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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대의 선두주자!

명장의 정신과 명품 교재가 주는 

일등 수험서!

수험서의 길만 걸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수험서 출판!

시대고시기획

멀티미디어의 시대! 

최단기간 최대 합격률!

자체 영상제작 및 저자직강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영상 서비스 제공!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시대에듀 강의 서비스 제공

시대에듀

교육 출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교육!

시대를 앞서가는 양질의 교재와 

이러닝 서비스 초·중·고등 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해 앞장서는 

교육 전문 대표 브랜드

시대교육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다양한 독자 요구에 

발맞춘 ITㆍ실용 전문 브랜드! 영어회화, 

SNS, 캘리그라피, 요리/베이킹, 

컬러링북, 팝아트, 빅데이터 시리즈 등 

다양한 실용서 및 IT 전문 도서 출간!

시대인

합격의 공식│시대에듀



시대교육그룹은 출판사업, e러닝, 국비지원교육, 취업 솔루션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 

자기계발, 취미에 이르기까지 학령인구를 넘어선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기업으로서 연평균 2,000여 종의 각종 도서 출간 및 다양한 전문 동영상 콘텐츠 공급 등 동종 

교육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도 어린이 도서관 지원, 국군장병 1인1자격취득 

지원, 기초생활대상자 ·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 등 장학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취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과정을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제작한 고품질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합격 공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실업자를 위한 국비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최초 AI모의면접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취업준비생과 취업교육기관

에서 AI기반의 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대교육은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유아부터 중고등 학습, 취업 및 자격교육, 자기계발, 취미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육을 책임질 

것입니다.

시대교육드림센터는 총 대지면적 2,348㎡, 건축면적 1,720㎡ 규모를 자랑하는 파주출판정보산업

단지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최신장비와 혁신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Logistics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과 시대교육그룹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도서출판 Publication

온라인 교육 Education

꿈 Dream

국가기술자격 · 공인자격, 일반자격 등 모든 자격 분야, 공무원 · 기업 · 공사공단 등 취업 분야, 

초 · 중등 학습 및 학위취득 분야, 취미실용 · 인문 · 경제경영 ·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독자분들의 쉽고 편안한 학습과 확실한 합격,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출판팀이 끊임없이 연구 · 개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AI기반의 온라인 모의고사, 국내 

최초 빅데이터 영단어 출간 및 AI 출판시스템 구축 등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출판 혁명을 선도

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멀티미디어의 시대! 

최단기간 최대 합격률!

자체 영상제작 및 저자직강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영상 서비스 제공!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시대에듀 강의 서비스 제공



Contents

02. 자격시험정보
국가기술자격 8

국어/한국사 27

한 자 33

금융/경제 35

세무/회계 40

경영/사무 42

경비/노무/부동산 55

국제/무역/보험 61

심리상담/사회복지/관광종사원 75

공무원 90

보건/위생/의학 97

스포츠/컴퓨터 101

외국어 111

독학사 119

시대교육 도서목록 126

01. 자격시험일정
2021년 상반기 시험일정 2

2021년 하반기 시험일정 4

※  본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험의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1
자격시험일정

시작이 반이다,

시험의 시작은 시험일 체크부터!

2021년 한 해

어떤 시험들이 치러지는지

한눈에 들어오는 시험일정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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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격시험일정

2021
1월 주요시험

01.09 
HSK

ITQ 정기시험 1회

TOEFL

TOEIC

매경TEST

01.10 
G-TELF 432회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18회

CS리더스관리사 1회

01.16 
TEPS

TOEFL

한경테셋 63회

01.22 
간호사 61회

01.23 
ERP 정보관리사 1회

한국실용글쓰기 87회

01.24 
TOEIC

01.30 
TOEFL

기술사 필기 123회

재경관리사 82회

회계관리 1급 87회

회계관리 2급 88회

01.31 
TOEFL

기능사 필기 1회(~02.06)

투자자산운용사 28회

3월 주요시험

03.02 
산업기사 필기 1회(~3.12)

03.06 
TEPS, TOEFL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3회

03.07 
HSK, 기사/서비스 필기 1회

G-TELF 437회

텔레마케팅관리사 1회 필기

03.13 
ITQ 정기시험 3회, TOEFL

산업보건·안전지도사 1차 11회 

은행텔러

03.14 
TOEIC,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18회

CS리더스관리사 3회

03.20 
HSK, TEPS, 한경테셋 65회

경매사 1차 19회, 관세사 1차 38회

한국실용글쓰기 88회

03.21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103회

03.2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4회

03.27 
ERP 정보관리사 2회, TOEFL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필기 17회

재경관리사 83회

회계관리 1급 88회

회계관리 2급 89회

매경TEST

03.28 
FLEX(외국어능력평가) 1회

TOEIC

증권투자권유대행인 13회

2월 주요시험

02.06 
HSK, ITQ 정기시험 2회

SMAT 1회, TEPS, TOEFL

사회복지사 1급 1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1회

02.07 
G-TELF 434회, TOEIC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94회

기업회계(1,2,3급) 65회

세무회계(1,2,3급) 91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74회

CS리더스관리사 2회

02.20 
TEPS, TOEFL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 1회

기능장 필기 69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61회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103회

요양보호사 34회

한경테셋 64회, FAT/TAT 45회

02.21 
TOEIC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2회

02.24 
변액보험판매관리사 1회(~02.26)

02.27 
TOEFL, 변리사 1차 58회

제90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매경TEST, DiAT 정기 2102회

신용분석사 49회, 대한검정회

국제무역사 1급

02.28 
ITQ 특별시험 13회

TOEFL, TOEIC, G-TELF 436회

독학사 1단계 시험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2 2021-01-14   오전 9:13:35



2021년 시험일정  |  3

01월~06월

상반기 시험일정

4월 주요시험

04.03 
TEPS, 가맹거래사1차 19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 36회

기능사 실기 1회(~4.21)

기업회계(1,2,3급) 66회

세무회계(1,2,3급) 92회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95회

한글속기 실기 1회(1.2.3급)

기능장 실기 69회(~04.21)

04.05 
기능장 필기 67회

04.10 
HSK, ITQ 정기시험 4회, SMAT 2회

TOEFL, 기술사 실기 123회(~4.20)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39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75회(~04.11)

04.11 
TOEIC,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2회

CS리더스관리사 4회

04.12 
문화재수리기능자 1차(~04.21)

04.16 
외환전문역 Ⅰ·Ⅱ종

04.17 
FAT/TAT 46회

04.18 
TEPS, 기능사 필기 2회(~04.24)

펀드투자권유대행인 13회

04.24 
TEPS, 감정평가사1차 32회, TOEFL

기사/서비스 실기 1회(~05.07)

산업기사 실기 1회(~05.07)

DiAT 정기 2104회, 자산관리사(FP) 52회

04.25 
TOEIC, TOEFL

04.28 
변액보험판매관리사 2회(~04.30)

6월 주요시험

06.05 
TEPS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1차

기업회계(1,2,3급) 67회

산업보건·안전지도사 2차 11회

세무회계(1,2,3급) 93회

손해평가사 1차 7회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9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3회

06.12 
ITQ 정기시험 6회

SMAT 4회, TOEIC

기능사 실기 2회(~06.30)

신용분석사 50회

06.13 
기능장 실기 67회(~07.01)

투자자산운용사 29회

FAT/TAT 47회

CS리더스관리사 6회

06.19 
HSK

전자상거래관리사 필기 1회(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회(단일등급)

06.23 
변액보험판매관리사 3회(~06.25)

06.26 
가맹거래사2차 19회

전산회계운용사 1급 실기시험

관세사 2차 38회

DiAT 정기 2106회

은행텔러

06.27 
TOEIC

기능사 필기 3회(~07.03)

재경관리사 85회

회계관리 1급 90회

회계관리 2급 91회

5월 주요시험

05.0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19회

05.08 
ITQ 정기시험 5회, TEPS

공인노무사1차 30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회

05.09 
TOEIC, 산업기사 필기 2회(~05.19)

05.15 
HSK, 기사/서비스 필기 2회

유통관리사 필기 1회(2.3급)

요양보호사 35회, 한경테셋 66회

텔레마케팅관리사 2회 필기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92회

05.16 
TOPIK 한국어능력시험 76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62회

CS리더스관리사 5회

05.22 
ERP 정보관리사 3회, TOEFL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104회

재경관리사 84회, TEPS, 매경TEST

회계관리 1급 89회, 회계관리 2급 90회

한국실용글쓰기 89회

05.23 
ITQ 특별시험 14회, TOEIC

SMAT 3회, 기술사 필기 124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3회

05.29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실기 17회

세무사 1차 58회, 행정사 1차 9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29회

대한검정회, 제91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05.30 
FLEX(외국어능력평가) 2회

독학사 2단계 시험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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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월 주요시험

07.04 
TEPS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19회

기능장 필기 70회

07.10 
경매사 2차 19회

ITQ 정기시험 7회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7회

주택관리사보 1차 24회

산업기사 실기 2회(~07.23)

기사/서비스 실기 2회(~07.23)

외환전문역 Ⅰ·Ⅱ종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93회

07.11 
TOEIC, CS리더스관리사 7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77회

07.17 
TEPS

물류관리사 1차 25회

한경테셋 67회

07.18 
HSK

07.24 
ERP정보관리사 4회

경영지도사 2차

기술지도사 2차 3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18회

매경TEST, 한국실용글쓰기 90회

자산관리사(FP) 53회

07.25 
TOEIC

07.31 
재경관리사 86회

회계관리 1급 91회

회계관리 2급 92회

기술사 필기 125회

9월 주요시험

09.04 
관광통역안내사 1차, TEPS

세무사 2차 58회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필기 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차 16회

09.05 
FLEX(외국어능력평가) 3회

산업기사 필기 4회(~09.15)

CS리더스관리사 8회

09.11 
HSK, ITQ 정기시험 9회, TEPS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5회

한글속기 실기(1.2.3급) 2회

한경테셋 69회, 은행텔러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94회

한국실용글쓰기 91회

09.12 
기사/서비스 필기 4회

증권투자권유대행인 14회

TOEIC

09.17 
산업보건·안전지도사 2차 11회(~09.18)

09.18 
소방시설관리사 2차 21회

전자상거래관리사 실기(1.2급) 1회

전자상거래운용사 실기(단일등급) 1회

주택관리사보 2차 24회

행정사 2차 9회

재경관리사 87회

회계관리 1급 92회

회계관리 2급 93회

09.25 
ERP정보관리사 5회

09.26 
TOEIC

8월 주요시험

08.07 
TEPS, 요양보호사 36회

감정평가사 2차 32회

기업회계(1,2,3급) 68회

세무회계(1,2,3급) 94회

문화재수리기술자 2차 39회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9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4회

08.08 
산업기사 필기 3회(~08.18)

기술사 실기 124회(~8.17), TOEIC

독학사 3단계 시험

08.13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2차

08.14 
ITQ 정기시험 8회, SMAT 5회

기사/서비스 필기 3회, 한경테셋 68회

텔레마케팅관리사 3회 필기

08.21 
손해평가사 2차 7회, FAT/TAT 48회

유통관리사(1.2.3급) 2회

청소년지도사 1차 29회, TEPS

공인노무사 2차 30회(~08.22)

기능사 실기 3회(~09.08)

기능장 실기 70회(~09.08)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105회

08.22 
HSK, TOEIC, KBS 한국어능력시험 63회

08.25 
변액보험판매관리사 4회(~08.27)

08.28 
매경TEST, DiAT 정기 2108회, 국제무역사 1급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92회

08.29 
ITQ 특별시험 15회, TOEIC

기능장 실기 68회(~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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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12월

하반기 시험일정

10월 주요시험

10.02 
매경TEST, TEPS

10.03 
기업회계(1,2,3급) 69회

세무회계(1,2,3급) 95회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98회

펀드투자권유대행인 14회

기능사 필기 4회(~10.09)

10.09 
ITQ 정기시험 10회, SMAT 6회

청소년상담사 1차 20회

10.10 
TOEIC

10.16 
전산회계운용사 1급 실기시험

산업기사 실기 3회(~10.29)

TOPIK 한국어능력시험 78회(~10.17)

기술사 실기 125회(~10.26)

기사/서비스 실기 3회(~10.29)

FAT/TAT 49회, 신용분석사 51회

CS리더스관리사 9회

10.17 
HSK

KBS 한국어능력시험 64회

10.2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6회

DiAT 정기 2110회

10.24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20회, TOEIC

10.27 
변액보험판매관리사 5회(~10.29)

10.30 
공인중개사 32회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실기 18회

10.31 
독학사 4단계 시험

12월 주요시험

12.04 
기업회계(1,2,3급) 70회

세무회계(1,2,3급) 96회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9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16회(~12.05)

TEPS

12.05 
HSK, TOEIC

12.11 
SMAT 8회

ITQ 정기시험 12회

12.12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20회

FAT/TAT 50회

12.13 
청소년상담사 2차 20회(~12.18)

12.18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비스사 2차

DiAT 정기 2112회

12.19 
재경관리사 89회

회계관리 1급 94회

회계관리 2급 95회

TOEIC

12.22 
변액보험판매관리사 6회(~12.24)

11월 주요시험

11.06 
경비지도사 23회, HSK, TOEIC

자산관리사(FP) 54회, 유통관리사(2.3급) 3회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차, 요양보호사 37회

11.07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4회, TEPS

11.13 
ITQ 정기시험 11회, 산업기사 실기 4회(~11.26)

기사/서비스 실기 4회(~11.26)

11.14 
TOPIK 한국어능력시험 79회

CS리더스관리사 10회

11.20 
HSK, 재경관리사 88회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1차 22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7회

관광통역안내사 2차(~11.21)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106회

회계관리 1급 93회, 회계관리 2급 94회

한경테셋 70회, 외환전문역 Ⅰ·Ⅱ종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95회

한국실용글쓰기 92회

11.21 
FLEX(외국어능력평가) 4회, TOEIC

11.26 
공인노무사 3차 30회

11.27 
ERP정보관리사 6회, 매경TEST

전자상거래관리사 실기(1.2급) 2회

전자상거래운용사 실기(단일등급) 2회

기능사 실기 4회(~12.15)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93회

11.28 
ITQ 특별시험 16회, 투자자산운용사

SMAT 7회

11.29 
청소년지도사 2차 29회(~12.04)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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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드론)조종자 자격시험

초경량비행장치(드론)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

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서 구조적으로 헬리콥터와 유사하나 양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회전익이 아니라 프로펠러 형태

이며, 각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방향 및 양력을 조정한다. 항공촬영·농약살포 등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

■ 응시자격(무인멀티콥터)

기본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연령제한 : 14세 이상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취득방법

구 분 학과시험 실기시험

시험과목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조종 실무 

검정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통합 1과목 40문제(50분) 구술시험, 실비행시험

합격기준 70점 이상 모든 채점항목에서 S등급 이상

■ 필기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 시작일~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까지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자 20 : 00~접수 마감일자 23 : 59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항공 학과시험장 :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지방 화물시험장 : 부산 15, 광주 17, 대전 20석)

시험장소
시험장소 : 서울 : 항공시험처 / 부산 : 부산 지역본부 / 광주 : 광주전남 지역본부 / 대전 : 대

전충남 지역본부

결과발표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가능

01국가기술자격

드 론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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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접수방법

접수일자 시험일 2주 전(前) 수요일~시험 시행일 전(前) 주 월요일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자 20 : 00~접수 마감일자 23 : 59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시험장소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

결과발표 시험종료 후 당일 18 : 0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2021년 시험일정

월

시험일자

월

시험일자

학과시험

(항공 학과)
실기시험

학과시험

(항공 학과)
실기시험

1월
4, 5, 8, 9(토), 11, 12, 18, 19, 22, 

25, 26, 29

12, 13, 19, 

20, 26, 27
7월 5, 10(토), 12, 19

6 ,  7 ,  13 , 

14, 20, 21

2월
1, 2, 5, 8, 9, 15, 16, 22, 23, 26, 

27(토)

2, 3, 16, 17, 

23, 24
8월 2, 9, 14(토), 16, 23, 30

3, 4, 10, 11, 

17, 18, 31

3월
2, 5, 8, 9, 12, 13(토), 15, 16, 22, 

23, 26, 29, 30

9, 10, 16, 

17, 23, 24
9월 6, 13, 18(토), 27

1, 7, 8, 14, 

15

4월 5, 10(토), 12, 19, 26
6 ,  7 ,  13 , 

14, 20, 21
10월 4, 11, 18, 23(토), 25

5 ,  6 ,  12 , 

13, 19, 20

5월 3, 6, 10, 15(토), 17, 20, 24, 31
11, 12, 25, 

26
11월 1, 8, 13(토), 15, 22, 29

2, 3, 9, 10, 

16, 17, 30

6월 7, 12(토), 14, 21, 28
8,  9 ,  15 , 

16, 22, 23
12월 6, 13, 18(토), 20

1, 7, 8, 14, 

15

※ 공휴일 다음날에 학과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스템 점검을 위해 오전시험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정책에 따라 공휴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드론 무인비행장치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드론 무인멀티콥터 실기편 교육용 교본

•항공기상

•항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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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시설공사 또는 경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

하며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

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업구조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소방대상물(건축물, 시설물)이 고층화되고 심층화되며, 고압가스나 위

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요소가 많아지면서 소방과 관련한 인력수요

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설비 관련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화재 관련 건수와 그 때문인 재산피해액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방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

•�기계분야 :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

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등을 담당

•�전기분야 :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비상

조명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을 담당

■ 2021년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구 분

필기

시험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

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 사
제1회

01.25∼01.28 03.07
03.19

03.31∼04.05
04.24∼05.07 06.02

산업기사 01.26∼01.29 03.02∼03.12 04.01∼04.06

기 사
제2회

04.12∼04.15 05.15
06.02

06.14∼06.17
07.10∼07.23 08.20

산업기사 04.13∼04.16 05.09∼05.19 06.15∼06.18

기 사
제4회

08.16∼08.19 09.12
10.06

10.18∼10.21
11.13∼11.26 12.24

산업기사 08.17∼08.20 09.05∼09.15 10.19∼10.22

안전관리산업인력공단

※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일정은 시행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2020년 정기 산업기사 4회 시험부터는 일부 종목의 경우 CBT가 도입되었으므로, 자세한 시험일정은 
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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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기계편

•소방설비기사 기본서 필기

•소방설비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필기

•소방설비산업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필기

•소방설비기사 기본서 실기

•소방설비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실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필기

•위험물기능장 실기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예상문제집

•소방안전관리자 2급 예상문제집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김성곤의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핵심 길라잡이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편

•소방설비기사 기본서 필기

•소방설비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필기

•소방설비산업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필기

•소방설비기사 기본서 실기

•소방설비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실기

Win-Q�시리즈

•위험물기능사 필기 •위험물기능사 실기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화학분석기사 필기 •화학분석기능사 필기+실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시설관리사 2차 –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관리사 2차 – 설계 및 시공

소방기술사

•  김성곤의 소방기술사 

핵심 길라잡이

방재기사

•  방재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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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녹색환경)자격증

①�산림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에 나무를 심고 자라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부대시설인 임도의 개

설, 사방, 수문, 벌출, 기계화, 측량 분야 등 산림의 공학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수행하며, 산림의 공학적 분야를 총괄적으로 이해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②�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 및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

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

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제도이다.

