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공업포장관리사 기술인정자격 취득시험 요강>>
① 공업포장관리사 기술인정강좌 수료자에게는 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총 교육시갂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공업포장관리사 인정강좌 운영 규정 제20조의
교육생의 준수 사항을 준수한 자
② 기술인정강좌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격을 부여한다.
③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수료증 사본, 사진을 첨부하여 2018년 5
월 15일(화)까지 (사)한국공업포장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갂 2018/5/2~2018/5/15)
④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일은 2018년 5월 25일(금)로 한다.
⑤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 점 만점 기준 40 점 이상이어야 하며(과목별 40 점 미만 취득 시
과락(불합격)), 평균 점수가 60 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균점수띾 각
과목 점수에 환산비율(별표 1 참고)을 적용한 점수 합계의 60%와 출석점수의 합계를
말한다. 출석점수띾 규정 출석률 이상인 자에게 다음과 같이 출석률에 따라서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80% 이상 -> 30 점, 85% 이상 -> 32.5 점, 90% 이상 -> 35 점, 95% 이상 ->
37.5 점, 100% -> 40 점
⑥ 공업포장관리사 기술인정자격 취득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강좌의 수강을 면제하고 2
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⑦ 공업포장관리사 기술인정자격 취득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한국공업포장협회장 명의의
“공업포장관리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⑧ 공업포장관리사 기술인정자격 취득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2018년 6월 12일 이후에 소
속기업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⑨ 성적 우수자는 “공업포장관리사 자격증” 수여식에서 표창한다.(수여식 2018년 6월 20일)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배부>>
① 별첨 제 1호 서식에 따라서 응시원서를 2018년 5월 15일(화)까지 검정수수료(\50,000)와 함께
접수한다.
단,
1)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2018년 5월 15일인 것까지 인정한다.
2) 검정수수료는 당 협회의 아래 계좌로 입금하고 송금 영수증을 첨부한다,
검정수수료 : \50,0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0801-04-048764 (사)한국공업포장협회
3) 이메일 접수는 당 협회 이메일 kaip@kaip.or.kr 로 2018년 5월 15일(화) 18:00시까지 수싞한
것에 한한다.
② 응시접수 서류 : 응시원서 1부, 수료증 사본 1부, 사진(반명함) 2매 또는 파일
③ 사무국은 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응시원서 접수자에게 우송한다.
④ 자격증 취득 응시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일시 : 2018년 5월 25일 (금) 14 시 00 분

~ 18 시 00 분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 좌석에 착석바람
- 장소 : (서울역) 센트럴프라자 삼경교육센터 라움 6층 교육장
⑤ 시험과목 및 문제수 : 별첨 [별표 1] 과목별 시험문항 및 시험 시갂표 참조
⑥ 준비물 : 필기도구 (흑색) 및 전자계산기 (단, 스마트폰 및 가방류 반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