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온라인 자격연수 수강생 안내 사항
1. 강의 사이트 및 ID, PW (25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사이트 구축 및 테스트 중이니 너무 미리부터
접속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https://kssp.onexc.co.kr
ID : kssp핸드폰번호 뒷 4자리 / PW : 생년월일 6자리 (예시 : kssp 1234 / 210125)

2. 강의 이수 시 참고 사항
➀ 1, 2, 3급 강의 이수 방식
1, 2, 3급 모두 동영상 강의는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듣다보면 강의 이수 기간
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강의 수료와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추천 시간표를 참고하여 강
의를 수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하단에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명: [공지] 2021 제 29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온라인 자격연수 교육 프로그램 추천 시간표(안).pdf)

➁ 1, 2급 실시간 교육
1, 2급 대상자는 1/29 오전 9시부터 실시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URL 및 공지 사
항은 해당 교육 날짜 1~2일 전에 개별 공지합니다.

➂ 강의 수료 기준
강의 수료 기준은 학습 진도율 100% 그리고 설문조사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학습 진도율을 100% 완
료하면 자동으로 설문 팝업이 나올 것입니다. 진도율이 100% 되지 않거나 설문 미제출 시 미수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1, 2급은 실시간 교육 시 출석 체크도 진행)

3. 학습기간
학습 기간은 1/25(월)~1/30(토)까지입니다. 1/30(토)에는 온라인 강의 이수 담당 시스템 업체에서 학습
지원 문의가 지원되지 않으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를 대비하여 가급적 1/29(금)까지 수강 및
수료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4. 자격 시험
1, 2, 3급 모두 2021.01.31.일. 오전 9:30~10:30까지 온라인으로 자격시험 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접속 후 평가 시작 후 60분 간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 종료 시간 이후에 제출되는 평가는 인정되지 않
습니다. (시험 유형 추후 공지)
A. 평가일시 : 2021.01.31(일) 오전 09:30~10:30

B. 사이트 오픈 : 2021.01.31(일) 오전 09:10~10:30

C. 실 평가 응시 시간 (하단 내용은 예시. 되도록 9:30 이전부터 시작하여 10:29 이전에 끝내주세요!)
(a) 09:30 평가창 오픈 시 응시 시간 : 09:30:00 ~ 10:29:59
(b) 10:10 평가창 오픈 시 응시 시간 : 10:10:00 ~ 11:09:59 “미인정”
(단, 10:10에 시작해도 10:29:59 이전까지 제출하면 평가 점수 인정, 10:30 이후 제출 시 미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