③�조경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업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생

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①�산림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림청, 임업연구원, 각 시·도 산림부서, 산림경영업체, 임업관련 기관이나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

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의 임업기술지도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등 공공기관과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

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식물방역업체나 식물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조경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일반건설회사의 조경부서, 조경엔지니어링회사, 조경식재전문공사업체, 조경시설물설치전문공사업

체,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임업, 조경산업인력공단

산림�/�식물보호�/�조경

•산림기사·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산림기사 기출문제해설

•산림기능사 한권으로 끝내기 •산림기능사 기출문제해설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조경기사·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조경기사 기출문제해설 •조경산업기사 기출문제해설

•조경기사·산업기사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NCS 기반) •조경기능사 한권으로 끝내기

•조경기능사 실기[조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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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필기시험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산림기사

제1회 01.25∼01.28 03.07 03.19 03.31∼04.05 04.24∼05.07 06.02

제2회 04.12∼04.15 05.15 06.02 06.14∼06.17 07.10∼07.23 08.20

제3회 07.12∼07.15 08.14 09.01 09.13∼09.16 10.16∼10.29 11.26

산림산업기사

제1회 01.26∼01.29 03.02∼03.12 03.19 04.01∼04.06 04.24∼05.07 06.02

제2회 04.13∼04.16 05.09∼05.19 06.02 06.15∼06.18 07.10∼7.23 08.20

제3회 07.13∼07.16 08.08∼08.18 09.01 09.14∼09.17 10.16∼10.29 11.26

산림기능사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09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09.17

식물보호기사 제1회 01.25∼01.28 03.07 03.19 03.31∼04.05 04.24∼05.07 05.21/06.02

제2회 04.12∼04.15 05.15 06.02 06.14∼6.17 07.10∼07.23 08.06/8.20

조경기사 제4회 08.16∼08.19 09.12 10.06 10.18∼10.21 11.13∼11.26 12.10/12.24

식물보호
산업기사

제1회 01.26∼01.29 03.02∼03.12 03.19 04.01∼04.06 04.24∼05.07 05.21/06.02

제2회 04.13∼04.16 05.09∼05.19 06.02 06.15∼06.18 07.10∼07.23 08.6/08.20

조경산업기사 제4회 08.17∼08.20 09.05∼09.15 10.06 10.19∼10.22 11.13∼11.26 12.10/12.24

조경기능사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05.07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16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10.01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31

농산물품질관리사 03.08~03.12 04.10 05.12 06.21~6.25 07.24 09.08

수산물품질관리사 05.31~06.04 07.10 08.11 10.11~10.15 11.20 12.29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필답형 실기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필답형 실기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2차 기출문제집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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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격증

①�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로, 물에 인이나 질소와 같

은 비료성분 또는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아진 경우 또는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②�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존층, 온난화, 산성비 문제 등 대기오염이라는 심

각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 분야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③�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

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폐기물처리

에 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④�환경기능사

인구증가와 도시화,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 및 다양화

로 인한 자연환경오염으로부터 보건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숙련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①�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측정망을 설치한 후 지역의 수질오염을 확인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한 수질오염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고 운영하는 업무

를 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 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

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

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④�환경기능사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및 오물의 수거·운반 등 전문용역업체와 환경오염방지기기의 제작·설

치 및 시공업체, 화공, 제약, 도금, 염색식품 및 제지업체 등 각종 공장의 폐수처리 및 환경관리 부서

에 진출할 수 있다.

환 경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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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필기시험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수질환경기사

제1회 01.25∼01.28 03.07 03.19 03.31∼04.05 04.24∼05.07 06.02

제2회 04.12∼04.15 05.15 06.02 06.14∼06.17 07.10∼07.23 08.20

제3회 07.12∼07.15 08.14 09.01 09.13∼09.16 10.16∼10.29 11.26

수질환경

산업기사

제1회 01.26∼01.29 03.02∼03.12 03.19 04.01∼04.06 04.24∼05.07 06.02

제2회 04.13∼04.16 05.09∼05.19 06.02 06.15∼06.18 07.10∼07.23 08.20

제3회 07.13∼07.16 08.08∼08.18 09.01 09.14∼09.17 10.16∼10.29 11.26

대기환경기사 제1회 01.25∼01.28 03.07 03.19 03.31∼04.05 04.24∼05.07 06.02

제2회 04.12∼04.15 05.15 06.02 06.14∼06.17 07.10∼07.23 08.20

폐기물처리기사 제4회 08.16∼08.19 09.12 10.06 10.18∼10.21 11.13∼11.26 12.24

대기환경
산업기사

제1회 01.26∼01.29 03.02∼03.12 03.19 04.01∼04.06 04.24∼05.07 06.02

제2회 04.13∼04.16 05.09∼05.19 06.02 06.15∼06.18 07.10∼07.23 08.20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제4회 08.17∼08.20 09.05∼09.15 10.06 10.19∼10.22 11.13∼11.26 12.24

환경기능사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09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09.17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24

•Win-Q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필기

•Win-Q 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필기

•Win-Q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필기

•Win-Q 환경기능사 필기+실기

•Win-Q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필기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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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

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를 포함하는 각종 건설기계운전에 필요한 자격증을 말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

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 및 설치·해체하는 작업 중의 운전을 수행할 수 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 대형 건설작업현장, 토목공사현장,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현장, 건설기계 임대업

체 현장 등에서 과중량 화물을 인양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중기를 운전

할 수 있다.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 본선계획, 야드계획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운전자가 현장감독자, 신호수와 호흡

을 맞추어 운전을 통하여 컨테이너, 일반화물을 본선, 야드, 섀시 등의 장소로 운반하고, 또한 작업 전이나 작

업 중, 작업 후 장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하역장비의 안전운전을 수행할 수 있다.

•�천공기운전기능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항만공사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 

혹은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금속제품 및 자재 등의 중량물을 안전

하게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일과 일상점검 및 간단한 예방정비 등의 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건설기계운전산업인력공단

5일�완성�시리즈

•5일 완성 지게차운전기능사

•5일 완성 화물운송종사자격

•버스운전자격시험 문제지

답만�외우는�시리즈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Win-Q�시리즈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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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시행회

직무 분야 종목명 시행회

건 설

타워크레인운전 1, 4회

기중기운전 1, 2, 3, 4회

컨테이너크레인운전 2, 4회

천공기운전 1, 2, 4회

천장크레인운전 1, 3, 4회

로더운전 1, 2, 3, 4회

롤러운전 1, 2, 4회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필기시험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09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09.17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24

전기기능사�시리즈

•Win-Q 전기기능사 필기

•Win-Q 전기기능사 실기

•전기기능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전기기능사 필기 초단기완성

전기기사·산업기사�시리즈

•전기기사·산업기사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전기기사·산업기사 기본서 시리즈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사·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집

•전기기사·산업기사 필기 기초전기

•Win-Q 전기기사 필기 단기완성

•Win-Q 전기산업기사 필기 단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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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전기·전자, 에너지·기상 자격증

①�기�계

공유압기능사, 용접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컴퓨터응

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

사 등 기계제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②�전기·전자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등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기기를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③�에너지·기상

기상감정기사, 기상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에너지관리기능사 등 기상의 영향을 

분석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

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①�기�계

공기압축기나 유압펌프를 활용하여 기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나 CAD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면의 작성과 수정 또는 정밀기계 제작 등과 관련한 업무

를 할 수 있다.

②�전기·전자

전기, 전자와 관련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기, 정지기, 제어장치 또는 빌딩, 공장, 주

택,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 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에너지·기상

기상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상청, 기상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진출

하거나 TV 방송국의 일기예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진출할 수 있고 기상사업체 또는 기상정보 지원

기관에 고용이 가능하다. 에너지관리 자격은 각종 보일러 및 열을 사용하는 기자재의 설치나 열설비

의 시공과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관련으로는 건물의 시설 및 태양광발

전소시스템의 설계나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시공과 작동 상태 관리·감독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기계, 전기·전자, 에너지·기상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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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필기시험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공유압기능사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

제2회 03.30~04.02 04.18~4.24 05.07 05.10~05.13 06.12~06.30 07.09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09.17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24

전기기능사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09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09.17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24

신재생
에너지발전
설비기능사
(태양광)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16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10.01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31

에너지관리
기능사

제1회 01.12~01.15 01.31~02.06 02.26 03.02~03.05 04.03~04.21 04.30

제2회 03.30~04.02 04.18~04.24 05.07 05.10~05.13 06.12~06.30 07.09

제3회 06.08~06.11 06.27~07.03 07.16 07.19~07.22 08.21~09.08 09.17

제4회 09.07~09.10 10.03~10.09 10.22 10.25~10.28 11.27~12.15 12.24

•Win-Q 생산자동화기능사

•Win-Q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Win-Q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Win-Q 전기기능사

•Win-Q 3D프린터운용기능사

•Win-Q 공조냉동기계기능사

•Win-Q 에너지관리기능사

•Win-Q 용접기능장

•Win-Q 용접기능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Win-Q 전자캐드기능사

•Win-Q 공유압기능사

•Win-Q 기계가공기능장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기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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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제과·제빵, 떡제조 자격증

ⓛ�조�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

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제

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여, 위

생학적·영양학적으로 저장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②�제과·제빵

제과·제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과·제빵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③�떡제조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필기(떡제조 및 위생

관리) 및 실기(떡제조 실무)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은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제도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리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

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②�제과·제빵

식빵류, 과자·빵류를 제조하는 제빵전문업체, 비스킷류, 케이크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전문생산업체,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 손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 관광업을 하는 대기업의 제과·제빵부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장기간 여행하

는 해외 유람선이나 해외로 취업이 가능하다.

③�떡제조

입맛이 서구화된다고 하지만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졌다. 또 맞벌이부부, 독신가구, 아파트거주자 등이 증가하면서 향후 떡과 같은 전통음

식에 대한 선호도 꾸준한 편이다. 신세대 입맛을 겨냥한 다양한 퓨전 전통음식들이 늘어나고 전통

음식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전통음식에 대한 시장과 인력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전통 떡 업체, 퓨전 전통 디저트 카페 등 다양한 진로와 전망이 있다. 

조리, 제과·제빵, 떡제조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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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떡제조기능사 시험일정

조리, 제과·제빵은 상시 시험이므로 자세한 일정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필기시험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실기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회 03.30∼04.02 04.18∼04.24 05.07(금) 05.10∼05.13 06.12∼06.30
07.09(1차) 
07.16(2차)

3회 06.08∼06.11 06.27∼07.03 07.16(금) 07.19∼07.22 08.21∼09.08
09.17(1차) 

10.01(2차)

4회 09.07∼09.10 10.03∼10.09 10.22(금) 10.25∼10.28 11.27∼12.15
12.24(1차) 
12.31(2차)

■ 최근 합격률

구 분 연 도
필 기 실 기

응 시 합 격 합격률 응 시 합 격 합격률

한식조리기능사 2019 83,109 38,384 46.2% 74,839 25,158 33.6%

양식조리기능사 2019 30,657 12,826 41.8% 32,083 10,991 34.3%

일식조리기능사 2019 5,337 3,098 58% 10,262 3,356 32.7%

중식조리기능사 2019 9,717 4,657 47.9% 18,268 6,602 36.1%

제과기능사 2019 36,262 13,843 38.2% 22,763 8,523 37.4%

제빵기능사 2019 42,267 14,581 34.5% 24,555 10,754 43.8%

•제과제빵기능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제과제빵기능사 실기

•떡제조기능사 필기 2주 합격

•떡제조기능사 실기

•조리기능사 필기 초단기완성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답만 외우는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모의고사

•답만 외우는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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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

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

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

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

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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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

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

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기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 제한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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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어 / 한국사

KBS 한국어능력시험

■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를 정확하고 교양 있게 사용하여 국어를 아

름답게 가꾸어 보전해야 할 선도적 사명과 책임

이 있는 KBS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높이고 국어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

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

인 2019-01호로 국가 공인자격을 취득하였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KBS 공채시험의 주요 자료로 반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 각종 

기관·단체에서의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제61회 1.4(월)~1.29(금) 2.20(토) 3.4(목)

제62회 4.5(월)~4.30(금) 5.16(일) 5.27(목)

제63회 7.5(월)~8.6(금) 8.22(일) 9.2(목)

제64회 8.30(월)~10.1(금) 10.17(일) 10.28(목)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www.klt.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60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등급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환산점수)

1급 87 1.48% 830-990

2+급 264 4.50% 785-845

2-급 532 9.06% 735-800

3+급 1,086 18.50% 675-750

3-급 983 16.74% 625-690

4+급 1,424 24.25% 535-640

4-급 572 9.74% 465-560

무급 923 15.72% 10-480

총합계 5,871 100.00%

※ 표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 권으로 끝내기

•KBS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서

•KBS 한국어능력시험 유형으로 2주 만에 초단기완성 

•어휘·어법·국어문화 고득점 벼락치기

•KBS 한국어능력시험 119

•KBS 한국어능력시험 고난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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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 국어능력인증시험

변화하는 국어 생활의 환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국어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총체적인 언어능력 평가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국어 능력 향상을 학교 교육의 단계를 넘어 평생 학습의 단계로 

인식하고자 개발된 시험이다.

■ 급수를 취득하면?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고교 생활기록부 기록이 가능’하여 중고등학생의 응시비율이 높다. 또한 ‘외고나 

특목고 진학 시’ 본 시험이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대학이나 고등

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총체적인 국어능력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1. 중·고등부 : 신입생 선발 전형 및 재학생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

2. 대학부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요건 대체

3. 일반부 : 공공기관(공기업) 및 기업체 채용&승진 가산점

4. 기타 : 학점은행제·독학사 학점 획득

■ 시험일정

회 차 시행일시 정기접수 성적 발표

103회 2021.03.21(일) 2020.11.18~2021.03.08 2021.04.07(수)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www.tokl.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초단기완성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모의고사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어휘·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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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용글쓰기검정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직무능력과 국어사용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10월(제2017-2호) 국가공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글쓰기 자격시험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고, 자격 학점 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각종 기관·단체에서의 채용이나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국실용글쓰기검정�채택기관

경찰청, KT, POSCO, 현대그룹,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양경찰청, 충청북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군기무사령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공사, 대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력원자력, 육군3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 2021년 시험일정

회차 접수 시행 

87회 20.12.21 ~ 21.01.11 21.01.23(토)

88회 02.15 ~ 03.08 03.20(토)

89회 04.19 ~ 05.10 05.22(토)

90회 06.21 ~ 07.12 07.24(토)

91회 08.09 ~ 08.30 09.11(토)

92회 10.18 ~ 11.08 11.20(토)

93회 12.20 ~ 22.01.10 22.01.22(토)

■ 공인시험(1급~준3급) 합격기준

등 급 합격기준 비 고

1급 870점 이상 득점

•1,000점 만점

•공통 시험 문제 출제

•취득 점수에 따라 급수 결정

2급 790점 이상 득점

준2급 710점 이상 득점

3급 630점 이상 득점

준3급 550점 이상 득점

한국실용글쓰기 초단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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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한국어능력시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보

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하여 유학 및 취업 활동 등에 활

용하기 위한 시험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기준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지원 서류

•영주권 취득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TOPIK 취득 등급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해당 단계 배정)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원서 접수 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시행 국가

제74회 20.12.8.(화)~12.14.(월) 02.07.(일) 03.08.(월) 한국

제75회 21.01.29.(금)~02.03.(수) 04.10.(토) / 04.11.(일) 05.20.(목) 한국·해외

제76회 21.03.10.(수)~03.15.(월) 05.16.(일) 06.30.(수) 한국

제77회 21.05.21.(금)~05.27.(목) 07.11.(일) 08.19.(목) 한국·해외

제78회 21.08.03.(화)~08.09.(월) 10.16.(토) / 10.17.(일) 11.25.(목) 한국·해외

제79회 21.09.07.(화)~09.13.(월) 11.14.(일) 12.23.(목) 한국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www.topik.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경우, 한국과 시험 회차 및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접수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Ⅱ 한 번에 통과하기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Ⅱ 실전 모의고사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 쓰기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Ⅱ 단기완성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 쓰기 유형 마스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읽기 만점 전략 마스터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고급 50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중급 50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초급 40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TOPIK 한국어 문법사전Ⅰ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TOPIK 한국어 문법사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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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한국어

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해야 함).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사설 학원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

본, 중국 등지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외취업의 기회도 확대될 전

망이다.

■ 2021년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7.5.(월)~7.9.(금)

(필기·면접 동시 접수)

9.4(토) 10.20.(수)

면접시험 12.4.(토)~12.5.(일) 12.22(수)

1차�필기시험�대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5년간 기출문제해설(e-book 3~14회 판매 중)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교안작성연습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30일 안에 다잡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용어해설

2차�면접시험�대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2차 면접시험 일주일 안에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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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

가 문항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이다.

■ 평가등급 및 내용

시험종류 인증 등급(합격 점수) 문항 수

심 화 1급(80% 이상) 2급(70% 이상) 3급(60% 이상) 50문항(5지 택1)

기 본 4급(80% 이상) 5급(70% 이상) 6급(60% 이상) 50문항(4지 택1)

•  심화 : 한국사 심화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  기본 :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

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51회 01월 11일 ~ 01월 15일 02월 06일(토) 02월 19일

제52회 03월 15일 ~ 03월 19일 04월 11일(일) 04월 23일

제53회 05월 10일 ~ 05월 14일 06월 05일(토) 06월 18일

제54회 07월 12일 ~ 07월 16일 08월 07일(토) 08월 20일

제55회 08월 16일 ~ 08월 20일 09월 11일(토) 09월 24일

제56회 09월 27일 ~ 10월 01일 10월 23일(토) 11월 05일

•202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이 답이다 16회분 [심화(1ㆍ2ㆍ3급) / 기본(4ㆍ5ㆍ6급)]

•202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이 답이다 Compact 10회분 [심화(1ㆍ2ㆍ3급) / 기본(4ㆍ5ㆍ6급)]

•202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봉투 모의고사 4회분 [심화(1ㆍ2ㆍ3급) / 기본(4ㆍ5ㆍ6급)]

•202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심화(1ㆍ2ㆍ3급)

•202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핵심 유형 기출 심화(1ㆍ2ㆍ3급)

03

※ 표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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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한자시험

중국, 대만,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와의 수출 및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업업무 및 일상

생활에 사용 가능한 한자의 이해 및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 급수를 취득하면?

