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스 프로젝트란?
첨단 세라믹분야의 기술 개발단계인 연구에 참여 하
여, 원료 조성설계에서 부터 제조공정을 거쳐 분석결
과 평가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시스템 전반
을 이해하는 연수과정입니다.

첨단신소재 인력양성과정!!

-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전문 분석장비 교육 실습

산업현장수요와 이∙공학교육간의 질적 미스매치로 인한 이공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원하
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현장연수 및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연수 및 분석장비 수료증

(전액국비지원, 연수수당 30~50만원 지급)

연수생 지원 안내

프로그램 안내

모집기간
기간
██모집

교육기간 : 2018. 05. 23 ~ 10. 12 (5개월)
교육기간 : 2018. 07. 16 ~ 12. 14 (5개월)

단체 연수
(8주, 주3일)

- 맞춤 이력서, 면접
컨설팅 및 취업 소양
교육
- 4차 사업 분야별
직무 교육
(화학/바이오, 3D프린
팅 시뮬레이션, 전기전
자 소재, 환경/에너지)

2014년04월
3월 01일
10일 ~ 06월
4월 18일(수시면접진행)
2018년
29일 (수시면접진행)
█ 지원 자격

35기 연수생 하만진, 최예지

팀 연수

1. 이공계 졸업생으로 미취업 상태인자
2. 만 34세 이하 인자 (1984.1.1. 이후 출생자)
3. 세라믹, 재료, 화학, 환경공학 외 이공계 관련 학과

기업연수

(세라믹스 프로젝트)
(10주, 주5일)

(4주, 주5일)

█ 신청 방법

1. kicet.re.kr로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training@kicet.re.kr) 송부
2. pms.koita.or.kr로 회원가입 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지
원 클릭

- 특화된세라믹스
프로젝트

- 취업대상기업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

- 프로젝트를 통한
XRD 외 분석장비
실습 / 특허화 진행

-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선택 기회
제공

█ 우대 인원

- 분석결과세미나및
수료증부여

- 진주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 제공

█ 문 의 처

여성인력,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전문연수 1 (취업 맞춤 교육)
- 직무 소양 교육
- 취업혁신 워크샵, 산업시설견학
-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 기업연수 및 채용 확약기업
: 51개 기업
- 1,000여개 기업 협조 공문
- 취업확정 연수생 기업연수실시

기업연수

전문
연수1

기업
연수

전문
연수2

팀

E-mail : training@kicet.re.kr
연수관련문의 : 055-792-2776

2 전문연수

(4차 산업형 직무 교육)

4차 산업형 신소재 공정 및 실습교육 열분석, 기계적분석 등 분석 이론교육 첨단세라믹 기초 교육 –

연수생 1인당 1개 프로젝트 –
팀 내 약 5-7명 배치 –
특화된 세라믹스 프로젝트 연수열분석, 기계적분석 등 분석 이론교육세라믹스 공정 실습 세미나 발표 -

팀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