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정보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총 비용 및 세부 내역
<총 비용:
응시료 및
<총 비용:
응시료 및

1.Barista(커피조리사)1급

등록 민간자격

2015-003647

2.Barista(커피조리사)2급

등록 민간자격

2015-003647

3.타로상담교육사 1급

등록 민간자격

2017-001928

4.타로상담교육사 2급

등록 민간자격

2017-001928

5.실버인지놀이지도사 1급
6.실버두뇌훈련지도사 1급

등록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2018-004670
2018-004669

국제치매
예방연합회

7.그림책하브루타지도사 3급

등록 민간자격

2020-00-2390

대한민국최고
연설선발중앙회

<총 비용: 6만원>
응시료 : 6만원

8.하브루타지도사 3급

등록 민간자격

2019-00833

대한민국최고
연설선발중앙회

<총 비용: 6만원>
응시료 : 6만원

9.통기타 지도자 2급
10.통기타 지도자 3급

등록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2020-002542
2020-002542

11.필라테스지도자(매트)
12.에니어그램 전문가

소비자
알림사항

(사)한국음료
직업교육개발원

한국타로상담협회

환불규정

9만원>
자격발급비 : 9만원
10만원>
자격발급비 : 10만원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 검정 당일 1일전 취소 시 100% 환불

<총 비용: 17만원>
교재비 및 재료비:7만원, 자격응시료: 10만원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환불, 마감 후 환불 불가
- 교재 및 부교재: 접수신청, 수령 전까지 100%환
불, 수령 후 환불 불가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여 접수마감 전까지
100%환불, 마감 후 환불 불가

<총 비용: 각 8만원>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

- 자격증 신청전까지 100%환불
(자격증 진행시 환불 불가)

각 ８만원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점 당일 취소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무료)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점 당일 취소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무료)

한국실용악기
지도자협회
경희요가
필라테스협회

<총 비용: 13만원>
- 응시료: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 발급비:검정 불합격시 전액 환불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 3만원 / 10만원
<총 비용: 15만원>
- 개강 전 100%환불, 개강 이후 환불불가
등록 민간자격
2014-0123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 10만원 / 10만원
<총 비용: 21만원>
-자격증 미취득시 환불
등록 민간자격 2015-000784 (사)한국교육협회 재료비:1만원, 교재비 및 자격응시료: 20만원
① 상기 Barista(커피조리사) 포함 11개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홈페이지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 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소재지

홈페이지

(사)한국음료직업교육개발원
한국타로상담협회
국제치매예방연합회
대한민국최고연설선발중앙회
(협)한국실용악기지도자협회
경희요가필라테스협회
(사)한국교육협회

02-565-6512
02-2633-0175
1811-8169
031-373-5235
031-206-3623
010-5384-9713

손영호
김수정
김호성
박경수
이은동
정선영
김정훈

korea@kibe.or.kr
crystal-f@hanmail.net
khseong88@hanmail.net
speech5256@naver.com
ed6724@hanmail.net
jungyoga@khu.ac.kr
pungheo@hanmail.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2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5-6 자연빌딩 3층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80 지층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30,상가2층204호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13 3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서울시

www.kibe.or.kr
www.tarotac.co.kr
http://khuyogapilates.com/
-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평생교육원)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3. 기관정보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영주

연 락 처
이 메 일

031-370-2581~5
lifetime@osan.ac.kr

소 재 지
홈페이지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http://lifeedu.o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