상공회의소 한자 1~3급 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http://license.korcham.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시험(상시시험으로 취득한 급수는 정기시험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시험일정 : 대한상공회의소(http://license.korcham.net)에서 확인

• 시험접수 : 선착순 마감(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의 일정은 시험장 준비관계로 자동 마감되어 접수 불가)

■ 합격결정기준

급 수 내 용

1급
전 과목 60% 이상 득점하고 

만점의 90% 이상

2~3급
전 과목 60% 이상 득점하고 

만점의 80% 이상

4~5급 70% 이상 득점해야 함

6~9급 60% 이상 득점해야 함

03한 자

상공회의소 한자

易知�상공회의소�한자�기본서�시리즈

•易知 상공회의소 한자 1급

•易知 상공회의소 한자 2급

•易知 상공회의소 한자 3급

易知�상공회의소�한자�모의고사�시리즈

•易知 상공회의소 한자 2급 최종 모의고사

•易知 상공회의소 한자 3급 최종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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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깊고 바른 이해와, 전통 문화의 계승, 한중일 한자문화

권에서의 바른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기 위해 한국어문회가 주관하

고 한국한자능력검정회가 시행하는 종합적인 한자 능력 측정 시험이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www.hanja.r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사)한자교육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한자사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초 한자와 교과서 

한자어 평가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도움을, 대학생에게는 취업의 경쟁력을, 직장인에게는 업무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인터넷·방문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03회 01.19~01.28 02.20 03.18

104회 04.20~04.29 05.22 06.17

105회 07.20~07.29 08.21 09.16

106회 10.19~10.28 11.20 12.16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web.hanja114.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 한자자격시험

어문회�한자능력검정시험�도서�시리즈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한 권으로 끝내기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한 권으로 끝내기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4급 한 권으로 끝내기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5급 한 권으로 끝내기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6급 한 권으로 끝내기

진흥회�한자자격시험�도서�시리즈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2급 한 권으로 끝내기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3급 한 권으로 끝내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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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금융 / 경제

■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 품목에 따라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

분되며,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12.14~12.18 01.10(일) 01.21(목)

04.05~04.09 05.02(일) 05.13(목)

09.27~10.01 10.24(일) 11.04(목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02.15~02.19 03.14(일) 03.25(목) 

06.07~06.11 07.04(일) 07.15(목)

11.15~11.19 12.12(일) 12.23(목)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01.25~01.29 02.21(일) 03.04(목)

04.26~04.30 05.23(일) 06.03(목)

10.11~10.15 11.07(일) 11.18(목)

※ 상기 시험일정은 협회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tca.kibo.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성 인증시험금융투자협회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문제집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문제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문제집

•기술신용평가사 3급 한권으로 끝내기

•기술신용평가사 3급 최종모의고사

등록민간자격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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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대행인

증권 및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주요 업무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

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제외)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 투자자산운용사

고객별 종합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랩어카운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펀드매니저를 말한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은 증권사 창구에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

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증권업 및 금융권 관련 취업 시 또는 취업 후에라도 반드시 갖

추어야 하는 필수 자격증이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증권투자권유대행인
03.02~03.05 03.28(일) 04.08(목)

08.16~08.20 09.12(일) 09.23(목)

펀드투자권유대행인
03.22~03.26 04.18(일) 04.29(목)

09.06~09.10 10.03(일) 10.14(목)

투자자산운용사

01.04~01.08 01.31(일) 02.10(수)

05.17~05.21 06.13(일) 06.24(목)

11.01~11.05 11.28(일) 12.09(목)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금융투자협회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실제유형문제집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실제유형문제집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핵심유형 총정리

•투자자산운용사 한권으로 끝내기

•투자자산운용사 실제유형 모의고사 4회분 PAS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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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분석사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황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신용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 자산관리사(FP)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 외환전문역

외환전문역 Ⅰ종의 경우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외국환 법규 및 외환거래실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외화 

자산에 노출되는 각종 외환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며, 외환

전문역 Ⅱ종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신용분석사

01.19(화)~01.26(화) 02.27(토) 03.12(금)

05.04(화)~05.11(화) 06.12(토) 06.25(금)

09.07(화)~09.14(화) 10.16(토) 10.29(금)

자산관리사(FP)

03.16(화)~03.23(화) 04.24(토) 05.07(금)

06.15(화)~06.22(화) 07.24(토) 08.06(금)

09.28(화)~10.05(화) 11.06(토) 11.19(금)

외환전문역Ⅰ·Ⅱ종

02.23~03.02 04.03(토) 04.16(금)

06.01~06.08 07.10(토) 07.23(금)

10.12~10.19 11.20(토) 12.03(금)

국가공인자격시험한국금융연수원

•무료동영상으로 한번에 끝내는 신용분석사 1부/2부 실제유형문제집

•은행FP자산관리사 1부 / 2부 실제유형문제집

•한승연의 외환전문역Ⅰ종 [핵심이론 + 실전문제]

•한승연의 외환전문역Ⅰ종 문제로 끝내기 [문제편]

•한승연의 외환전문역Ⅱ종 [핵심이론 + 실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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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텔러(자체인증자격시험)

창구에서 일어나는 제반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수행과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은행텔러

02.02~02.09 03.13(토) 03.26(금)

05.18~05.25 06.26(토) 07.09(금)

08.03~08.10 09.11(토) 10.01(금)

■ 신용상담사

개인의 신용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신용문제 진단,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채무불이행상태를 해소토록 지원하는 전문상담사를 말한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인증자격시험한국금융연수원

국가공인자격시험신용회복위원회

•은행텔러 한권으로 끝내기

•신용상담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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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AT

수험생들에게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를 풀

면서 경제학 기초지식과 시사·경제 경영 상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출제돼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뛰

어나다. 금융 관련 공기업을 비롯하여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삼성, 현대 자동차 등 많은 대기업들이 

사원채용 인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14~20학점의 경영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매경TEST

경제·경영 기초적인 개념과 지식은 물론, 응용력과 전략적인 사고력을 입체적으로 측정한다. 경제와 경

영 두 영역에서 각각 40문항씩 출제되는 매경 TEST는 경제·경영 분야의 통합적인 이해력을 철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인증시험이다. 채용 및 승진 시험, 직장교육, 채용 가산점, 졸업논문 대체가 

가능하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접수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한경테셋

2020.12.22~2021.01.04 01.16(토) 01.22(금)

01.19~02.08 02.20(토) 02.26(금)

02.23~03.08 03.20(토) 03.26(금)

04.20~05.03 05.15(토) 05.21(금)

06.22~07.05 07.17(토) 07.23(금)

07.20~08.02 08.14(토) 08.20(금)

08.17~08.30 09.11(토) 09.17(금)

10.19~11.08 11.20(토) 11.26(금)

매경TEST

2020.12.01~2020.12.30 2021.01.09(토) 2021.01.15(금)

2021.01.11~2021.02.17 2021.02.27(토) 2021.03.05(금)

02.22~03.17 2021.03.27(토) 2021.04.02(금)

03.29~05.12 2021.05.22(토) 2021.05.28(금)

05.24~07.14 2021.07.24(토) 2021.07.30(금)

07.19~08.18 2021.08.28(토) 2021.09.03(금)

08.30~09.22 2021.10.02(토) 2021.10.08(금)

10.04~11.17 2021.11.27(토) 2021.12.03(금)

경제·경영 이해력인증시험

•테샛(TESAT) 한권으로 끝내기

•테샛(TESAT) 초단기 완성

•매경TEST 한권으로 끝내기

•매경TEST 600점 뛰어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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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회계의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세의 최고 전문가인 1만여 명 세

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등급으로 부여함으로

써, 학교와 기업 등에 우수한 세무/회계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시 험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94회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01.07 ~ 01.13 02.07(일) 02.26(금)

제95회 03.04 ~ 03.10 04.03(토) 04.22(목)

제96회 04.29 ~ 05.06 06.05(토) 06.24(목)

제97회 07.08 ~ 07.14 08.07(토) 08.26(목)

제98회 09.01 ~ 09.07 10.03(일) 10.21(목)

제99회 11.04 ~ 11.10 12.04(토) 12.22(수)

제91회

세무회계 1,2,3급

01.07 ~ 01.13 02.07(일) 02.26(금)

제92회 03.04 ~ 03.10 04.03(토) 04.22(목)

제93회 04.29 ~ 05.06 06.05(토) 06.24(목)

제94회 07.08 ~ 07.14 08.07(토) 08.26(목)

제95회 09.01 ~ 09.07 10.03(일) 10.21(목)

제96회 11.04 ~ 11.10 12.04(토) 12.22(수)

제65회

기업회계 1,2,3급

01.07 ~ 01.13 02.07(일) 02.26(금)

제66회 03.04 ~ 03.10 04.03(토) 04.22(목)

제67회 04.29 ~ 05.06 06.05(토) 06.24(목)

제68회 07.08 ~ 07.14 08.07(토) 08.26(목)

제69회 09.01 ~ 09.07 10.03(일) 10.21(목)

제70회 11.04 ~ 11.10 12.04(토) 12.22(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27회 •출제위원 집필도서 전산회계 2급

•The 쉽게 합격하는 전산회계 2급 •The 쉽게 합격하는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2급(3급 동시대비) •기업회계 2·3급   

•기출유형으로 보는 기업회계 3급 •전산회계 1급 봉투모의고사

•전산세무 2급 봉투모의고사

05세무 / 회계

한국세무사회 주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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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운용사

1, 2, 3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수별 회계 이

론시험과 실무프로그램시험으로 되어 있다. 실무

프로그램은 CAMP와 New sPlus가 사용되며, 

학점은행 등록 시 1급은 18학점, 2급은 14학점

이 인정되고 있다.

■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 2급

회계, 세무, 원가, 관리 등 재경 분야의 실무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자격시험으로 수준에 따라 재경관리

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필기시험만 시행한다. 재경관리사는 14학점, 회

계관리 1급은 5학점, 회계관리 2급은 4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 FAT(회계정보처리), TAT(세무정보처리)

회계분야의 FAT(Financial Accounting Technician)와 세무분야의 TAT(Tax Accounting 

Technician)로 분류되며, 각 자격증별 1, 2급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이론시험과 실무수행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며 실무프로그램은 더존 Smart A(iPlus)실무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2021년 시험일정

FAT

TAT

(2021년)

회 차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45회 01.14~01.21 02.20(토) 03.10(수)

46회 03.11~03.18 04.17(토) 05.04(화)

47회 05.06~05.13 06.13(일) 06.29(화)

48회 07.15~07.22 08.21(토) 09.08(수)

49회 09.09~09.16 10.16(토) 11.03(수)

50회 11.04~11.11 12.12(일) 12.23(목)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급

(2021년)

01.07~01.14 01.30(토) 02.05(금)

03.04~03.11 03.27(토) 04.02(금)

04.29~05.06 05.22(토) 05.28(금)

06.10~06.15 06.27(일) 07.02(금)

07.08~07.15 07.31(토) 08.06(금)

08.26~09.02 09.18(토) 09.29(금)

10.28~11.04 11.20(토) 11.26(금)

12.02~12.07 12.19(일) 12.24(금)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http://at.kicp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전산회계운용사 2급 실기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회계정보처리 FAT 1급

•회계정보처리 FAT 2급 •회계정보처리 TAT 2급

•재경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기출이 답이다 FAT 1급 

•회계관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기출이 답이다 FAT 2급

•회계관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재경관리사 3주 완성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41 2021-01-14   오전 9:13:50



42  |  자격증 / 공무원 / 취업까지 BEST 온라인 강의 제공 www.SDEDU.co.kr

■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제1회 시험은 198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최

근 보도를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0년 후 유망직종 1위로 경영지도 및 진단전문가를 꼽으며 재

조명받고 있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에 대해 37학점이 인정

(경영/회계/사무)된다. 공무원 근무 평정규칙에 따라 지도사 자격 보유 시 공무원 가점을 부여하며 육

군규정으로 ROTC 임관대상자가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경리장교로 임관되며,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 자격구성(1차 공통, 2차 4개 분야 중 택1)

•1차(6과목)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2차(분야별 3과목) : 인적자원관리분야, 재무관리분야, 생산관리분야, 마케팅분야

■ 2021년 시험일정(연1회)

구 분 원서접수 추가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21.02.22 ~ 02.26 03.25(목) ~ 03.26(금) 04.03(토) 05.06(목)

제2차 시험 21.06.07 ~ 06.11 07.15 ~ 07.16 07.24(토) 10.06(수)

※ 시험일정은 시행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대비

•경영지도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2차�대비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06경영 / 사무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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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팅관리사

원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단순한 전화응대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식 기술까지 동원하는 과학적

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자이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신상품 소개, 고객의 고충사항 처리, 시장조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근에는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를 더욱 우대하고 인정해 주는 추세로, 마케팅 전략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해가는 만큼 텔레마케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텔레마케팅관

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18학점이 인정(전문학사 : 경영, 마케팅정보 / 학사 : 경

영학, e-비즈니스학)되므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 2021년 시험일정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회 1.25∼1.28 3.7(일) 3.19(금)
3.31∼4.5

(휴일 제외)
4.24∼5.7

5.21(1차)  

6.2(2차)

2회 4.12∼4.15 5.15(토) 6.2(수) 6.14∼6.17 7.10∼7.23
8.6(1차)  

8.20(2차)

3회 7.12∼7.15 8.14(토) 9.1(수) 9.13∼9.16 10.16∼10.29
11.12(1차)  

11.26(2차)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마케팅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텔레마케팅관리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텔레마케팅관리사 1차 필기 최종모의고사

•텔레마케팅관리사 2차 실기 텔레마케팅 실무

•텔레마케팅관리사 2차 실기 스크립트

•텔레마케팅관리사 2차 실기 실제유형&모의고사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43 2021-01-14   오전 9:13:50



44  |  자격증 / 공무원 / 취업까지 BEST 온라인 강의 제공 www.SDEDU.co.kr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중소·벤처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보육센터 입주에서 졸업까지 총체적인 지원과 창업 성공

률을 높이기 위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마케팅·자원 관리의 전문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이 신기술기반사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지원한 후, 전국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민간에 약 280개소의 창업

보육센터가 설립되었다.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러한 보육센터 취직과 보육센터 실무

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험과목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비 고

1. 기술창업기초 100 25

10:30~12:10
(100분)

5지 선다형
객관식

2. 기술창업실무 100 25

3. 기술창업보육실무 100 25

4. 기술창업성장실무 100 25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www.kobi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30일 단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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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서

조직의 최고 관리자 또는 최고 경영자를 보좌하여 그들이 의사 결정, 전략 수립 등 자신의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 행정 및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CEO의 마인

드와 판단력, 업무습관, 생활태도까지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며,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챙겨 상사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한다.

또한, 보조자가 아닌 파트너, 함께 가는 사람으로 경영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CEO의 업

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비서의 역할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과거에는 특별한 기술 없이 수려한 외모만이 자격 요건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각종 사내 업무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있는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점인정제를 통해 1급은 10학점, 2

급은 4학점이 인정(전문학사 : 비서행정)되고 있다.

■ 시험일정

매주 일요일, 화요일(4~6월, 9~11월) 

※ 시험개설 여부는 시험장별 상황에 따라 다름

비서(1·2·3급)

•비서 한권으로 끝내기

•비서 단기완성

•비서 1급 기출문제해설

•비서 2·3급 기출문제해설

•비서 1급 초단기완성(NCS 기반)

•비서 2급 초단기완성(NCS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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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Leaders(관리사)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고객만족이 경영에 있어 재무, 마케팅, 인사 등

과 같이 하나의 기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 추세에서, 다양한 고객의 입장에서 고품질 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에 부합되도록 직무를 정의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기반 마

련에 기여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증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 굴지의 기업이 해당 자격증 취득자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사내 인사 정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CS 서비스 및 마케

팅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망이 밝을 것이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6학점이 인정(전문학

사 : 경영, 마케팅정보 / 학사 : 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된다.

■ 시험일정

회 차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

1회 20.12.07~20.12.18 21.01.10(일) 21.01.15(금)

2회 21.01.18~21.01.22 21.02.07(일) 21.02.17(수)

3회 21.02.22~21.02.26 21.03.14(일) 21.03.19(금)

4회 21.03.22~21.03.26 21.04.11(일) 21.04.16(금)

5회 21.04.19~21.04.23 21.05.16(일) 21.05.21(금)

6회 21.05.24~21.05.28 21.06.13(일) 21.06.18(금)

7회 21.06.21~21.06.25 21.07.11(일) 21.07.16(금)

8회 21.08.16~21.08.20 21.09.05(일) 21.09.10(금)

9회 21.09.13~21.09.17 21.10.16(토) 21.10.22(금)

10회 21.10.25~2 1.10.29 21.11.14(일) 21.11.19(금)

22 - 1회 21.12.13~21.12.17 22.01.16(일) 22.01.21(금)

※   검정일정 및 시험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행처 홈페이지(www.

kie.or.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역은 1, 3, 5, 7, 10, 22-1회차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 9회차는 토요일에 시행합니다.

