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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교육접수과정>

<수료증출력>  교육완료 후 1년동안 수료증출력 가능, 1년 경과 후 수료증출력은 교육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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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집구분 선택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1.온라인원서등록 (온라인)

: 과정선택, 개설종목선택,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수집동의

☞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전통장인교육과정 >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 원서접수

☞ 온라인 등록완료시 응시번호 부여

☞ 등록정보는 서류제출 전 “나의 교육정보”에서 수정 가능

① 원서접수 버튼 선택 ③ 핸드폰 본인인증 진행 ④ 교육선택, 개인정보 입력 ⑤ 입력정보 확인 ⑥ 온라인등록완료

응시번호, 서류제출기간확인

2.응시원서등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증명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등

☞ 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 온라인 등록완료 시 부여된 ‘응시번호‘ 기재必, 응시원서 재중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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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전형결과발표
: 전통문화교육원홈페이지 > 나의교육정보에진행상태출력

: 전통문화교육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발표

: 온라인원서등록시입력한휴대폰으로

전형결과및 2차전형안내 SMS 문자발송

4. 2차전형결과발표
: 전통문화교육원홈페이지 > 나의교육정보에진행상태출력

: 전통문화교육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발표

: 온라인원서등록시입력한휴대폰으로

합격생등록안내 SMS 문자발송

1차 전형 진행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2차 전형 진행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5. 교육등록및등록금납부 (온라인)

: 등록기간내교육등록신청및기숙사사용여부등록, 등록금납부

☞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나의 교육정보 > 문화재수리기능인양성과정

☞ 진행상태가 “2차 통과” 로 출력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등록여부·기숙사 사용여부 등록,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 대상 : 교육/기숙사 사용여부 등록 시 “교육등록중”, 교육비 납부 후 교육원의 확인과정을 거쳐 “등록완료” 로 진행상태 변경됨.
→ 교육비 무료 대상 : 교육/기숙사 사용여부 등록 시 교육원의 확인과정 없이 “등록완료”로 진행상태 변경됨.

① 교육등록 버튼 선택 ② 교육, 기숙사사용여부 등록 ③ 등록금 납부

④ 등록완료

온라인 등록은 하였으나 서류 미제출 일 경우

교육원으로 원서접수 관련서류가 제출되었을 경우, 원서접수 완료

1차 서류전형 통과

2차 면접전형 통과

합격자(2차 통과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등록은 완료하였으나 교육비 미납 일 경우

온라인 교육등록과 교육비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수증 출력가능

예비합격자로 2차 면접전형 통과하였을 경우

1차 서류전형 또는 2차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과정 접수를 취소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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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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