 안전관리

[계속/승급/고급] 기계안전 I 계속, 승급 고급 기계, 안전관리

국민재난방지협회

(http://www.pdpa.or.kr)

(연락처 : 051-612-6665)

건설정책역량강화

모듈화 등 기타

한국능력개발원

(https://www.honamct.or.kr/)

(연락처 : 062-529-3800)

전문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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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승급/고급] 토목조경안전 I 계속, 승급 고급 토목, 조경, 안전관리

[계속/승급/특급] 기계안전 I 계속, 승급 특급 기계,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속] 안전관리 전문교육 계속 무관 - -

건설정책역량강화 스마트건설기술(BIM) 무관 무관 무관 -

발주청교육 [최초]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 무관 무관 -

모듈화 등 기타 - - - - -

설계·시공인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최초) 최초 무관 토목, 안전관리 -

설계·시공인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계속/승급) 계속, 승급 특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시공,도로및공항,철도삭도,건설안전

설계·시공인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승급) 승급 중/고급 토목, 안전관리 토목시공,도로및공항,철도삭도,건설안전

설계·시공인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최초) 최초 무관 건축, 조경, 안전관리 -

건설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과정 최초 무관 무관 -

건설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진출지원과정 최초 무관 무관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http://www.kasm.or.kr)

(연락처 : 02-2670-7136)

- - - - - -

국민재난방지협회

(http://www.pdpa.or.kr)

(연락처 : 051-612-6665)

국토안전관리원

(http://www.kalisedu.or.kr)

(연락처 : 055-771-1904)

설계시공

전문

건설사업관리

건설정책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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