CS Leaders(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CS Leaders(관리사) 적중모의고사 900제

•CS Leaders(관리사) 초단기완성

•Win - Q CS Leaders(CS 리더스관리사) 단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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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T

Service Management Ability Test의 약자로 서비스 경영능력시험을 말한다. 급증하는 인력수요를 

보이는 서비스 산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선별하여, 서비스 직무의 현업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형 

자격시험으로, 2014년 12월부터 국가공인자격이 되었다. 모듈A(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모듈B(서비

스 마케팅/세일즈), 모듈C(서비스 운영전략)의 시험을 각각 치를 수 있다. 모듈A 1개 취득 시 3급 실무

자(서비스산업 신입사원), 모듈A+B 혹은 모듈A+C 2개 취득시 2급 관리자(직무별 특성화 인재), 모듈

A+B+C 3개 취득시 1급 컨설턴트(프로페셔널, 전문가)로 구별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객만족 및 서비스산업 종사자에게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형 자격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관광, 의료, 금융, 유통·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가능하며, 취득 등급별로 승진경로

와 연계되어 있어 기업(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접수기간(온라인/방문) 시험일 성적공고

1회 21.01.01~21.01.06/21.01.06 21.02.06 21.02.25~21.03.04

2회 21.03.05~21.03.10/21.03.10 21.04.10 21.04.29~21.05.06

3회 21.04.16~21.04.21/21.04.21 21.05.23 21.06.10~21.06.17

4회 21.05.07~21.05.12/21.05.12 21.06.12 21.07.01~21.07.08

5회 21.07.02~21.07.07/21.07.07 21.08.14 21.09.02~21.09.09

6회 21.09.03~21.09.08/21.09.08 21.10.09 21.10.28~21.11.04

7회 21.10.22~21.10.27/21.10.27 21.11.28 21.12.16~21.12.23

8회 21.11.05~21.11.10/21.11.10 21.12.11 21.12.30~22.01.06

※ 검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AT(서비스경영능력시험)

한국생산성본부�인증�공식교재

•SMAT Module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SMAT Module B 서비스 마케팅/세일즈

•SMAT Module C 서비스 운영전략 

★무료 동영상강의 제공도서★

www.sdedu.co.kr/sidaeplus

cafe.naver.com/sdwssd(국가전문자격 시대로~)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48 2021-01-14   오전 9:13:52



경영/사무  |  49

■ ERP 정보관리사

회사의 ERP 시스템은 각 부서가 정한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업무 프로세

스를 표준화하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등 회사업무 전체를 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한국생

산성본부에서는 실무에 활용 가능한 정보관리사 시험을 개발하여 운용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자격증은 회계, 인사, 물류, 생산 총 4과목을 개론 수준의 1급과 원론 수준의 2급으

로 나누어진다. 학점인정제의 경우 ERP 정보관리사 1급은 6학점, 2급은 4학점이 인정된다.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원서접수

수험표 공고 시험일 합격공고
인터넷 방 문

제1회 2020.12.23 ~ 12.30 12.30 01.15 01.23 02.09

제2회 02.24 ~ 03.03 03.03 03.18 03.27 04.13

제3회 04.21 ~ 4.28 04.28 05.13 05.22 06.08

제4회 06.23 ~ 06.30 06.30 07.15 07.24 08.10

제5회 08.25 ~ 09.01 09.01 09.16 09.25 10.12

제6회 10.27 ~ 11.03 11.03 11.18 11.27 12.14

■ 시험시간

교 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교시별 택1)

1교시
이 론 40분

회계1급, 회계2급, 생산1급, 생산2급(위 과목 중 택1)
실 무 40분

2교시
이 론 40분

인사1급, 인사2급, 물류1급, 물류2급(위 과목 중 택1)
실 무 40분

※ 시험방식 : CBT(Computer Based Testing), IBT(Internet Based Testing)

※ 실무능력평가 솔루션은 더존다스의 핵심 ERP와 영림원의 SystemEver 중 선택

※ 같은 교시의 응시과목은 동시신청 불가(예 : 회계, 생산모듈은 동시 응시 불가)

ERP 정보관리사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한권으로 끝내기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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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빅데이터 경영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한국경제신문에서 검증하는 자격시험제도로 1급과 2

급으로 나뉜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빅데

이터 시장 선도를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 빅데이터분석기사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신설된 국가기술 자격이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

터 분야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 시험일정

회 차 구 분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

1회
필 기 11.23~11.30 12.19(토) 21.01.18

실 기 21.01.25~21.01.29 21.02.20(토) 21.03.19

2회
필 기 21.03.02~21.03.05 21.04.17(토) 21.05.07

실 기 21.05.24~21.05.28 21.06.19(토) 21.07.16

3회
필 기 21.09.06~21.09.10 21.10.02(토) 21.10.22

실 기 21.11.08~21.11.12 21.12.04(토) 21.12.31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제1회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제2회 시험은 21년 4월 17일 시행 예정

이며, 접수 일정 등은 추후 공지되는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2급 단기완성 

•데이터 분석 전문가/준전문가 단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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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관리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

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유통 관련 기관 및 유통업체나 백화점

에서 유통실무, 유통관리, 경영지도, 판매관리, 판매계획 수립 및 경영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1급 :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 

•�2급 :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 이

상 수료 후 2년 이내 2급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해 10점 가산 

•�3급 :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 이

상 수료 후 2년 이내 3급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해 10점 가산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등 급 필기접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회 2·3급 04.22~04.28 05.15 06.15

2회 1·2·3급 07.29~08.04 08.21 09.21

3회 2·3급 10.14~10.20 11.06 12.07

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1급

•유통관리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유통관리사 1급 기출문제해설

유통관리사�2급

•유통관리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해설

•유통관리사 2급 단기완성

•유통관리사 2급 최종점검 파이널

•유통관리사 2급 기출족보 총정리

유통관리사�3급

•유통관리사 3급 한권으로 끝내기

•유통관리사 3급 10개년 기출문제해설

•유통관리사 3급 최종점검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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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물류의 표준화, 규격화, 정보화에 대하여 계획, 진단, 평가, 자문하고 물류전략을 수립하는 등 유통의 

합리화와 원활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여 시장창조와 경영합리화에 공헌하고 기업성장을 가속화시키

면서 고객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전문인력을 말한다. 물류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기업 모두 자재를 구매하고 상품을 파는 모든 회사들은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영학 및 산업공학 20학점 인정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70%를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로 채용하도록 유도 

•물류분야의 인력이 제조업의 경우 47%, 유통업의 경우 24%가 부족한 상태 

•  향후 물류시설의 자동화,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물류관리기법의 고도화 등 물류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추세에 따라 물류인력에 대한 수요증가 

•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운송·유통·보관 전문회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물류, 구매, 자재, 수송 등),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 

■ 2021년 시험일정

접수기간 추가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06.14~06.18 07.08~07.09 07.17 08.18

■ 최근 합격률

연 차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8년 4,928 1,994 40.5%

2017년 4,870 1,657 34.0%

2016년 5,528 1,173 21.2%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물류관리사 5개년 첨삭식 기출문제해설

•물류관리사 최종점검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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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는 민간경비를 발전시키고 사설경호 등을 제도권 내에 두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며, 국가중

요시설 경비업무, 물건에 대한 위험방지업무,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경호원

들을 조직적으로 지도·관리·감독·교육하는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

사로 구분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용역경비업체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

격증 취득 후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용역경비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

나 경비원으로 채용될 때 응시요건이 되거나 유리하게 작용된다. 

■ 2021년 시험일정

회 차 응시원서 접수기간 1차 시험 / 2차 시험 동시 실시 합격자 발표일

23 09.06~09.10 11.06(토) 12.22(수)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합격률

구 분

(일반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2019 8,576 5,719 2,976 52.04% 12,956 7,626 640 8.39%

2020 8,090 5,860 3,679 62.78% 12,578 7,700 791 10.27%

•EBS 경비지도사[일반경비] 한권으로 끝내기 

•EBS 경비지도사[기계경비] 한권으로 끝내기 

•  EBS 경비지도사 기본서 5종 : 법학개론/민간경비론/  

경비업법/경호학/범죄학 

•EBS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1차/2차 

•EBS 경비지도사 최종점검 final 모의고사 1차/2차 

•EBS 경비지도사[일반경비] 고득점심화 모의고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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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격 취득 후 개설등록을 하여 중

개업을 하거나 법인의 사무소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무소의 직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하도록 법을 개정, 2006년부

터는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경매, 공매행위도 직업 법원경매를 대행할 수 있는 등 그 역할

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연간 20만명 정도가 응시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이다. 

■ 시험과목 

•�제1차�시험(2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08.09~08.13 10.30(토) 12.01(수)

제2차 시험 1, 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 최근 합격률

연도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2019 183,659 129,694 27,875 21.5% 114,568 74,001 27,078 36.6%

2020 213,959 151,666 32,367 21.3% 129,088 75,206 16,554 22%

•[기출이 답이다] 공인중개사 1차, 2차

•콕콕 짚어주는 콤팩트 공인중개사 1차, 2차

•맨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테마별 전과목 기초입문서]

•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 1차, 2차

•공인중개사 봉투모의고사 3회분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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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

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전문 최고의 공인자격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채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혼부부나 핵가족의 증가로 주택건설의 수요가 증

가, 노후대책이나 젊은 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를 살펴볼 때 매년 합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일정 기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후 1일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어 실무를 익힌 다음 협회가 추천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행정관리자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소장/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

자로 취업/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의 간부사원으로 취업/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 등 각종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 

■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차 시험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3과목) 150분

제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2과목) 100분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06.07~06.11 07.10(토) 08.11(수)

제2차 시험 08.23~08.27 09.18(토) 12.01(수)

•기출이 답이다 주택관리사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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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http://bea.energy.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대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환경계획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설비시스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2차�대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차 실기적중문제집(출제유형문제 최多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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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4대 사회보험관리, 급여관리, 인사·노무진단, 직무분석, 연봉제설계 등 경영컨설팅 업무, 각종 노동관

계 법률자문 및 사건업무를 대리하는 전문직이다. 최근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근로자들의 의식 선

진화 등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사, 노무 관계법령 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인노무사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①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설립 

② 합동사무소 개설(공인노무사 2인 이상) 

③ 법인설립/기존법인에 가입(공인노무사 2인 이상시 법인설립 가능) 

④ 노동 관련 각종기관 특채 및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가능 

⑤ 기업체 및 각종 공사의 노사관계고문으로 위촉 

⑥ 각종 인사·경영 관련(기업의 고용조정, 구조조정, 경영혁신작업 등) 부문에서의 전문컨설턴트로 활동 

⑦ 노사 관련 상담, 노동법 및 노사관계강의 등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03.29 ~ 04.02 05.08(토) 06.09(수)

제2차 시험
07.19 ~ 07.23

08.21(토) ~ 08.22(일) 11.10(수)

제3차 시험 11.26(금) 12.15(수)

■ 최근 합격률

회 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대 상 응 시 합 격 합격률

2019 6,211 5,269 2,494 47.3% 3,750 3,231 303 9.4%

2020 7,549 6,203 3,439 55.4% 4,386 3,871 343 8.9%

•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Ⅰ·Ⅱ | 민법·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공인노무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 전과목 기출문제해설

•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  공인노무사 노동법 관계법령집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59 2021-01-14   오전 9:13:55



08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60 2021-01-14   오전 9:13:56



국제/무역/보험  |  61

■ 무역영어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번역 등에 필요한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의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이다. 1967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된 이후 2000년에 국가공인을 획득함으로써 전통과 권위

를 겸비한 전문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역영어는 영어 실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취득할 경우 무역 관련 업체나 공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관련 업

체나 공기업·일반기업의 무역 관련부서에 지원할 때 ‘준비된 인재’의 인상을 주어 가점을 받을 수 있으

며, 직장인에게는 사유에 따라 자격증 가산수당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1년 시험일정

등 급 회 차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

1·2·3급 상시 4~6월, 9~11월 매주 일요일, 화요일 필기 : 익일 10시

08국제/무역/보험

무역영어

•무역영어 1급 한권으로 끝내기 (2급 동시대비) 

•무역영어 1급 4개년 기출문제집 

•무역영어 3급 한권으로 끝내기

•무역영어 2·3급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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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사 

한-EFTA 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

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기업 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

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하였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출입관련 기업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

를 수행한다. 

수요분야 직 무

대기업

•구매 및 해외영업 전략부서 / 생산경영전략부서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ERP 원산지 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 

무역 및 물류회사

•AEO 인증(원산지 분야) 

•원산지 리스크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가격전략 

협회 및 공공기관
•회원사 및 중소기업 지원 

•FTA 활용 전략기획

■ 시험과목

교 시 과 목 문항 수 시험시간

1교시
FTA 협정 및 법령 25

11 : 00~13 : 00(120분) 
품목분류 25

2교시
원산지결정기준 25

수출입통관 25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회 차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원산지관리사 29회(국가공인 22회) 08.21(토) 07.14(수) 07.16(금)~08.04(수) 09.17(금)

원산지실무사 14회 08.21(토) 07.14(수) 07.16(금)~08.04(수) 09.17(금)

※   세부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원산지관리사 최종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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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1급(구, 국제무역사)

무역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수행할 무역인력의 무역 전문지식 검증시험

■ 국제무역사 2급(구, 무역관리사)

관리자를 보조해 무역업무를 수행할 무역인력의 무역 실무지식 검증 시험

■ 시험과목 

구 분 교시/과목 시험과목(문항 수) 주요 세부과목

국제무역사 1급

1교시 1과목 무역규범(40)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

1교시 2과목 무역결제(40)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1과목 무역계약(40) 무역계약, 운송/보험

2교시 2과목 무역영어(40) 무역영어, 무역관련법규, 무역서식

국제무역사 2급

1교시 1과목 무역법규/통관(25) 기본 무역규범, 수출입 통관절차

1교시 2과목 무역계약/운송보험(25) 무역계약, 운송/보험

2교시 1과목 무역결제/무역영어(25) 대금결제, 무역영어

2교시 2과목 무역서식/실무사례(25) 무역서식 해석 및 작성요령, 실무사례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회 차 접수기간 시험일

국제무역사 1급
47회 21.01.11~02.05 2.27(토)

48회 21.07.12~21.08.12 8.28(토)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국제무역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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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

며,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관세법인 취업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시험과목 

•1차�과목�

①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② 무역영어 

③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④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2차�과목�

①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 

③ 관세평가 

④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정기 접수 추가 접수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02.01~02.05

(1, 2차 동시접수)
03.11~03.12

03.20 04.28

제2차 시험 06.26 10.20

 

관세사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관세사 3개년 기출문제집 

•관세사 2차 논술답안백서

•관세법 통 마스터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64 2021-01-14   오전 9:13:57



국제/무역/보험  |  65

■ 보세사 

보세창고 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이다. 보세

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

행하고 있으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

이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 및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열쇠관리 감독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 시험과목(총 5과목) 

수출입통관절차 / 보세구역관리 / 보세화물관리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수출입안전관리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사

•보세사 한권으로 끝내기

•보세사 문제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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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

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자격증을 취득하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점점 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들의 농작물 재해피해 조사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수행하게 될 직무는 다음과 같다.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05.03 ~ 05.07 06.05(토) 07.07(수)

제2차 시험 07.19 ~ 07.23 08.21(토) 11.03(수)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손해평가사 2차 한권으로 끝내기

•손해평가사 2차 문제로 끝내기

•기출이 답이다 손해평가사 1ㆍ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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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

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이다.

■ 주요 업무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손해사정사 자격취득 과정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 →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 → 실무실습 → 손해사정사 등록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기출이 답이다] 손해사정사 1차 5개년 기출문제집

•손해사정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신체손해사정사 2차 약술형+주관식 풀이형 문제집

•차량손해사정사 2차 약술형+주관식 풀이형 문제집

•재물손해사정사 2차 약술형+주관식 풀이형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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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판매관리사 

단순한 보험판매인이 아닌 종합적 보험관리자, 즉 전문지식과 공인자격을 갖추고 변액보험의 판매는 물

론 사후 밀착관리 및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를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나 협

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액보험은 기존의 여타 보험과 달리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

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해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연동

되는 보험으로 이 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 과목구성 : 금융시장의 이해, 생명보험의 이해, 변액보험의 이해, 보험공시 및 예금자보호제도 

■ 2021년 변액보험판매관리사(PBT) 시험일정

차 수 접수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년 6회 20.12.14~20.12.15 20.12.22~20.12.24 20.12.29

21년 1회 21.02.09~21.02.10 21.02.24~21.02.26 21.03.02

21년 2회 21.04.06~21.04.07 21.04.28~21.04.30 21.05.04

21년 3회 21.06.08~21.06.09 21.06.23~21.06.25 21.06.29

21년 4회 21.08.10~21.08.11 21.08.25~21.08.27 21.08.31

21년 5회 21.10.12~21.10.13 21.10.27~21.10.29 21.11.02

21년 6회 21.12.07~21.12.08 21.12.22~21.12.24 21.12.28

※ 변액보험PBT 시험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변액보험CBT 시험은 매주 월~금에 실시됩니다. 

- 합격자 발표 : 시험 다음날 10:00  

- 응시신청 : [시험일 기준] 3주전 09 : 00~1주전 23 : 59 

- 신청취소 : [시험일 기준] 1주전 23 : 59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운전면허보다 따기 쉬운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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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센스
예비 직장인이 갖춰야 할 상식 프로젝트

•공기업·공사공단 일반상식+한국사 기출복원문제

•최신 주요 이슈를 분야별 빈출 키워드로 정리 

•적중률 높은 출제예상문제로 일반상식 핵심공략

•한 달에 한 번 상식 업데이트

•한 달간 뜨거웠던 핵심 이슈 /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총 정리!

•Fun Fun한 상식은 보너스!

공기업 공사공단
일반상식 핵심공략

취업 합격의 공식
<이슈 & 시사상식>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종합편)

•지루하고 딱딱한 설명은 가라! 

 친절하고 말랑말랑한 풀이로 상식 UP

•신문의 기본 문법, 각 분야의 기본 상식을

 엄선해 156개 항목으로 정리

“공사공단 대비 최신 시사상식 

키워드 및 기출 핵심공략”

“다양하고 알찬 최신 뉴스로

 앞서가는 지식인이 되어보자!”

“센스 넘치는 지성인의

비결은 신문”

이슈&시사상식(매달 발행)

공기업 공사공단 일반상식 핵심공략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 - 종합편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 - 경제ㆍ경영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 - 청소년

하루 30개 한 달 PLAN 하루상식

7일 속성 취업 일반상식

뇌가 섹시해지는 꿀잼 상식퀴즈

시대고시기획 상식 도서 시리즈

★ ★

기출로 공부하는 넓고 얕은 상식 BOOK

3일 완성 공기업 최신기출 일반상식

3일 완성 언론사 최신기출 일반상식

The 똑똑한 청소년 시사상식

대학으로 가는 논술구술 필수상식

기출이 답이다 공기업 일반상식 + 단기완성 기출 500제

기출이 답이다 언론사 최신시사·빈출상식 + 단기완성 기출 5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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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

업상담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준다. 그리

고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

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해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상담사 1급 45학점 인정, 2급 20학점 인정(심리학, 사회복지학).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

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

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를 우대한다. 

■ 2021년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일정 

구분 필기시험접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제1회 01.25∼01.28 03.07(일) 03.19(금)
03.31∼04.05 
(휴일 제외)

04.24∼05.07 06.02

제2회 04.12∼04.15 05.15(토) 06.02(수) 06.14∼06.17 07.10∼07.23 08.20

제3회 07.12∼07.15 08.14(토) 09.01(수) 09.13∼09.16 10.16∼10.29 11.26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9 심리상담/사회복지/관광종사원

직업상담사

과락을�피하는�법

•핵심기출 합격공략

•2차 실기 직업상담실무

1차필기대비

•직업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해설

•직업상담사 2급 최종모의고사

2차실기대비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실무 이론서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실무 기출문제해설

취업대비

•Wanna be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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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

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1급 30학점 인정(심리학) / 임상심리사 2급 16학점 인정(심리학)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

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2021 시험일정 

구 분 필기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 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제1회 01.25~01.28 03.07 03.19 04.03~04.05 04.24~05.07 06.02

제3회 07.12~07.15 08.14 09.01 09.13~09.16 10.16~10.29 11.26

※ 시행일정은 시행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필기대비

•임상심리사2급 1차 필기대비 단기완성

•기출이 답이다 임상심리사2급 1차 필기대비 기출문제해설

2차실기대비

•임상심리사2급 2차 실기대비 단기완성

•기출이 답이다 임상심리사2급 2차 실기대비 기출문제 해설

•핵심유형 공략집 임상심리사2급 2차 실기대비

•임상심리사2급 2차 실기대비 심화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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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상담자로서,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와 집단상

담의 공동지도자 업무를 수행하고,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채점하며, 청소년상담 관련 의

뢰체계의 활성화 및 청소년 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

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

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2021년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회 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일
면접접수 면접시험 시행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회
08.23 ~ 
08.27

10.09 11.10 11.22 ~ 11.26 12.13 ~ 12.18 12.29

■ 최근 청소년상담사 합격률

회 별 시험종목
필 기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0년

1급 470 85 48.2%

2급 4,468 2,050 45.9%

3급 5,822 3,056 52.5%

•청소년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청소년상담사 2급 최종모의고사

•청소년상담사 2급 단기완성 •청소년상담사 2급 기출이 답이다

•청소년상담사 3급 한권으로 끝내기 •청소년상담사 3급 최종모의고사

•청소년상담사 3급 단기완성 •청소년상담사 3급 기출이 답이다 

•청소년상담사 2·3급 2차 면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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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단

체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학업성취 향상, 일반 및 요보호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련활동, 문화 및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지도 및 교육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청소년지도사는 보통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청소년관련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YMCA 같은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지도업무를 할 수 있다.

