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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CPE 자격증 재발급 규정
2017.04.26. 개정

CPE 자격증소지자 여러분께;

<일반 사항>
귀하가 취득하신 CPE 자격증은 AFE에 의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CPE 자격
증 소지자는 자격증 만료일 3개월 전(재발급 신청기간)까지 CPE 자격증 재발급 요건을 만족한 뒤, 사단법인 한
국플랜트학회에 CPE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우송하여 자격증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CPE 자격
증 재발급 비용(재발급 신청 시 통지예정)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CPE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
국플랜트학회에서 명시한 CPE 자격증 재발급 요건 중 최소 8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CPE 자격증 보유 기간 중 
8점 이상 취득한 점수는 이후 CPE 자격증 재발급 시 1회에 한하여 유효점수로 인정됩니다.  만약 CPE 자격증 
재발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CPE 재발급 신청을 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본 자격증의 효력은 자격증 만료일
을 기하여 자동 소멸됩니다.  CPE 자격증 재발급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플랜트학회의 CPE 자격평
가위원회의 규정에 준합니다.

2010.08 한국플랜트학회 CPE 자격평가위원회 위원장 정의종

<CPE 자격증 재발급 요건> - 최소 요구 점수 3년간 8점

취업 점수
- CPE 자격증 소지 후 플랜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CPE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1년에 1점의 취업 점수
가 획득됩니다. 단, CPE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본 학회에 신청자의 재직기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 현장 근무의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당 0.5점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2017.04.26. 개정]

학술 점수
아래에 명시된 학술활동을 하는 경우, 각 학술활동에 따른 학술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CPE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는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학술활동 참여시간 점수(Credits)
 ▪ 대학 정규과정 수업 중 플랜트 관련 과목 이수 1학점당 0.2점
 ▪ 플랜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혹은 강의
 ▪ 본 학회 자격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내교육(온라인 교육 인정)
    [2017.04.26. 개정]

4시간 이상 8시간미만
8시간 이상

0.5 점
8시간당 1점

 ▪ 한국플랜트학회 학술대회 발표 1편당 0.5점
 ▪ 국내외 플랜트 관련 정기 학회지 및 논문집 투고 1편당 1점
 ▪ 한국플랜트학회 정회원 1년당 0.5점
 ▪ 본 학회가 시행하는 CPE 자격증소지자 보수교육 4시간당 1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플랜트 관련 국제전시회 참가 1회당 0.5점
 ▪ 본 학회 인정하는 플랜트 현장방문 교육 1회당 0.5점

* 예컨대, 학회 기업회원사인 (주)한국스파이렉스사코가 실시하는 스팀기술연구교육 참여
  (http://www.spiraxsarco.com/global/kr/Training/Pages/home.aspx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