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 10월 교육 모집안내
1. 10월 교육 모집 안내
① 10월 교육 모집일정 : 9월 22일(화) 오전 9시부터 모집 시작

국비지원
무료교육

② 모집 방법 : 교육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접수
- 교육홈페이지? (https://hrd.hyundai-ce.com/)
③교육장소: 현대건설기계 음성 교육장(글로벌교육센터)
- 주소: 충북 음성군 소이로 313

2. 교육대상자는?
① 현대건설기계 협약기업 (현대건설기계 소속 근로자 참여 불가)
<협약기업 대상자>
- 건설기계산업계에 종사하는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로 중인 재직자
(단, 고용보험가입 필수!)

② 협약기업조회 방법 및 협약기업이아닌 경우? A .다음장 안내문 참조

3. 10월 모집 과정 소개
① 전 과정 1박 2일(12시간) 교육
1일차 : 11:00-17:00(5시간) / 2일차 : 08:00- 16:00(7시간)
연번

훈련과정명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교육 정원

강의실

1

굴삭기 유압 시스템 정비 실무

2020-10-07

2020-10-08

20

건설기계 강의실

2

휠로더 정비 T/Shooting(문제해결) 실무

2020-10-13

2020-10-14

15

건설기계 강의실

3

지게차 전기전장 정비 실무

2020-10-15

2020-10-16

20

산업차량 강의실

4

로더 운전 실무

2020-10-15

2020-10-16

12

운전 강의실

5

굴삭기 운전 실무

2020-10-19

2020-10-20

12

운전 강의실

6

지게차 정비 T/Shooting(문제해결) 실무

2020-10-20

2020-10-21

15

산업차량 강의실

7

굴삭기 정비 T/Shooting(문제해결) 실무

2020-10-22

2020-10-23

15

건설기계 강의실

8

건설기계 전기전장 정비 실무

2020-10-26

2020-10-27

20

건설기계 강의실

9

휠로더 유압 시스템 정비 실무

2020-10-27

2020-10-28

20

건설기계 강의실

10

엔진지게차 전자엔진 정비 실무

2020-10-28

2020-10-29

20

산업차량 강의실

*로더 /굴삭기 운전실무 : 운전 기능사 자격(대형) 취득을 준비하 실 수 있도록 실습 위주 과정 준비
*현대건설기계 교육은 출결관리(정시 퇴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강 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

현대건설기계 무료교육 신청 방법
1. 현대건설기계 교육 홈페이지 가입하기
① 현대건설기계 교육 홈페이지(https://hrd.hyundai-ce.com/) 접속
②개별적으로회원가입 진행 (향후수료증관리를위해개별회원가입요청)

2. [협약기업]여부 확인
① 협약기업조회방법?
교육홈페이지 접속 후 - [사업안내] – [협약기업조회] 클릭하여,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② 협약기업이아닌경우?
-협약서를작성하여 직인찍으신 후 이메일로발송해주세요.
* 협약서다운경로: [사업안내] –[협약안내] à하단의“협약서다운로드＂에서다운가능

* 이메일보내실곳: 현대건설기계글로벌교육센터조유빈사원
youbin.cho@hyundai-ce.com(043-871-6149)

3. 협약기업 재직자만 [교육신청] 클릭
**‘모집중’ 상태만 신청 가능
② 사이트상단의[교육신청] 클릭

① 메인페이지하단모집안내에서신청

-[교유신청]에서과정선택

1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

교육 참여시 무료 제공 사항
1. 교육(1박 2일)동안 식사 무료 제공
※ 식당에 준비되어 있는 식수지에 사인 후 식사해주세요.

배식시간

1일차 장소

2일차 장소

조식

오전 7시~8시

미제공

기숙사 식당

중식

오후 12시~13시

교육장 식장

교육장 식당

석식

오후 6시~7시

기숙사 식당

미제공

- 교육장 식당 : 음성 교육장 3층에 위치
- 기숙사 식당 : 기숙사 복지관에 위치

2. 기숙사 무료 제공
※ 교육 신청시 ‘기숙사 신청’ 을 꼭 클릭해주세요.

3. 다과 무료 제공
4. 교재 및 필기구 제공
5. 교육 수료증 제공

현대건설기계 교육장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J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

교육장 오시는 길
* 음성 교육장 위치 안내
- 주차는 무료 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