■ 2021년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회 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일
면접접수 면접시험 시행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9회 07.05 ~ 07.09 08.21(토) 10.20 10.25 ~ 10.29 11.29 ~ 12.04 12.22

■ 최근 청소년지도사 합격률

회 별 시험종목
필 기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8회

계 552 435 78.80%

1급 필기응시 178 177 99.43%

2급 필기응시 143 130 90.90%

2급 전부면제 209 111 53.11%

3급 필기응시 22 17 77.27%

•청소년지도사 2,3급 한권으로 끝내기 

•청소년지도사 2,3급 2차 면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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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공적 사회복지영역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사

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

관 및 시설 영역으로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

관 영역을 포함하는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 

■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20.12.07~12.11

특별추가접수기간

21.01.28~01.29

02.06 03.10 03.10~03.31 04.14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회 별 응 시 합 격 합격률

2020년 22,646 7,801 34%

2018년 21,975 7,422 34%

2017년 24,674 5,284 27%

2016년 20,946 9,919 47%

2015년 21,393 6,764 31%

2014년 22,604 6,412 28%

기본서·종합본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20일 만에 끝내는 사회복지사 1급 핵심요약집 

문제집�시리즈

•사회복지사 1급 기출이 답이다

•사회복지사 1급 최종모의고사 

•사회복지사 1급 적중예상문제 

핵심기출�합격공략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취업�및�실무�대비

•워너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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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

■ 주거복지사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생활과 지역의 주거

환경실태를 조사·진단·평가하고, 주거복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지원책 제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

히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주거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방안을 

모색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공공 및 임대관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에 취업 및 진출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시험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변경(국토교통부 

소관)되어 진행되며,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LH, SH)은 주거복지사에 대

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이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 차

원의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되며 주거복지사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2과목 

1) 주거복지총론 

2)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과목당 50문항 

(총 100문항)
2점 / 1문제 과목당 100점 객관식 5지선다

•주거복지사 한권으로 끝내기 + 별책부록(국가공인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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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 사회조사분석사

정부, 정당,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체, 각종 여론조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

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의 계획 수립 및 조사를 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

를 검토·분석하여 통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조사분석사 1급 25학점 인정, 2급 18학점 인정한다. 통계직 공무원 시험 시 1급 5%, 2급 5% 가산

점을 부여(9급 기준)한다. 정부기관, 민간통계작성기관, 리서치 기관 등 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광고

회사, 마케팅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 2021년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일정 

구 분 필기시험접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제1회 01.25∼01.28 03.07(일) 03.19(금)
03.31∼04.05

(휴일 제외)
04.24∼05.07 06.02

제2회 04.12∼04.15 05.15(토) 06.02(수) 06.14∼06.17 07.10∼07.23 08.20

제3회 07.12∼07.15 08.14(토) 09.01(수) 09.13∼09.16 10.16∼10.29 11.26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급�1차필기대비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조사방법론 Ⅰ·Ⅱ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사회통계 

•Win-Q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단기완성

2급�2차실기대비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1급�1차필기대비

•사회조사분석사 1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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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

리전문가)과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상담자격으

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관련 분야 취업 시 우대를 받고 있다.

■ 상담심리사의 역할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절차

학회 회원가입 → 상담경력 및 과목 이수 충족 → 자격시험 합격 → 최소 수련내용 충족 → 자격심사 합

격 → 자격증 취득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대비

•상담심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 핵심이론&문제

- PART별 적중예상문제 수록

- 최신이론(DSM-5) 반영

•상담심리사 최종모의고사

- 상담심리사 및 관련 시험(필기)대비 가능

- 실제시험유형처럼 구성된 최종모의고사 500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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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 컨벤션기획사 

200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으로,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평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한 분야이다. 컨벤션기획사의 주요 업무내용은 국제회의의 유치·기획·준비·진행 등 제반 업무

운영과 회의목표 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등이다. 국제회의의 기획운

영과 경영 등 제반 업무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회의기획 및 진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컨벤션 시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종 관광산업으로 다양한 연관산업 효과가 있어 경제적 파급효

과가 높고, 다양한 대형 국제회의 유치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행사기획자, 회의기획자, 국제회의기획자, 컨벤션마케터, 전시기획자, 문화축제기획사 등으

로 활동할 수 있으며, 컨벤션기획사(PCO)는 소속에 따라 협회 컨벤션기획사, 기업 컨벤션기획사, 독립

적 컨벤션기획사 등으로 활동한다. 

■ 2021년 컨벤션기획사 시험일정 

구 분 필기시험접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제1회 01.25∼01.28 03.07(일) 03.19(금)
03.31∼04.05
(휴일 제외)

04.24∼05.07 06.02

제2회 04.12∼04.15 05.15(토) 06.02(수) 06.14∼06.17 07.10∼07.23 08.20

제3회 07.12∼07.15 08.14(토) 09.01(수) 09.13∼09.16 10.16∼10.29 11.26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합격률(2급)

회 별
필 기 실 기

응 시 합 격 합격률 응 시 합 격 합격률

2019 1,077 834 77.4% 577 310 53.7%

2018 1,071 785 73.3% 470 236 50.2%

2017 1,099 845 76.9% 657 306 46.6%

2016 1,216 973 76.9% 722 260 36%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컨벤션기획사 2급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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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 관광종사원 

관광객과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관광자원으로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

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광 자원 및 관광 관련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등

록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의 종류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

행안내사 등이 있다. 

1.����관광통역안내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직업이다. 

2.����호텔경영사 :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와 경영업무 담당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객실업무와 접객, 식당 업무 

등 호텔 관리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고,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이다. 

3.����호텔관리사 :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및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각종 호텔업의 총괄관리와 경영을 담

당한다. 

4.����호텔서비스사 : 호텔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종사원으로, 객실안내 및 예약, 객실정리, 음식제공 등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객 업무를 맡는다. 

5.����국내여행안내사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장소의 결정 및 검토, 여행 일정 계획, 숙

박시설 예약, 여행지 안내 등 전반적인 여행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인정 대상 

- 호텔경영사 30학점 인정(관광경영/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 호텔관리사 20학점 인정(관광경영/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 관광통역안내사 16학점 인정(관광경영/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등)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 필수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호텔서비스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시 육군 복지병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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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관광종사원 시험일정 

자격명
제1차 

원서접수

제1차 

시험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접수

제2차 

시험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관광통역안내사 07.19 ~ 07.23 09.04 10.20

1, 2차 

동시접수

11.20 ~ 11.21 12.08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09.13 ~ 09.17 11.06 12.01 12.18 12.29

기본서·단기완성

•관광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통역안내사 단기완성

문제집

•기출이 답이다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필기

•관광자원해설 1,000문제로 끝내기

•관광국사 1,000문제로 끝내기

•관광통역안내사 최종모의고사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필기 봉투모의고사 4회분

필기+면접

•관광통역안내사 필기+면접 용어상식사전

•국내여행안내사 필기+면접 기출문제집

면�접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핵심기출 100제

•50일 만에 끝내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취업대비

•Wanna be 관광통역안내사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85 2021-01-14   오전 9:14:08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86 2021-01-14   오전 9:14:09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87 2021-01-14   오전 9:14:09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88 2021-01-14   오전 9:14:10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89 2021-01-14   오전 9:14:10



90  |  자격증 / 공무원 / 취업까지 BEST 온라인 강의 제공 www.SDEDU.co.kr

10공무원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은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 2021년 주요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구 분 시험일 최종 발표

5급 공채

행정직

02.05~02.07

1차 03.06 04.07

2차 07.15~07.20 10.15

3차(면접) 11.04~11.06 11.18

기술직

1차 03.06 04.07

2차 07.22~07.27 10.15

3차(면접) 11.04~11.06 11.18

외교관 후보자

(일반외교)

1차 03.06 04.07

2차 07.15~07.20 09.28

3차(면접) 10.16 10.26

7급 국가직 공채 05.24~05.27

1차 07.10 08.18

2차 09.11 10.13

3차 11.14~11.17 11.29

9급 국가직 공채 02.21~02.24
필 기 04.17 05.27

면 접 08.04~08.14 08.26

지방직/서울시 9급 공채

(서울시 2월중 공고 예정)
3월초

필 기 06.05 -

면 접 8월중~9월중 9월말

※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시험별 공고문을 다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일정은 서울시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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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G-TELP) 시리즈

■ 지텔프(G-TELP)란?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로 사무직, 기술직 등의 다양한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성격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영어 시험이다. 

■ 시험 구성

문 법 청 취 독해와 어휘

GRAMMAR

26문제

LISTENING

26문제

READING & VOCABULARY

28문제

■ 2021년 주요 시험일정

회 차 시험일자 접수기간
추가접수 

(~자정까지)
수험번호공지일 성적공지일

제432회
2021-01-10(일) 

15:00

2020-12-11 ~ 
2020-12-25

~ 2020-12-30
2021-01-04(월) 

15:00
2021-01-15(금) 

15:00

제433회
2021-01-24(일) 

15:00

2021-01-01 ~ 
2021-01-08

~ 2021-01-13
2021-01-18(월) 

15:00
2021-01-29(금) 

15:00

제434회
2021-02-

07(일) 15:00

2021-01-15 ~ 
2021-01-22

~ 2021-01-27
2021-02-01(월) 

15:00
2021-02-10(수) 

15:00

제435회
2021-02-21(일) 

15:00

2021-01-29 ~ 
2021-02-05

~ 2021-02-10
2021-02-15(월) 

15:00
2021-02-26(금) 

15:00

제436회

(IBT)

2021-02-

28(일) 15:00

2021-02-05 ~ 
2021-02-12

~ 2021-02-17
2021-02-22(월) 

15:00
2021-03-05(금) 

15:00

■ 도서 안내

과목별�기본서

SPEED 지텔프 2급 문법 / 정윤호 전략독해 /

1주일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6회분)

어휘문제집

지텔프 보카

종합본

지텔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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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9급 계리직 시리즈

기출이 답이다 시리즈

기본서

한국사 / 우편 및 금융상식 / 컴퓨터일반

유형&단원별�문제집

한국사 / 우편 및 금융상식 / 컴퓨터일반 / 기초영어&상용한자 / 전과목 단원별 문제집

종합본

한권으로 다잡기

기출문제집

계리직 기출이 답이다

9급�시리즈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사회복지학개론 / 교정학 /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한자

7급�시리즈

국어 / 한국사

직렬별�시리즈

일반행정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국회직 / 법원직 / 검찰직 / 교정직 / 지역인재 9급 등

통합정복�1개년�기출문제+모의고사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학 / 행정법(각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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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기본서

[전산직] 9급 컴퓨터일반 / 7·9급 정보보호(론) (출간예정)

[전기직] 9급 전기이론

기술직 공무원 시리즈

■ 경찰공무원

종합본
정밀한 분석과 상세한 설명으로 기본에 강하다!

- 경찰공무원 한권으로 다잡기

기출문제집

다년간의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로 합격으로 향하는 답을 제시하다!

-   기출이 답이다 경찰 한국사 / 경찰 영어 / 경찰 형법 / 경찰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시험 직전 꼭 풀어봐야 할 문제만 뽑았다!

- 빼박 봉투모의고사 경찰공무원(순경) 

면접
풍부한 면접 정보로 합격의 길을 열다!

- 마이턴(my turn) 경찰 면접

■ 해양경찰공무원

기본서
해양경찰 시험의 전 범위와 출제유형을 완벽히 반영했다!

- 해사법규 / 해사영어 / 항해학(술)

면접·적성
풍부한 면접 정보로 합격의 길을 열다!

- 마이턴(my turn) 해양경찰 면접·적성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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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 시험과목

구 분 과 목

9급 행정직 국어 / 행정법 / 행정학

9급 군수직 국어 / 행정법 / 경영학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9급 기준 TOEIC 470점 이상, G-TELP Level 2 32점 이상)

※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9급 기준 4급 이상)

■ 2021년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취소기간 필기시험 면접시험 임용

04.22(목) 05.07(금)~05.12(수) 05.13(목)~05.14(금) 07.24(토) 09.24(금)~09.30(목) 11월 이후

※ 필기시험은 공채 및 경채 모두 실시
※   위 일정은 현재 검토(안)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리즈 소개

기본서&종합본

군무원 시험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군무원만을 위한 수험서!

- 군도 군무원 국어 / 행정법 / 행정학 / 경영학 / 심리학 / 국가정보학

- 군무원 행정직 한다 / 군무원 군수직 한다 

기출(복원)문제집

군무원 수험생들이 선택한, 믿을 수 있는 군무원 기출(복원)문제집!

- 기출이 답이다 군무원 국어 / 행정법 / 행정학 / 군수직

- 합격저격 군무원 국어 / 행정법 / 행정학(출간 예정) / 경영학

봉투모의고사
시험 직전 꼭 풀어봐야 할 문제만 뽑았다!

-   필승 봉투모의고사 행정직 / 군수직 / 전산직 / 전기직 / 기계직 / 정보직 / 차량·전차직

면접
풍부한 면접 정보로 합격의 길을 열다!

- 마이턴(my turn) 군무원 면접

군무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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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 시험과목

제1과목 : 언어논리 / 제2과목 : 자료해석 / 제3과목 : 상황판단

구 분 과 목

공개경쟁채용 과목당 90분간 진행 및 40문제로 구성

경력경쟁채용 과목당 60분간 진행 및 25문제로 구성

※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지역인재 7급 PSAT 시험은 1교시 언어논리 시간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어 시행[총 25분간(25문항)]

※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PSAT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Pass/Non-Pass제)

■ 시리즈 소개

피셋 한방
- 2015~2020년까지의 5급 공채 PSAT 기출문제를 수록

- 영역별 대표 유형을 정리한 유형가이드와 5개년 기출문제를 통해 피셋 완벽 정복!

민간경력자 

PSAT 10개년 

기출문제집

- 2020~2011년까지 10개년 민간경력자 PSAT 기출문제 수록

- PSAT 필수유형 30 제공

-   합격자 출신 검토위원의 풀이스킬이 포함된 상세한 해설을 통해 숨겨진 출제의도까지 파

악 가능

PSAT 8개년  

기출문제집

- 2013~2020년까지의 5급 공채 PSAT 기출문제를 수록

- 최신 출제 경향 파악이 가능하고 상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 풀이 능력 UP!

7급 PSAT 

필수기출 500제

- 2019.12.10. 공개된 정부 예시문제 및 해설 수록

-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예상 난도로 엮어낸 기출동형모의고사

- 2007~2019년 5급 공채, 민간경력자 PSAT 등 예상 난도 기출문제 선별수록

- 합격자 출신 연구진의 생생한 풀이와 필수 SKILL이 담긴 핸드북 제공

- 자료해석/상황판단/언어논리

행시 

최종합격생 

7인의 5급 

PSAT 유형별 

기출공략

- 05~19년 5급 PSAT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엄선 수록 

- 상세하고 정확한 해설 및 유형별 풀이 노하우 수록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P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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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사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

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문제 수) 문제 수 시험방식 시험시간

1교시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105 객관식 09 : 00~10 : 30(90분)

2교시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75 객관식 11 : 00~12 : 05(65분)

3교시 실기시험(40) 40 객관식 12 : 35~13 : 15(40분)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보건/위생/의학

위생사

종합본

필기와 실기를 한 권에 수록하여 실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교재이다. 빨간키, 출제경향 파헤치기 등 다

양한 콘텐츠를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전체 컬러인쇄를 통해 세밀한 학습이 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최종모의고사

실제시험과 같은 형태로 모의고사 5회분을 수록하였다. 문제를 풀기 전 핵심적인 이론을 연상할 수 있

도록 키워드를 정리하였고, 2010~2018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최대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수험자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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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개인·단체·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

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이다.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

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각 시설에서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영

양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문제 수) 문제 수 시험시간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09 : 00~10 : 40(100분)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100 11 : 10~12 : 35(85분)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영양사 한권으로 끝내기

•영양사 실제시험 보기

•영양사 1교시 완벽마무리를 책임진다!

•영양사 2교시 완벽마무리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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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

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보

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

진 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군·구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중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보

건교육을 실시하는 인력들은 보건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등에서 공무원

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필히 취득하여야 한다.

■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보건교육사 3급
인터넷 접수

20.10.06(화)~20.10.13(화)
21.01.30(토) 21.02.10(수)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보건교육사 합격률

회 별 시험종목
필 기

응 시 합 격 합격률

2015년

보건교육사 1급 3 0 0%

보건교육사 2급 44 17 38.6%

보건교육사 3급 1,793 1,151 64.2%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 3급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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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

료서비스 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 2021년 시험일정

자격명 회 차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발표 원서접수 시험일
최종 

합격발표

국제의료

관광코디

네이터

정기 기사 

2회

21.04.12

~21.04.15

21.05.15

(토)

21.06.02

(수)

21.06.14

~21.06.17

21.07.10

~21.07.23
21.08.20

정기 기사 

4회

21.08.16

~21.08.19

21.09.12

(일)

21.10.06

(수)

21.10.18

~21.10.21

21.11.13

~21.11.26
21.12.24

■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

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

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핵심요약집

•언어재활사 최종모의고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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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스포츠 / 컴퓨터

스포츠경영관리사

■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 이론·산업·시설·이벤트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기관·부처·산

업체·시설·단체 등에서 행정·기획·경영·운영·마케팅·홍보 등 제반 업무를 담당

하는 전문가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스포츠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스포츠 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 프로 및 아마 스

포츠 구단 스포츠마케팅 기획 및 운영, 스포츠콘텐츠의 확보 및 상품화, 스포츠

선수대리인 사업의 시행, 스포츠시설 회원모집, 관리 등 회원서비스, 스포츠시설 설치 및 경영 컨설팅,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관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021년 시험일정

구 분
필 기 실 기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1회 01.25~01.28 03.07 03.19 03.31~04.05 04.24~05.07 05.21/06.02

제2회 04.12~04.15 05.15 06.02 06.14~06.17 07.10~07.23 08.06/08.20

제3회 08.16~08.19 09.12 10.06 10.18~10.21 11.13~11.26 12.10/12.24

※ 시험일정은 시행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개년 합격률

구 분 연 도
필 기 실 기

응 시 합 격 합격률 응 시 합 격 합격률

스포츠경영관리사

2019 1,655 1,203 72.7% 1,106 805 72.8%

2018 1,569 975 62.1% 968 663 68.5%

2017 1,560 1,001 64.2% 875 427 48.8%

2016 1,700 1,087 63.9% 903 489 54.2%

2015 1,428 945 66.2% 940 439 46.7%

스포츠경영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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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

■ 스포츠지도사

•전문/생활 스포츠지도사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한다.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한다.

