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2020-21호

2020년도 1차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2020년도 제1차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9. 5. 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교육목적

m 환경 관련학과 미취업자 등 잠재적 환경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전문인력 선제적 양성

2. 교육분야 및 일정

m 교육분야 (3개 과정)

- 자원순환 전문인력 양성과정

- 환경위해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 환경·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정

m 교육일정 (총 12주, 5.26~7.21)

- 전문교육(이론 및 사례교육) : 5.26~7.1(6주)

- 현장훈련(산업현장실습교육) : 7.3~8.13(6주)



3. 교육대상 자격조건

m 지원자격

- 청년 미취업자

- 대학(전문대학)교 환경관련학과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 교육과정별 관련 학과

교육과정 관련학과 모집인원(명)

자원순환
전문인력
양성과정

환경, 화공, 화학, 지질, 자원, 생물, 토목, 농화학,
생명, 환경보건, 도시공학 관련학과 등

30

환경·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정

환경, 화학, 생물, 안전, 보건, 생명, 환경보건,
소방안전, 산업안전, 안전공학, 안전보건, 보건위생,
보건행정, 보건과학, 토목안전 등 관련학과

40

환경위해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환경, 화학, 생물, 안전, 보건, 생명, 환경보건,
소방안전, 산업안전, 안전공학, 안전보건, 보건위생,
보건행정, 보건과학, 토목안전 등 관련학과

35

(우대사항)

- 환경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어학능력성적 소지자(TOEIC, TOEFL, TEPS) 등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발

4. 교육생 선발방식

m 선발단계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m 선발기준 : 수강생 자격, 교육과정 수강능력(관련분야 전공이수,

전공관련 자격증 여부), 취업의지․지원동기 등 종합평가



5. 교육생 지원사항

m 전문교육 및 현장훈련 지원(총 12주)

- 산업체 현장실무형 전문(이론)교육 실시(6주)

- 현장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산업체 현장훈련 실시(6주)

- 직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지원

- 온라인 사이버 환경 실무교육 지원

- 훈련장려금 지급(고용노동부)

m 인센티브

- (교육비) 무료

- (수료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취업박람회) 환경부 일자리 박람회 참가 및 취업연계 지원

- (간담회) 전문교육중 기업체 인사담당자 취업 특강 실시 

- (훈련장려금) 개인별 훈련장금 지급(최대 116,000원)

- (취업역량강화교육)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취업역량강화교육 실시

- (표창수여) 우수 수료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 수여

6. 교육신청 절차

m 교육신청(www.eduet.or.kr) →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1차 상담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면접 합격자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내일배움카드(실업자)’발급 → 교육수강

※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합격하였어도 교육 시작일까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m 신청서 작성방법

- 환경기술 전문인력 인력양성 홈페이지(www.eduet.or.kr)의 회원가입 후

과정별 교육신청서 작성을 통한 접수

- 교육생으로 선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교육수강 가능 

m 신청기한 : 2020. 3. 2(월) ~ 5. 8(금)까지(상기 마감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m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www.eduet.or.kr)

m 행정사항 : 합격자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추가제출)

m 교육 신청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문 의 : 박찬혁 연구원, 전준하 연구원

- TEL : 02-2284-1718, 02-2284-1721

- 이메일 : soondae1318@keiti.re.kr

- 홈페이지 : www.edu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