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ISO 9712 NDT 및 용접 특별교육 안내
6. 우대사항
국내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불
황기,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여파로 모든 세
계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분
명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
기적 처방보다는 경제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1) 기술역량을 확충,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강화
2) 글로벌 수요와 국내 산업 동향에 맞는 대비
3)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진출 전략대책이 필요함.
한편, 국내의 NDT와 용접분야는 국내 및 국제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중차대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불황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아래의 방법 등의 대비가 필요함.
1)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
2) 수출 회복 및 실물 경기 상승에 대비한 인재 확보
3)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후의 국제환경에 맞는 자격 취득
따라서, 저희 한밭대학교에서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분담
하고, “현지 교육과 현지 시험”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6년 7월~ 12월 중( 접수 후 일정 결정/공지)
* 시험일시 : 교육완료 후 2주내 실시를 원칙으로 함
2. 장소 : 부산-울산-경남 등 산업현장 및 국공립기관(교육시설)
3. 내용 : ISO 9712 UT(PA/TOFD), MT, PT, VT 및 RT LEVEL 2 및 3과정
및 용접 분야 현장중심의 맞춤식 교육 등
4. 강사 : 국립 한밭대학교 교수 및 국내 우수 강사 현장강의
5. 정원 : 20명(정원미달 시 과정시행 보류)

<우대사항 1>
- 산업현장의 현지 또는 근접 기관에서 “현지교육 및 현지시험”
<우대사항 2>
- ISO 9712에 따른 TUEV-NORD에서 발행하는 국제공인 자격 취득
(ISO 9712 Level 2 또는 3 ; 영국 BINDT, TWI 발행자격이 아님)
<우대사항 3>
- 인정 산업/제품 분야(Industrial/Product Sector): Multi-Sector
:용접(All Joints), 주조, 단조, 등 5개 분야로 국내•외 산업현장에 최적화
<우대사항 4>
- 추가로 유럽연합 PED(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압력용기지침)
인증 자격증 동시에 발급
<우대사항 5>
- 교육비 환급과정 : 최고 30% 환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행령 제41조, 노동관서와 협의 후 확정 예정)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http://kwec.hanbat.ac.kr , 전화(042)821-1617, 1618, 828-845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