• 노인스포츠지도사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한다.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

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스포츠지도사들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풀뿌리 체육의 전도사로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다. 일반생활스포츠

지도사, 어르신전담지도사, 광장지도사, 클럽전담지도사,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스포츠강사 등 활동 영

역이 매우 넓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스포츠지도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2021 Win-Q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단기완성

•2021 스포츠지도사 필기 20일 단기완성

•2021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기출문제+모의고사

•2021 스포츠지도사 필기 필수문제집

•2021 Feel’s 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실기/구술 합격노트

•심으뜸의 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실기/구술 합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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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소형선박조종사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1급 조종면허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

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비영리단체의 교육·훈련강사가 취득하

여야 하는 면허이며, 2급 조종면허는 세일링요트를 제외한 모

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의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면허시험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 자격면허증으로 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다.

•필기문제형식 : 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4지선다, 50문항

•실기문제형식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합격기준 : 1급 필기 70점 이상 / 실기 80점 이상, 2급 필기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

을 가진 자를 일컫는 말로,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

임범위에 따라 1급~6급의 항해사·기관사, 전자기관사, 1급~4급의 

운항사·통신사(전파전자급, 전파통신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

행선박조종사(중·소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승선하여서는 선

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레저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5톤 이상 25톤 이하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2년의 기간 동안 2톤 이상의 선박/함정에서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한 자

•문제형식 : 항해, 운용, 기관, 법규 - 4지선다, 100문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필기+실기

•동력수상레저기구 필기+실기 문제은행 700제

•문제만 보고 합격하기! 소형선박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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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산업계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영업, 재무, 생산 등의 분야에 대한 경영분석은 물론 데이터 관리가 필수

적이다.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은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데이터베

이스(Database)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부 공무원 임용 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1%,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0.5%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14학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6학점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학별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학점인정, 특별전형 자격부여, 장학금, 실

기 교사 취득, 졸업 자격 요건 등의 특전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http://license.korcham.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검정)

컴퓨터활용능력대한 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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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자격(ITQ)

ITQ는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의 약자로 정보화시대의 기업, 기관, 단체 구성원들

에 대한 정보기술능력 또는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보기술 관리 및 실무능력 수

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시험이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을 업그

레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자격이 인증되며,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보기술관련 교육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

•대학 교양컴퓨터강좌의 학점인정제도와 연계

•전문대학 정보기술 관련학과의 학점인정제도와 연계 및 실업계 특별전형 혜택

•생산성대상(산업 훈·포장) 신청업체의 인력정보화 평가기준으로 적용

• 기업체 및 공공기관 단체의 신입사원 채용시 ITQ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및 내부 승진 시 인사고과 자료

로 적극 활용 추진

자격종목 등 급 시험S/W 공식버전 시험방식

아래한글

한셀

한쇼

A/B/C등급

한컴오피스 2010 / NEO

PBT
MS워드

한글엑셀

한글액세스

한글파워포인트

MS오피스 2010 / 2016

인터넷 Internet Explorer 8.0 이상

※    한 회차에 한글/MS워드, 한글엑셀/한셀, 한글액세스, 한글파워포인트/한쇼, 인터넷의 5개 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시험자가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 ITQ OA Master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에 응시하여 3과목 이상 A등급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ITQ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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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험일정

회 별 시험일 시험명 온라인 원서접수 방문접수 수험표공고 성적공고

제1회 01.09 ITQ정기시험 12.04~12.09 12.09 12.30~01.09 01.28~02.04

제2회 02.06 ITQ정기시험 01.01~01.06 01.06 01.27~02.06 02.25~03.04

제13회 02.28 ITQ특별시험 01.15~01.20 01.20 02.17~02.28 03.18~03.25

제3회 03.13 ITQ정기시험 02.05~02.10 02.10 03.03~03.13 04.01~04.08

제4회 04.10 ITQ정기시험 03.05~03.10 03.10 03.31~04.10 04.29~05.06

제5회 05.08 ITQ정기시험 04.02~04.07 04.07 04.28~05.08 05.27~06.03

제14회 05.23 ITQ특별시험 04.16~04.21 04.21 05.12~05.23 06.10~06.17

제6회 06.12 ITQ정기시험 05.07~05.12 05.12 06.02~06.12 07.01~07.08

제7회 07.10 ITQ정기시험 06.04~06.09 06.09 06.30~07.10 07.29~08.05

제8회 08.14 ITQ정기시험 07.02~07.07 07.07 07.28~08.14 09.02~09.09

제15회 08.29 ITQ특별시험 07.23~07.28 07.28 08.18~08.29 09.16~09.23

제9회 09.11 ITQ정기시험 08.06~08.11 08.11 09.01~09.11 09.30~10.07

제10회 10.09 ITQ정기시험 09.03~09.08 09.08 09.29~10.09 10.28~11.04

제11회 11.13 ITQ정기시험 10.08~10.13 10.13 11.03~11.13 12.02~12.09

제16회 11.28 ITQ특별시험 10.22~10.27 10.27 11.17~11.28 12.16~12.23

제12회 12.11 ITQ정기시험 11.05~11.10 11.10 12.01~12.11 12.30~01.06

※ ‘코로나19’ 감염사항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돈과�시간을�아껴주는�‘합격잡는’�ITQ�시리즈

•ITQ 한글 2010

•ITQ 엑셀 2010

•ITQ 파워포인트 2010

열심히�공부하는�이들을�위한�합격�방법�시리즈

•ITQ 엑셀 2010

•ITQ 파워포인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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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DIAT(다이어트)는 ‘Digital Information Ability Test(디지털정보활용능력)’의 약자로,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능력을 검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2001년 정보통신부 정책 사업으로 처음 시행

되었으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실기시험만으로 평가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3과목 이상 ‘고급’이면 6학점, 3과목 이상 ‘중급’이면 4학점, 3과목 이상 ‘초급’이면 2학점을 인정되고 있

으며, 대학별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특별전형 특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의 승진, 인사고과

에도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시험일정

회별 시험일 구분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2101회 01.23 단체(수시) 20.12.21(월)~12.25(금) 02.10

2102회 02.27 정기 01.25(월)~ 01.29(금) 03.19

2103회 03.27 단체(수시) 02.22(월)~02.26(금) 04.16

2104회 04.24 정기 03.22(월)~03.26(금) 05.14

2105회 05.22 단체(수시) 04.19(월)~04.23(금) 06.11

2106회 06.26 정기 05.24(월)~05.28(금) 07.16

2107회 07.24 단체(수시) 06.21(월)~06.25(금) 08.13

2108회 08.28 정기 07.26(월)~07.30(금) 09.17

2109회 10.02 단체(수시) 08.23(월)~08.27(금) 10.22

2110회 10.23 정기 09.20(월)~ 09.24(금) 11.12

2111회 11.27 단체(수시) 10.25(월)~10.29(금) 12.17

2112회 12.18 정기 11.15(월)~11.19(금) 22.01.07

※ 단체(수시) 검정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 ‘코로나19’ 감염사항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DIA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돈과�시간을�아껴주는�‘합격잡는’�DiAT�시리즈

•DiAT 워드프로세서 2010

•DiAT 스프레드시트 2010

•DiAT 프리젠테이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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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은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운영 및 관리·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기

반으로 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업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기술 자격증’이다. 

100분 동안 5과목(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반, 정보보안관리 및 법

규)의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복합질문을 객관식 형식으로 출제한다. 각 과목은 100점을 기준으

로,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80분 동안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를 제외한 4과목만 평가한다.

■ 진로 및 전망

1.   공무원 임용시험 :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

이버수사)에 우대하며, 군무원(전산직)에는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가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으

로 분류

2. 장교·부사관·특기병 : 정보보호 관련 분야 보직(주특기) 지원 시 자격요건 

3.   공기업·민간 기업 : 정보보호 관련 직무분야(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ERT, 보안컨설턴트, 엔

지니어 등) 채용 시 우대

4. 학점인정 : 교육받는 과정에 따라 기사의 경우 최대 20점, 산업기사의 경우 최대 16점을 인정

■ 2021년 시험일정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합격 

발표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실기시험 

원서 접수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

제17회(21년 1회) 02.22~02.26 03.27 04.09 04.12~04.16 05.29 06.25

제18회(21년 2회) 08.02~08.06 09.04 09.24 09.27~10.01 10.30 11.26

※ ‘코로나19’ 감영사항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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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관리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

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120분 동안 5과목(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보안 사고 대응, 보안 지식 경영)의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융·복합 종합 질문(이론, 응용 및 실무 문제)

에 대한 명확한 답안 및 잘못된 사항을 보기 문항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형식으로 출제된다. 각 과목 100

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이다.

■ 진로 및 전망

1.   산업보안 관리자 : 조직경영관점에서 전체적인 보안 전략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보안 관리 운영 및 

조정에 대해 총괄하는 책임자 

2.   산업보안 컨설턴트 : 산업자산에 대해 위협 및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 수준을 파악하고, 요구 수준

에 맞는 통합적인 보안해결책(기술+관리)을 설계하는 전문가 

3.   산업보안 영업 : 산업보안에 대한 통합적인(기술+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기관

에 산업보안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4.   산업보안 제품 개발자 : 산업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보안 시스템(서

비스)을 개발하는 전문가 

5.   산업보안 특수직업군 : 산업보안 사고수사관, 산업보안 전공 교수, 산업보안 전문기자

■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일정은 해당 홈페이지(http://www.kait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보안관리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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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외국어

■ TOEIC

미교육평가위원회(ETS)가 상업 및 국제적 공용어로서의 영어 숙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 

제도의 이름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Listening(듣

기) 100문항, Reading(독해) 100문항으로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990점 만점). 2016년 5월 

29일 제309회 시험부터 파트별 문항수, 문항 유형 등이 변경된 새 토익이 시행되었다.

■ 점수를 취득하면?

전 세계 150개 국가 14,000개의 기관에서 승진 또는 해외파견 인원선발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는 1982년 도입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6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다.

•�주요기업 : 신입 채용의 경우 일정 점수를 제한하거나, 점수를 제시하지 않았어도 성적을 참고, 제출하게 하는 

기업이 많다. 또한 기존 직원들의 영어 능력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TOEIC과 TOEIC Speaking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부기관 : 공무원 채용 및 인사고과를 비롯해 군무원 시험과 군인 선발 시 일정 기준 이상의 TOEIC 성적을 

요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기관 : 공기업의 채용방식은 대체로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는 TOEIC이

나 TOEFL로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공기업 채용 시 TOEIC 일정 점수를 제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데, 하한선은 사무직의 경우 700점, 기술직은 600점 수준이다.

•�국가고시 : 사법고시와 외교관후보자시험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국가고시의 영어시험이 점차적으로 TOEIC

으로 대체 시행되고 있다. 판·검사, 변호사, 군 검찰 등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고시 및 군법무관 시험과 외교업

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견 공무원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시험의 영어시험은 2004년부터, 5급 공채(행정, 기

술) 입법고시는 2005년부터 TOEIC 등 민간 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다. 국가 고등고시의 TOEIC 도입은 국가자

격증 시험에도 영향을 주어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영어과목이 TOEIC으로 대체되었다.

•�대학교(신입학) : 대학 신입학에서 TOEIC을 활용하는 대학은 총 약 80개교로, 이들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

할 때 TOEIC을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글로벌 인재전형 및 글로벌리더전형, 

재외국민전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대학교(학점인정) : TOEIC을 학점 인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총 약 40여 개교로, 이들 대학에서는 일정 

기준의 TOEIC 성적을 취득하면 학점 이수, 성적 취득 및 해당 과목의 점수를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대학교(장학금) : 약 80개교의 대학교가 TOEIC을 활용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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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TOEIC 시험일정 

회�차 시험일 성적발표일 인터넷�접수기간

제423회
2020.12.13(일)
오전 9시20분

2020.12.24(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0.10.12(월)오전10시~2020.11.30(월)오전8시 
특별추가:2020.11.30(월)오전10시~2020.12.10(목)낮12시

제424회
2020.12.20(일)
오전 9시20분

2021.01.04(월)
오전 6시

정기접수:2020.10.19 (월)오전10시~2020.12.07(월)오전 8시 
특별추가:2020.12.07(월)오전10시~2020.12.17(목)낮12시

제425회
2021.01.09(토)
오전 9시20분

2021.01.21(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0.11.23(월)오전10시~2020.12.28(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0.12.30(수)오전10시~2021.01.06(수)낮12시

제426회
2021.01.24(일)
오전 9시20분

2021.02.04(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0.12.07(월)오전10시~2021.01.11(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1.13(수)오전10시~2021.01.21(목)낮12시

제427회
2021.02.07(일)
오전 9시20분

2021.02.18(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0.12.21(월)오전10시~2021.01.25(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1.27(수)오전10시~2021.02.04(목)낮12시

제428회
2021.02.21(일)
오전 9시20분

2021.03.04(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1.04(월)오전10시~2021.02.08(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2.10(수)오전10시~2021.02.18(목)낮12시

제429회
2021.02.28(일)
오전 9시20분

2021.03.11(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1.11(월)오전10시~2021.02.15(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2.17(수)오전10시~2021.02.25(목)낮12시

제430회
2021.03.14(일)
오전 9시20분

2021.03.25(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1.25(월)오전10시~2021.03.01(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3.03(수)오전10시~2021.03.11(목)낮12시

제431회
2021.03.28(일)
오전 9시20분

2021.04.08(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2.08(월)오전10시~2021.03.15(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3.17(수)오전10시~2021.03.25(목)낮12시

제432회
2021.04.11(일)
오전 9시20분

2021.04.22(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2.22(월)오전10시~2021.03.29(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3.31(수)오전10시~2021.04.08(목)낮12시

제433회
2021.04.25(일)
오전 9시20분

2021.05.07(금)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3.08(월)오전10시~2021.04.12(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4.14(수)오전10시~2021.04.22(목)낮12시

제434회
2021.05.09(일)
오전 9시20분

2021.05.20(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3.22(월)오전10시~2021.04.26(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4.28(수)오전10시~2021.05.06(목)낮12시

제435회
2021.05.23(일)
오전 9시20분

2021.06.03(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4.05(월)오전10시~2021.05.10(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5.12(수)오전10시~2021.05.20(목)낮12시

제436회
2021.06.12(토)
오후 2시20분

2021.06.24(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4.26(월)오전10시~2021.05.31(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6.02(수)오전10시~2021.06.09(수)낮12시

제437회
2021.06.27(일)
오전 9시20분

2021.07.08(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5.10(월)오전10시~2021.06.14(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6.16(수)오전10시~2021.06.24(목)낮12시

제438회
2021.07.11(일)
오전 9시20분

2021.07.22(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5.24(월)오전10시~2021.06.28(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6.30(수)오전10시~2021.07.08 (목)낮12시

제439회
2021.07.25(일)
오전 9시20분

2021.08.05(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6.07(월)오전10시~2021.07.12(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7.14(수)오전10시~2021.07.22(목)낮12시

제440회
2021.08.08(일)
오전 9시20분

2021.08.19(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6.21(월)오전10시~2021.07.26(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7.28.(수)오전10시~2021.08.05(목) 낮12시

제441회
2021.08.22(일)
오전 9시20분

2021.09.02(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7.05.(월)오전10시~2021.08.09(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8.11(수)오전10시~2021.08.19(목)낮12시

제442회
2021.08.29(일)
오전 9시20분

2021.09.09(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7.12(월)오전10시~2021.08.16(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8.18(수)오전10시~2021.08.26(목)낮12시

제443회
2021.09.12(일)
오전 9시20분

2021.09.23(목)
오전 6시

정기접수:2021.07.26(월)오전10시~2021.08.30(월)오전10시 
특별추가:2021.09.01(수)오전10시~2021.09.09(목)낮12시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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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FL

미국, 호주,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할 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에

게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Listening(듣기), Reading(독해), Writing(쓰

기), Speaking(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이후에 iBT시험으로 전환되어 120점 만점으로 변경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 세계에 도입되고 있다.

■ 점수를 취득하면?

