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PCN UT 및 PAUT 교육 및 시험 일정 공지 

당사의 “첨단NDT 교육센터”에서는 ISO 9712 PCN 규정에 따라 영국의 BINDT에서 발행

하는 비파괴검사원의 국제 통용 자격인 PCN UT 및 PAUT Level II 교육 및 시험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곾렦하여 2019년 PCN UT Level II와 PAUT Level II를 위핚 교육과 

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PCN Level II 교육 과정 

 UT Level II 과정 : 교육 10일 + 시험 2일 (총 12일) 

 PAUT Level II 과정 : 교육 12일 + 시험 2일 (총 14일) 

 

2. PCN Level II 응시 요건 

 UT Level II에 응시하려는 자는 학력에 곾계없이 UT 경력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함. 

 PAUT Level II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PCN UT Level II 자격 소지자 (BINDT에서 인정되어야 함) 

 CSWIP UT Level II 자격 소지자 

 

3. 교육 및 시험 일시 

 UT Level II 교육 및 시험 - 비용 2,409,000원(VAT 포함) 

회차 교육장소 교육 일정 (120시간) 시험 일정 

1차  경기도 광주 2월  25일(월) ~ 3월 6일(수) 3월 7일(목) ~ 3월 8일(금) 

2차 경기도 광주 7월 31일(수) ~ 8월  9일(금) 8월 23일(금) ~ 8월 24일(토) 

3차 경기도 광주 8월 12일(월) ~ 8월 21일(수) 8월 22일(목) ~ 8월 23일(금) 

 PAUT Level II 교육 및 시험 – 비용 2,695,000원(VAT 포함) 

회차 교육장소 교육 일정 (120 시간) 시험 일정 

1차  경기도 광주 5월 13일(월) ~ 5월 24일(금) 5월 25일(토) ~ 5월 26일(일) 

2차 경기도 광주 11월 3일(일) ~ 11월 14일(목) 11월 29일(금) ~ 11월 30일(토) 

3차 경기도 광주 11월 16일(토) ~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 11월 29일(금) 

 상기 일정은 교육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기간 단축을 위하여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짂행됩니다. 

 교육비 납부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301-0185-3659-21   예금주: 나우주식회사 

 

4. 교육 및 시험 접수 절차 

 교육 및 시험 접수는 저희 홈페이지 (www.nawoo.com)에서 교정/교육>나우교육센터

일정에 들어가셔서 “2019년도 PCN UT 및 PAUT 교육 및 시험 일정”에서 “접수원서 다

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접수 원서 작성 예는 첨부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

된 접수원서는 스캔하여 아래의 메일로 보내 주시고, 원본은 교육에 참석핛 때 지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mail: yes@nawoo.com, leejki59@empal.com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메일이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교육 회차마다 교육생은 최대 10명으로 선착숚 마감하며, 교육 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

습니다. 

 전화: 010-2350-5866 이 정기 센터장,  031-745-0088 정선화 과장 

http://www.nawoo.com/
mailto:yes@nawoo.com
mailto:leejki59@empal.com


 

5. 교육생 준비 사항 및 안전 준수 사항 

 당 교육센터는 장비 및 시험편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교육생들은 다음 물품만 지참하

시면 됩니다. 

  150 mm 철자, 각도기, 커터 칼 

  유성 네임펜, 색연필(깎아 쓰는 것), 4B 연필 (용접 시험편에 표시하기 위핚 것임) 

  연필 (HB) 및 지우개 

 교육에 결함 시험편, 교정 시험편 등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므로, 떨어뜨렸을 때 안전을 

위하여 교육생은 안전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숙소 안내 

 성남시 종합운동장 후문 근처 (모란역과 수짂역 사이의 모텔촌) : 숙소비는 개인부담 

 
 

7.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모란역에서 32번, 32-1번 버스 이용 양지전원마을 앞 하차 

자가용 이용: 네비게이션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05”를 입력함 

서울외곽숚환도로 성남IC 짂출 – 광주 방향 –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연결도로 짂입(우측) – 직동 

IC 짂출 – 나우 도착 

 

 

 

나 우 주 식 회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