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원격 인증 시험 공지

개

요

IPC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자 및 IPC 교육산업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원격 인
증 시험제도’를 실행합니다.

IPC 온라인 교육 조건
ㅇIPC가 인정하는 온라인 교육은 녹화가 아닌 ‘실시간 영상 교육’입니다.
-본 센터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간 송출하는 ‘양방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IPC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는 ‘이론 교육과 이론 인증 시험’만 해당됩니다.

IPC 원격 인증시험 (IPC 홈페이지 플랫폼에서 진행)
ㅇ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후 해당 IPC과정에 대한 원격 인증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IPC 원격 인증시험은 IPC EDGE 2.0에서 진행합니다.
원격 감독 솔루션은 AI기반을 바탕으로 실시간 감독 및 비디오/오디오 녹음 등을
종합해 교육생의 인증시험에 대한 감독을 분석합니다.
ㅇ IPC 원격 인증시험 결과에 따라 IPC 공식 인증서가 발부됩니다.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과정
[솔더링기술그룹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

ㅇ IPC-A-610(CIS/CIT) : 2020년 5월 중 실행.
* 향후 모든 IPC 이론 강의 및 추가 콘텐츠 온라인 교육 예정.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비
1. IPC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동일한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으로 진행됩니다.
2. IPC 온라인 교육의 참여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및 IPC 본부의 온라인 교육 수수료는($30)는 솔더링기술그룹이
부담합니다.
(IPC 본부는 온라인 원격 감독에 대한 수수료를 $3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4. 즉 610(CIS/CIT) 온라인 교육비용은 ‘오프라인 교육비와 동일’합니다.

IPC교육센터 솔더링기술그룹 만의 온·오프라인 무료 재교육 실시
ㅇ IPC-A-610(CIS/CIT) 과정을 신청한 교육생은 수강 후 3개월 내에 동일
과정에 대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일정은 당원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해당 서비스의 취지는 ‘IPC 인증 시험 불합격 및 모듈별 불합격’에 대한 보완 정책으
로 IPC교육에 대한 반복 학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ㅇ IPC 인증은 필수 모듈만 합격해도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듈에 대한
합격/불합격 여부가 인증서에 표기돼 한 모듈이라도 불합격할 경우 해당 인증 소지자
및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원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병행 재교육’시스템은 IPC교육 및 인증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 솔루션입니다.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교육생 준비 사항)
ㅇ IPC 오프라인 교육과는 달리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육생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
니다.
1. 교육생은 해당 교육 과정의 표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 시에는 본 원에서 표준서 대여가 가능하나 온라인 교육에서는 불가
합니다. (단 표준서는 구 버전도 가능합니다)
2. IPC 수강용 PC에는 ‘웹캠과 스피커(이어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웹캠이 없으면 IPC원격 시험 감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3. IPC 수강용 PC에는 lockdown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 신청 시 개별 발송합니다.
4. 본 원이 사용 중인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
드는 별도로 제공합니다.
-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개별 발송합니다.
5. IPC 원격 시험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

해당 안내서에 따라

IPC 온라인 인증 시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ㅇ 솔더링기술그룹 홈페이지 ‘IPC 교육일정표’에서 IPC-A-610(CIS/CIT) 오프라인 교육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위탁 계약서를 다운받아
교육신청생 명단 비고란에 “온라인”이라 표기, 신청 바랍니다.
*본 센터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양방향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수강을 신청하면 ‘IPC온라인 교육 매뉴얼’(아이디/패스워드 포
함)과 ‘IPC원격 감독 사용 한글 매뉴얼’을 지원합니다.

IPC 실시간 온라인 교육 캡처 이미지

IPC 교육은 Only (주)솔더링기술그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