13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9,000개 이상의 대학,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TOEFL 점수를 활용하

고 있다. 이민국은 이 점수를 이용하여 거주 및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의료 및 면허 기관은 전문가 인

증 목적을 위해 TOEFL 점수를 이용한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일부 편입, 외국계 회사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며, 국내 대학원 입학의 경우 토플점수로 영어시험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 2021년 TOEFL 시험일정 

서울�지역�기준

시험일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2021년 1월 9일 토요일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2021년 2월 6일 토요일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 응시지역마다 날짜가 상이하므로 필히 ETS 홈페이지 참고

■ TOEFL 점수체계

실�력 점수�범위 수�준

Reading 0-30 상(22-30) / 중(15-21) / 하(0-14)

Listening 0-30 상(22-30) / 중(15-21) / 하(0-14)

Speaking 0-30 우수(26-30) / 양호(18-25) / 부족(10-17) / 취약(0-9)

Writing 0-30 우수(2430) / 양호(17-23) / 부족(1-16) 

총 점 0-120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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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실전영어능력평가로서, 단순 암기나 요령을 통해 고득점이 가능한 

기존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의 영어 실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바

른 영어학습 방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함으로써 영어 사

용 시 범하기 쉬운 오류를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올바른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바

른 영어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Listening(청해), Grammar(문법), Vocabulary(어휘), 

Reading(독해)의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2021년 TEPS 시험일정

회�차 시행일시 정기접수 정기접수(접수처) 추가접수(인터넷) 성적발표

297
21.01.16(토) 

14:30
20.11.30(월) 

~20.12.27(일)
20.12.21(월) 

~20.12.24(목)
20.12.30(수) 

~21.01.12(화)
21.01.26(화) 

17:00

298
21.02.06(토) 

14:30
20.12.21(월) 

~21.01.17(일)
21.01.11(월) 

~21.01.15(금)
21.01.20(수) 

~21.02.02(화)
21.02.18(목) 

17:00

299
21.02.20(토) 

14:30
21.01.04(월) 

~21.01.31(일)
21.01.25(월) 

~21.01.29(금)
21.02.03(수) 

~21.02.16(화)
21.03.03(수) 

17:00

300
21.03.06(토) 

14:30
21.01.18(월) 

~21.02.14(일)
21.02.08(월) 

~21.02.12(금)
21.02.17(수) 

~21.03.02(화)
21.03.16(화) 

17:00

301
21.03.20(토) 

14:30
21.02.01(월) 

~21.02.28(일)
21.02.22(월) 

~21.02.26(금)
21.03.03(수) 

~21.03.16(화)
21.03.30(화) 

17:00

302
21.04.03(토) 

14:30
21.02.15(월) 

~21.03.14(일)
21.03.08(월) 

~21.03.12(금)
21.03.17(수) 

~21.03.30(화)
21.04.13(화) 

17:00

303
21.04.18(일) 

09:30
21.03.01(월) 

~21.03.28(일)
21.03.22(월) 

~21.03.26(금)
21.03.31(수) 

~21.04.13(화)
21.04.27(화) 

17:00

304
21.04.24(토) 

14:30
21.03.08(월) 

~21.04.04(일)
21.03.29(월) 

~21.04.02(금)
21.04.07(수) 

~21.04.20(화)
21.05.04(화) 

17:00

305
21.05.08(토) 

14:30
21.03.22(월) 

~21.04.18(일)
21.04.12(월) 

~21.04.16(금)
21.04.21(수) 

~21.05.04(화)
21.05.18(화) 

17:00

306
21.05.22(토) 

14:30
21.04.05(월) 

~21.05.02(일)
21.04.26(월) 

~21.04.30(금)
21.05.05(수) 

~21.05.18(화)
21.06.01(화) 

17:00

307
21.06.05(토) 

14:30
21.04.19(월) 

~21.05.16(일)
21.05.10(월) 

~21.05.14(금)
21.05.19(수) 

~21.06.01(화)
21.06.15(화) 

17:00

308
21.07.04(일) 

09:30
21.05.17(월) 

~21.06.13(일)
21.06.07(월) 

~21.06.11(금)
21.06.16(수) 

~21.06.29(화)
21.07.13(화) 

17:00

309
21.07.17(토) 

14:30
21.05.31(월) 

~21.06.27(일)
21.06.21(월) 

~21.06.25(금)
21.06.30(수) 

~21.07.13(화)
21.07.27(화) 

17:00

310
21.08.07(토) 

14:30
21.06.21(월) 

~21.07.18(일)
21.07.12(월) 

~21.07.16(금)
21.07.21(수) 

~21.08.03(화)
21.08.17(화) 

17:00

※ 시험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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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정부 유일의 국제 중국

어 능력 표준화고시로, 생활, 학습, 업무 등 실생활에서의 중국어 운용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세계 112개 국가, 86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HSK는 ‘HSK 1급-6급’의 필기시험과 

‘HSKK 초급·중급·고급’ 회화시험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회화시험은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 2021년 HSK IBT 시험일정(1~6급)

시험�일자 접수�마감 성적�조회�예정일

1월 9일(토) 2020년 12월 3일(목) ~ 12월 30일(수) 1월 25일(월)

2월 6일(토) 2020년 12월 31일(목) ~ 2021년 1월 27일(수) 3월 1일(월)

3월 7일(일) 2021년 1월 28일(목) ~ 2월 25일(목) 3월 22일(월)

3월 20일(토) 2021년 2월 11일(목) ~ 3월 10일(수) 4월 5일(월)

4월 10일(토) 2021년 3월 4일(목) ~ 3월 31일(수) 4월 26일(월)

5월 15일(토) 2021년 4월 8일(목) ~ 5월 5일(수) 5월 31일(월)

6월 19일(토) 2021년 5월 13일(목) ~ 6월 9일(수) 7월 5일(월)

7월 18일(일) 2021년 6월 10일(목) ~ 7월 8일(목) 8월 2일(월)

8월 22일(일) 2021년 7월 15일(목) ~ 8월 12일(목) 9월 6일(월)

9월 11일(토) 2021년 8월 5일(목) ~ 9월 1일(수) 9월 27일(월)

10월 17일(일) 2021년 9월 9일(목) ~ 10월 7일(목) 11월 1일(월)

11월 6일(토) 2021년 9월 30일(목) ~ 10월 27일(수) 11월 22일(월)

11월 20일(토) 2021년 10월 14일(목) ~ 11월 10일(수) 12월 6일(월)

12월 5일(일) 2021년 10월 28일(목) ~ 11월 25일(목) 12월 20일(월)

HSK

•HSK 고수들의 합격전략 4주 단기완성 시리즈

•HSK 고수들의 막판 7일! 실전모의고사 시리즈 (1-2급, 4급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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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PT

일본 국내 및 국외에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교

육지원협회가 주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이다. 시행지역은 일본과 한국, 중국 등의 해외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며, 일본 국내시험은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해외시험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맡는다.

한국에서는 2008년까지는 매년 12월에 연 1회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7월과 12월 연 2회로 확

대하였다. 2010년부터는 급수를 전면 개편하였다.

■ 시험일정 : 연 2회(7월 / 12월)

■ JLPT 인정기준

레�벨
과목별�시간

인정기준
유형별 시�간

N1

언어지식

(문자·어휘·어법), 독해
110분

기존시험 1급보다 다소 높은 레벨까지 측정

•  읽기 : 논리적으로 약간 복잡하고 추상도가 높은 문장들

을 읽고, 문장의 구성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듣기 : 자연스러운 속도의 체계적 내용의 회화나 뉴스, 강

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청 해 60분

계 170분

N2

언어지식

(문자·어휘·어법), 독해
105분

기존 시험의 2급과 거의 같은 레벨

• 읽기 :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나 해설, 평이한 평론 등 논

지가 명쾌한 문장을 읽고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듣기 : 자연스러운 속도의 체계적 내용의 회화나 뉴스를 

듣고,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청 해 50분

계 155분

N3

언어지식

(문자·어휘) 105분
기존시험의 2급과 3급 사이에 해당하는 레벨(신설)

• 읽기 : 일상적인 화제에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

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듣기 : 자연스러운 속도의 체계적 내용의 회화를 듣고, 이

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지식(문법)·독해

청 해 40분

계 145분

N4

언어지식(문자·어휘)
95분

기존시험의 3급과 거의 같은 레벨

• 읽기 : 기본적인 어휘나 한자로 쓰여진, 일상생활에서 흔

하게 일어나는 화제의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듣기 : 일상적인 장면에서 다소 느린 속도의 회화라면 거

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지식(문법)·독해

청 해 35분

계 130분

N5

언어지식(문자·어휘)
80분

기존시험 4급과 거의 같은 레벨

• 읽기 : 히라가나나 가타가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

적인 한자로 쓰인 정형화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듣기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장면에서 느리고 짧은 

회화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언어지식(문법)·독해

청 해 30분

계 110분

J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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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T

JPT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일본어능력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에서 연구, 개발되었

다. 즉 학문적인 일본어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언어 본래의 기능인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를 위해 사용빈도가 낮고 지역적이며 관용적, 학문적 어휘는 배제하고 동경

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발·출제하고 있다. 또한 수험자의 정확한 일본어 실력 평

가를 위해 청해와 독해 테스트만으로도 Speaking능력과 Writing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Part별로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객관

성, 실용성, 신뢰성을 유지하여 수험자의 언어구사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

■ 점수를 취득하면?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의 객관적 평가 및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계발의 동기 부여, 효율적

이며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공사공단에서 신입 채용시 우대한다(700~800점).

•�신입사원�선발�반영기업 :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99개 기업에서 활용 중이다.

•�인사고과반영 : LG전자 등 19개 기업에서 적용 중이다.

•�기업체�활용 : 인사고과, 해외파견자 선발, 연수성과측정, 성과급 지급 및 연봉 평가 시 점수 반영 등 으로 활

용하고 있다.

■ 시험일정 : 매월 1~2회

※ 상세 일정 시행처 확인

■ JPT 점수에 따른 숙달도

Level 점�수 평�가

A 880 이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우수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

고 있다.

B 740 이상
일본어와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

C 610 이상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회화 정도의 의사소통이라면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D 460 이상
단순한 내용을 소재로 하는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나 듣고 말하는 데 있어 정확

성 등에 오류가 발생한다.

E 220 이상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가 가능하며 의사소통 능력은 초보 수준이다.

F 220 미만 의사소통 및 독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J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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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c

OPIc은 면대면 인터뷰인 OPI를 최대한 실제 인터뷰와 가깝게 만든 iBT 기반의 응시자 친화형 외국어 

말하기 평가로서,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 등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언어 평가도구이

다. 국내에서는 2007년 시작되어 현재 약 1,600여 개 기업 및 기관에서 OPIc을 채용과 인사고과 등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의 총 5개 어종에 대한 평가를 제공

함으로써 다양한 언어를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어 말하기 평가이다.

■ 점수를 취득하면?

대학교에서는 학업능력 측정, 학점 반영, 어학우수자 장학제도 운영을, 일반기업 및 공기업에서는 인사

고과, 직원 평가 및 신입 선발, 연수과정 성과측정, 교육 성과측정, 효과적 인재육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 2021년 OPIc 시험일정

마감일 31일 전 시험까지 OPIc 홈페이지에서 공개

■ OPIc 평가등급체계

Level 요약정리

Advanced
Advanced 

LOW

사건을 서술할 때 일관적으로 동사 시제를 관리하고, 사람과 사물을 묘

사할 때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적절한 위치에서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속력도 높고 문단의 구조를 능숙하게 구성할 수 있

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Intermediate

Intermediate 

HIGH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

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Intermediate 

MID

일상적인 소재 및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나열하며 자연

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문장형식이나 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려

고 하며, 상대방이 조금만 배려하면 오랜 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Intermediate 

LOW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소재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Noviced

Novice HIGH 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에 대해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Novice  MID 이미 암기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Novice LOW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영어 단어를 나열하며 말할 수 있다. 

※ Intermediate Mid의 경우 Mid1＜Mid2＜Mid3로 세분화하여 제공

OPI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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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독학학위제)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으로 4개의 과정(단

계)별 시험을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단계별 응시자격

단�계 응시자격 단계(과목)�시험�면제�요건

1 교 양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대학(교)에서 각 학년 수료 및 일정 학점 

취득

• 학점은행제 일정 학점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 교육부령에 따른 각종 시험 합격

• 면제지정기관 이수 등

2 전공기초

3 전공심화

4 학위취득

• 1~3단계 합격 및 면제

• 대학에서 동일 전공으로 3년 이상 수료

(3년제의 경우 졸업) 또는 105학점 이상 

취득

• 학점은행제 동일 전공 105학점 이상 인

정(전공 16학점 포함)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단계 수료

없음(반드시 응시)

■ 2021년 시험일정

구�분 온라인�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교양단계 인정시험(1단계) 1/15(금)~1/22(금) 2/28(일) 3/22(월)

전공기초단계 인정시험(2단계) 4/16(금)~4/23(금) 5/30(일) 6/21(월)

전공심화단계 인정시험(3단계) 7/2(금)~7/9(금) 8/8(일) 9/6(월)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9/24(금)~10/1(금) 10/31(일) 11/29(월)

※ 시험 일정 등은 반드시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학사 제도의 개요

14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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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4단계 시험 중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2월 말~3월 초에 제일 먼저 시행되는 시험으로 각 과목당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 1단계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구분(교시별) 시간 시험�과목명

1교시(필수) 09:00~10:40(100분) 국어, 국사

2교시(필수) 11:10~12:00(50분)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中 택 1과목)

3교시(선택) 13:10~14:50(100분)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철학의 이해, 문화사, 한문, 법학개

론, 경제학개론, 경영학개론,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교육학

개론, 자연과학의 이해, 일반수학, 기초통계학, 컴퓨터의 이해 

中 택 2과목 

※ 시대에듀에서 개설된 과목은 빨간색으로 표시

※ 합격기준 : 5과목 합격(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1단계 교양

1단계�교양�기본서�[전�8종]

국어 / 국사 / 영어 / 현대사회와 윤리 / 사회학개론 / 문학개론 / 경영학개론 / 심리학개론

1단계�교양�스피드�단기완성�[전�8종]

국어 / 국사 / 영어 / 현대사회와 윤리 / 사회학개론 / 문학개론 / 경영학개론 / 심리학개론

1단계�교양�5개년�기출문제집�[전�1종]

국어+국사+영어+현대사회와 윤리+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

1단계�교양�벼락치기�최종모의고사�[전�1종]

국어+국사+영어+현대사회와 윤리+사회학개론

(001-135) 2020_안내총서-최종.indd   120 2021-01-14   오전 9:14:21



독학사  |  121

2단계�기본서�[전�7종]

경영정보론 / 마케팅원론 / 조직행동론 / 원가회계관리 / 인적자원관리 / 회계원리 / 마케팅조사

2단계�벼락치기�[전�1종]

경영정보론+마케팅원론+조직행동론+인적자원관리+마케팅조사

3단계�기본서�[전�6종]

재무회계 / 경영분석 / 소비자행동론 / 경영전략 / 노사관계론 / 재무관리론

4단계�기본서�[통합본�전�2종]

재무관리+마케팅관리 / 회계학+인사조직론

■ 왜 독학사 경영학과인가?

•조직, 인사, 재무, 마케팅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되어 기업체 취직에 가장 무난한 학과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등 자격증과 연계 가능

•노무사, 무역·통상전문가, 증권분석가, 회계사 등의 취업 진출 용이

■ 경영학과 단계별 시험과목(2~4단계)

•1~2단계 교양 및 전공기초 과정은 객관식 40문제 구성

•3~4단계 전공심화 및 학위취득 과정은 객관식 24문제+주관식 4문제 구성

2단계(전공기초)

→

3단계(전공심화)

→

4단계(학위취득)

•회계원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원론

•조직행동론

•경영정보론

•마케팅조사

•원가관리회계

•재무관리론

•경영전략

•노사관계론

•소비자행동론

•재무회계

•경영분석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

•인사조직론

경영학과

※ 표지는 출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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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독학사 심리학과인가?

•독학사 11개 학과 중 가장 최근(2014년)에 신설된 학과

•학위취득 후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 심리사 등 심리학 관련 자격증 응시자격 가능

•심리치료사, 심리학 관련 언론사,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취업 진출 용이

■ 심리학과 단계별 시험과목(2~4단계)

•1~2단계 교양 및 전공기초 과정은 객관식 40문제 구성

•3~4단계 전공심화 및 학위취득 과정은 객관식 24문제+주관식 4문제 구성

2단계(전공기초)

→

3단계(전공심화)

→

4단계(학위취득)

•상담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학교심리학

•동기와 정서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학습 및 기억심리학

•인지지각심리학

•사회심리학

•임상 및 상담심리학

•산업조직 및 소비자심리학

•발달 및 사회심리학

•인지신경과학

심리학과

2단계�기본서�[전�6종]

발달심리학 / 성격심리학 / 상담심리학 / 동기와 정서 / 산업 및 조직심리학 / 학교심리학

3단계�기본서�[전�6종]

이상심리학 /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 사회심리학 / 학습 및 기억심리학 / 심리검사 / 인지지각심리학

4단계�기본서�[전�4종]

임상 및 상담심리학 / 인지신경과학 / 산업조직 및 소비자심리학 / 발달 및 사회심리학

※ 표지는 출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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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기본서�[전�6종]

논리회로설계 / C프로그래밍 / 자료구조 / 시스템프로그래밍 / 컴퓨터시스템구조 / 이산수학

2단계�적중예상문제집�[전�2종]

논리회로설계+C프로그래밍+자료구조 / 시스템프로그래밍+컴퓨터시스템구조+이산수학

3단계�기본서�[전�6종]

운영체제 / 컴퓨터네트워크 / 알고리즘 / 소프트웨어공학 / 데이터베이스 / 인공지능

3단계�적중예상문제집�[전�1종]

운영체제+컴퓨터네트워크+알고리즘+소프트웨어공학+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

4단계�기본서�[통합본�전�2종]

컴퓨터시스템구조+컴퓨터네트워크 / 운영체제+자료구조

■ 왜 독학사 컴퓨터과학과인가?

•독학사 학과 중 거의 유일한 공과 계열 학과

•컴퓨터 관련 취업에 가장 유용한 학과

•  전산팀, 서버관리실, R&D, 프로그래머, 빅데이터·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시스템·임베디드 엔지니어 

등 각종 IT 관련 연구소 등 분야 진출 용이

■ 컴퓨터과학과 단계별 시험과목(2~4단계)

•1~2단계 교양 및 전공기초 과정은 객관식 40문제 구성

•3~4단계 전공심화 및 학위취득 과정은 객관식 24문제+주관식 4문제 구성

2단계(전공기초)

→

3단계(전공심화)

→

4단계(학위취득)

•논리회로설계

•C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이산수학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시스템구조

•운영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컴퓨터시스템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자료구조

•운영체제

컴퓨터과학과 

※ 표지는 출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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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왜 독학사 간호학과인가?

•독학사 11개 학과 중 유일하게 4단계 학위취득 시험만 시행

•최근 3년제 간호학사를 4년제로 통폐합하면서 4년제 학위의 필요성 증대

•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나 민간의 종합, 대학 병원 등의 간호사와 보건 교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가능

■ 간호학과 4단계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표

구분(교시별) 시�간 시험�과목명

1교시 09:00~10:40(100분)
국어, 국사, 외국어 중 택2(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실용영어, 실

용독일어, 실용프랑스어, 실용중국어, 실용일본어 중 택1 과목)

2교시 11:10~12:50(100분)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

3교시 14:00~15:40(100분)
•간호지도자론

•간호윤리와 법

※ 4단계(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 : 총점 합격제 또는 과목별 합격제 선택

※ 4단계는 6과목(교양 2과목, 전공 4과목)을 합격하면 됨

간호학과(+4단계 교양)

간호학과�기본서�[전�4종]

간호연구방법론 / 간호윤리와 법 / 간호과정론 / 간호지도자론

간호학과�적중예상문제집�[전�1종]

간호연구방법론+간호윤리와 법+간호과정론+간호지도자론

4단계�교양�기본서�[전�3종]

국어 / 실용영어 / 국사

1·4단계�교양�적중예상문제집�[전�3종]

국어 / (실용)영어 / 국사

※ 표지는 출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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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향한 첫걸음,

시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시백합

내게 어떤 자격증이 도움될까?

문야별 유망 자격시험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시험을

탐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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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방직 기본서 시리즈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기출이 답이다 시리즈

[9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사회복지학개론 / 교정학 / 공통과목

[7급]

국어 / 한국사 / 한자

[직렬]

일반행정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국회직 / 법원직 / 검찰직 / 관세직 / 교정직 / 지역인재 9급

[통합정복 1개년 기출문제+모의고사]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학 / 행정법(각론 포함)

[경찰]

영어 / 한국사 / 형법 /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 순경

[소방]   [군무원]

국어 / 영어   국어 / 행정법 / 행정학 / 군수직 / 정보직 / 기타 기술직렬

•자몽 핵심요약 기본서 시리즈

국어 / 영어 /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PSAT 시리즈

PSAT 8개년 기출문제집 / 피셋 한방 / 민간경력자 PSAT 10개년 기출문제집 / 7급 PSAT 필수기출 500제 언

어논리·상황판단·자료해석 / 행시 최종합격생 7인의 5급 PSAT 유형별 기출공략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포세이돈 해양경찰 시리즈

해사영어 / 해사법규 / 항해학(술)

•군무원 시리즈

군도(국어 / 행정법 / 행정학 / 경영학 / 심리학 / 국가정보학) / 한권으로 다잡기 / 합격저격 / 

필승 봉투모의고사 / 마이턴(my turn) 군무원 면접

•지텔프(G-TELP) 시리즈

SPEED 지텔프 2급 문법 / 지텔프 특강 / 지텔프 보카 / 모의고사 / 전략독해

•공무원 한다 시리즈

운전직 / 조리직 / 지역인재 / 경찰공무원 / 보호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검찰직 / 계리직 

•기술직 시리즈

9급 컴퓨터일반 / 7·9급 정보보호(론) (출간예정) / 9급 전기이론

•공무원 면접 시리즈

마이턴(my turn) 공무원 / 경찰 / 해양경찰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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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1단계 교양]

•1단계 교양 기본서 시리즈

국어 / 국사 / 영어 / 현대사회와 윤리 / 사회학개론 / 문학개론 / 경영학개론 / 심리학개론

•1단계 교양 스피드 단기완성 시리즈

국어 / 국사 / 영어 / 현대사회와 윤리 / 사회학개론 / 문학개론 / 경영학개론 / 심리학개론

•1단계 교양 5개년 기출문제집

국어+국사+영어+현대사회와 윤리+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

•1단계 교양 벼락치기 최종모의고사

국어+국사+영어+현대사회와 윤리+사회학개론

[경영학과]

•2단계 기본서 시리즈

경영정보론 / 마케팅원론 / 조직행동론 / 원가회계관리 / 인적자원관리 / 회계원리 / 마케팅조사

•2단계 벼락치기

경영정보론+마케팅원론+조직행동론+인적자원관리+마케팅조사

•3단계 기본서 시리즈

재무회계 / 경영분석 / 소비자행동론 / 경영전략 / 노사관계론 / 재무관리론

•4단계 기본서 시리즈

재무관리+마케팅관리 / 회계학+인사조직론

[심리학과]

•2단계 기본서 시리즈

발달심리학 / 성격심리학 / 상담심리학 / 동기와 정서 / 산업 및 조직심리학 / 학교심리학

•3단계 기본서 시리즈

이상심리학 /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 사회심리학 / 학습 및 기억심리학 / 심리검사 / 인지지각심리학

•4단계 기본서 시리즈

임상 및 상담심리학 / 인지신경과학 / 산업조직 및 소비자심리학 / 발달 및 사회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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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과]

•2단계 기본서 시리즈

논리회로설계 / C프로그래밍 / 자료구조 / 시스템프로그래밍 / 컴퓨터시스템구조 / 이산수학

•2단계 적중예상문제집

논리회로설계+C프로그래밍+자료구조 / 시스템프로그래밍+컴퓨터시스템구조+이산수학

•3단계 기본서 시리즈

운영체제 / 컴퓨터네트워크 / 알고리즘 / 소프트웨어공학 / 데이터베이스 / 인공지능

•3단계 적중예상문제집

운영체제+컴퓨터네트워크+알고리즘+소프트웨어공학+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

•4단계 기본서 시리즈

컴퓨터시스템구조+컴퓨터네트워크 / 운영체제+자료구조

[간호학과]

•간호학과 기본서 시리즈

간호연구방법론 / 간호윤리와 법 / 간호과정론 / 간호지도자론

•간호학과 적중예상문제집

간호연구방법론+간호윤리와 법+간호과정론+간호지도자론

[4단계 교양]

•4단계 교양 기본서 시리즈

국어 / 실용영어 / 국사

•1·4단계 교양 적중예상문제집 시리즈

국어 / (실용)영어 / 국사

한국어/한국사

•KBS 한국어능력시험 시리즈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 KBS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서 / 

KBS 한국어능력시험 유형으로 2주 만에 초단기완성 / KBS 한국어능력시험 고난도 모의고사

KBS 한국어능력시험 119 / 어휘·어법·국어문화 고득점 벼락치기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시리즈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초단기완성 /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모의고사 /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어휘·어법 /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듣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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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암기박사 시리즈

신버전 한자암기박사1 / 신버전 한자암기박사2 / 한자암기박사 세트 / 한중일 한자암기박사 /

일본어 한자암기박사1 / 일본어 한자암기박사2 / 중국어 한자암기박사1 / 중국어 한자암기박사2 / 

시니어를 위한 더 보기 편한 한자암기박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리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심화[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이 답이다[심화/기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이 답이다 compact[심화/기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 분석 키워드 트레이닝[기본/

심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이 답이다 plus+ 봉투 모의고사[심화/기본]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시리즈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토픽Ⅰ) 한 번에 통과하기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토픽Ⅱ) 한 번에 통과하기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토픽Ⅰ) 실전모의고사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토픽Ⅱ) 실전모의고사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토픽Ⅱ) 쓰기 / 한국어능력시험 완벽대비 TOPIKⅠ기본서+실전모의고사 / 

한국어능력시험 완벽대비 TOPIKⅡ기본서+실전모의고사+쓰기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읽기 만점 전략 마스터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Ⅰ(토픽Ⅰ) 단기완성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 쓰기 유형 마스터 /

한국어능력시험 TOPIKⅡ(토픽Ⅱ) 단기완성 /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어 문법 사전Ⅰ /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어 문법 사전Ⅱ /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초급 40 /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중급 50 /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고급 5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리즈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30일 안에 다잡기 / 용어해설 / 교안작성연습 / 5년간 기출문제해설 / 2차 면접시험

•한국실용글쓰기

한국실용글쓰기 초단기 완성

사회복지/심리/관광/사회조사/영양사·위생사

•관광종사원 시리즈

관광법규 / 관광자원해설 / 관광학개론 / 관광국사 /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핵심기출 100제 /

50일 만에 끝내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2차 면접 / 관광자원해설 1,000문제로 끝내기 /

관광국사 1,000문제로 끝내기 / 기출이 답이다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필기 / 관광통역안내사 단기완성 /

관광통역안내사 최종모의고사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면접 용어상식사전 / 워너비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필기+면접 기출문제집 /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필기 봉투모의고사 4회분

•사회복지사 시리즈

사회복지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 사회복지사 1급 기출이 답이다 / 사회복지사 1급 최종모의고사 /

사회복지사 1급 기본서 사회복지기초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20일 만에 끝내는 사회복지사 1급 핵심요약집 / 사회복지사 1급 적중예상문제 /

핵심기출 합격공략 사회복지기초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임상심리사 시리즈

임상심리사 2급 1차 필기대비 단기완성 / 임상심리사 2급 2차 실기대비 단기완성 /

임상심리사 2급 1차 필기대비 8년간 기출문제해설 / 핵심유형 공략집 임상심리사2급 2차 실기대비 /

임상심리사 2급 2차 실기대비 15년간 기출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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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시리즈

상담심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 상담심리사 최종모의고사 

•영양사/위생사 시리즈

영양사 한권으로 끝내기 / 영양사 실제시험보기 / 영양사 1교시 완벽 마무리를 책임진다 / 

영양사 2교시 완벽 마무리를 책임진다 / 위생사 한권으로 끝내기 / 위생사 최종모의고사 /

•사회조사분석사 시리즈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조사방법론 Ⅰ·Ⅱ /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사회통계 /

Win-Q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단기완성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

사회조사분석사 1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경영/사무

•경영지도사 시리즈

경영지도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30일 단기완성

•텔레마케팅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텔레마케팅관리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텔레마케팅관리사 1차 필기 최종모의고사 / 텔레마케팅관리사 2차 실기 텔레마케팅 실무 / 

텔레마케팅관리사 2차 실기 스크립트 / 텔레마케팅관리사 2차 실기 실제유형&모의고사

•CS리더스관리사 시리즈

CS Leaders(CS리더스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 CS Leaders(CS리더스관리사) 적중모의고사 900제 / 

CS Leaders(CS리더스관리사) 초단기완성 7일 만에 끝내기 / Win-Q CS Leaders(CS 리더스관리사) 단기완성

•SMAT 시리즈

SMAT 서비스경영능력시험 Module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SMAT 서비스경영능력시험 Module B 서비스 마케팅/세일즈 

SMAT 서비스경영능력시험 Module C 서비스 운영전략

•빅데이터 관련 시리즈

빅데이터 활용서 Ⅰ / 빅데이터 활용서 Ⅱ /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2급 단기완성 / 데이터 분석 전문가/준전문가 

단기완성 / 빅데이터분석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자동차영업중개사      •기업재난관리사        •방재기사

자동차영업중개사 기본서        기업재난관리사 실무·대행분야 필수문제집          방재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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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시리즈

청소년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 청소년상담사 2급 최종모의고사 / 청소년상담사 2급 단기완성 /

청소년상담사 2급 기출이 답이다 / 청소년상담사 3급 한권으로 끝내기 / 청소년상담사 3급 최종모의고사 /

청소년상담사 3급 단기완성 / 청소년상담사 3급 기출이 답이다 / 청소년상담사 2·3급 2차 면접대비

•청소년지도사 시리즈

청소년지도사 2·3급 한권으로 끝내기 / 청소년지도사 2·3급 2차 면접대비

유통관리사/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시리즈

유통관리사1급 한권으로 끝내기 / 유통관리사1급 기출문제해설 / 유통관리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

유통관리사2급 기출문제해설 / 유통관리사2급 단기완성 / 유통관리사 2급 최종점검 파이널 /

유통관리사2급 테마별 기출족보 총정리 / 유통관리사3급 한권으로 끝내기 / 

유통관리사3급 10개년 기출문제해설 / 유통관리사3급 최종점검 파이널

•물류관리사 시리즈

물류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 물류관리사 5개년 첨삭식 기출문제해설 / 물류관리사 최종점검 파이널

기술자격

•윙크 시리즈

Win-Q 전기기능사 필기 / Win-Q 전기기능사 실기 / Win-Q 기계정비산업기사 / Win-Q 설비보전기사/

Win-Q 컴퓨터응용선반·밀링기능사 / Win-Q 항공기관·기체·장비정비기능사 / Win-Q 기계설계산업기사 / 

Win-Q 승강기기능사 / Win-Q 화학분석기사 / Win-Q 압연기능사 / Win-Q 종자기능사 / 

Win-Q 전자캐드기능사 / Win-Q 금속재료산업기사 / Win-Q 항공산업기사 / Win-Q 용접기능사 / 

Win-Q 공유압기능사 / Win-Q 침투·초음파·방사선·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Win-Q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Win-Q 생산자동화기능사 / Win-Q 설비보전기능사 / Win-Q 환경기능사 / 

Win-Q 용접산업기사 / Win-Q 에너지관리기능사 / Win-Q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Win-Q 전자계산기기능사 / Win-Q 기계가공조립기능사 / Win-Q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Win-Q 실내건축산업기사 / Win-Q 자동차정비기능사 / Win-Q 금속재료시험·열처리기능사 / 

Win-Q 가스기능사 / Win-Q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 Win-Q 수산양식기사·산업기사 / 

Win-Q 버섯종균기능사 / Win-Q 전기기사 / Win-Q 전기산업기사 / Win-Q 화훼장식기능사 / 

Win-Q 위험물산업기사 / Win-Q 위험물기능사 / Win-Q 3D프린터운용기능사 외 다수

•그린자격 시리즈

조경기능사 한권으로 끝내기 /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 산림기사·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

유기농업기능사 한권으로 끝내기 / 조경기사·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 산림기능사 한권으로 끝내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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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리즈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본서 기계편/전기편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과년도 기출문제 기계편/전기편 /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필기·실기 / 소방안전관리자 1급·2급 예상문제집 / 

소방시설관리사 1·2차 / 화재안전기준 / 소방기술사 핵심 길라잡이 외 다수

•농·축·수산 관련 시리즈

농산물품질관리사 1·2차 한권으로 끝내기 / 수산물품질관리사 1·2차 한권으로 끝내기 / 

농·축·수산물 경매사 한권으로 끝내기 / 축산기사·산업기사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실기 한권으로 끝내기

경비/노무/부동산

•경비지도사 시리즈

EBS 경비지도사 한권으로 끝내기 일반경비·기계경비 / 

EBS 경비지도사 기본서 법학개론·민간경비론·경비업법·경호학·범죄학 / 

EBS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집 1차·2차 / 경비지도사 최종점검 Final 모의고사 1차·2차 / 

경비지도사 일반경비 고득점 심화 모의고사 2차 / 경비지도사 달달달 외우는 관계법령 암기노트

•청원경찰 시리즈

청원경찰 한권으로 통과하기 /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 실전면접 2주 완성 /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 한권으로 

끝내기 /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한권으로 끝내기 / 정부청사 청원경찰 법학개론|민간경비론|적중예상문제

•공인노무사 시리즈

공인노무사 1차시험 기본서 노동법Ⅰ·Ⅱ | 민법·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공인노무사 1차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 공인노무사 1차시험 전과목 기출문제해설 /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본서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필수과목 종합본 / 공인노무사 노동법 관계법령집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리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1차·2차 / 콕콕 짚어주는 콤팩트 공인중개사 1차·2차 / 맨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 1차·2차 / 공인중개사 봉투모의고사 3회분 1차·2차 /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집 1차·2차

국제/무역/보험

•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보험 시리즈

손해사정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 손해사정사 기출문제집 1차·2차(신체) / 

손해사정사 2차 약술형+주관식 풀이형 문제집 신체·차량·재물 / 손해평가사 한권으로 끝내기 1차·2차 / 

손해평가사 기출문제집 1·2차 / 보험계리사 기출문제집 1차 / 보험조사분석사 문제로 끝내기 / 

보험심사역 실전모의고사 / 보험심사역 문제로 끝내기 / 운전면허보다 따기 쉬운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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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리즈

보세사 한권으로 끝내기 / 보세사 문제로 끝내기 / 국제무역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 

합격자 관세사 1차 3개년 기출문제집 / 국제무역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 관세사 2차 논술답안백서 / 

원산지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 원산지관리사 최종 모의고사 / 합격자 관세사 1차 3개년 기출문제집

•무역영어 시리즈

무역영어 1급 한권으로 끝내기 / 무역영어 3급 한권으로 끝내기 / 무역영어 1급 4개년 기출문제집 /

무역영어 2·3급 기출문제집

경제/금융/회계

•경제·금융 시리즈

투자자산운용사 한권으로 끝내기 / 투자자산운용사 실제유형 모의고사 4회분 PASS CODE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문제집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문제집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 모의고사 3회분 PASS CODE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실제유형문제집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핵심유형 총정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실제유형문제집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실제유형문제집 /

은행텔러 한권으로 끝내기 / 

운전면허보다 따기 쉬운 변액보험판매관리사 /

은행FP 자산관리사 1부/2부 실제유형문제집(각 권 별도 / 세트) /

한승연의 외환전문역 I·II종 핵심이론 + 실전문제(각 권 별도) / 한승연의 외환전문역 Ⅰ종 문제로 끝내기 /

무료동영상으로 한번에 끝내는 신용분석사 1부/2부 실제유형문제집(각 권 별도 / 세트) /

기술신용평가사 3급 한권으로 끝내기 / 기술신용평가사 3급 최종모의고사 / 신용상담사 한권으로 끝내기 /

매경TEST 한권으로 끝내기 / 매경TEST 600점 뛰어넘기 / TESAT 한권으로 끝내기 / TESAT 초단기 완성

•회계·세무 시리즈

hoa 재경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 

hoa 재경관리사 3주 완성 / 

hoa 회계관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 

hoa 진짜 초보도 쉽게 따는 회계관리 2급 / 

기출이 답이다 FAT 1급·2급(각 권 별도)

hoa TAT 세무정보처리 2급 / The 쉽게 합격하는 전산세무 2급 /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27회 / 출제위원 집필도서 전산회계2급 / 

The 쉽게 합격하는 전산회계 2급 / 

hoa 기업회계 2·3급 / 기출유형으로 보는 기업회계 3급 / 

hoa 세무회계 2급 / hoa 세무회계 3급 기출문제해설 /

hoa 전산회계운용사 2급 실기·필기(각 권 별도) /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 

ERP 정보관리사 회계·인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각 권 별도) /

왕초보 회계원리 / 회계 기초 탈출기 15일 플랜 /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기출문제해설집 /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기출문제해설집 /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해설집 /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기출문제해설집 / 

전산회계 1급 봉투모의고사 / 전산세무 2급 봉투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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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NCS 공사공단 시리즈

공기업 NCS 최신기출분석집·기출동형모의고사 / NCS 수리능력 합격노트 / NCS 의사소통능력 합격노트 / 

NCS 문제해결·자원관리능력 합격노트 / 공사공단(공기업) 통합편 / 공사공단(공기업) 사무직 통합전공 /

발전회사 통합편 / 항만공사 통합편 /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한전KPS / 한전KDN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서울교통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가스공사 / 교통안전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안전보건공단 / 한국중부발전 / 국립공원관리공단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한국마사회 / 한국환경공단 / LX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부산환경공단 / 강원랜드 / 인천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

•대기업 시리즈

삼성 / 현대자동차 / LG / SK / CJ / 이랜드 / 포스코 / 현대중공업 / 롯데 / 두산 / KT / 금호아시아나 /

현대백화점 / 아모레퍼시픽 / 샘표식품 / 동원 / 코오롱 / GS / 효성 / S-OIL / KCC / 삼양그룹 / 

금호석유화학 / 간호사 GSAT(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 / 현대오일뱅크 / 20대기업 인적성검사 / 

20대기업 3년간 기출문제집 / 공기업·대기업(고졸채용)

•금융권 시리즈

농협(농협은행·지역농협) / 신협중앙회 / 새마을금고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금융권(고졸채용) 

실용/상식

•상식 시리즈

이슈&시사상식 / 기출로 공부하는 넓고 얕은 상식 BOOK /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종합편> /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경제·경영> / 신문으로 공부하는 말랑말랑 시사상식<청소년> /

하루 30개 한 달 PLAN 하루상식 / 뇌가 섹시해지는 꿀잼 상식퀴즈 / 7일속성 취업 일반상식 

•THE 쉬운 DIY 시리즈

엄마는 스타일리스트 / 라풀의 새댁요리 / 스토리 북아트 /

내 아이를 위한 건강 유아식 / 디저트 로드 / 꼼꼼한 홈베이킹 / 맛있는 로푸드 / 

우리나라 문화재 북아트 / 생활 속 아로마테라피 / 

태교 바느질 엄마의 시간 / 클레이 플라워 / 엄마와 아이 그리고 커플 옷 / 셀프 홈 인테리어 가이드

•마이 프라이빗 캔버스 시리즈

사월의 손그림 일러스트 / 사월의 드로잉 노트 / 누구나 손쉽게 마이 팝아트 /

레이스키리에 비밀의 숲 속 동물원(페이퍼커팅 아트) / 엄마 애플호롱의 아이를 위한 손그림 /

윤꽃의 사계절 감성수채화 / 궈니의 작고 귀여운 손그림 일러스트 / 

킨포크 라이프를 위한 보태니컬 아트 따라하기

•럭셔리 홈베이킹 시리즈

식빵&브레드 / 롤케이크 / 머핀 / 쿠키 / 구움과자 /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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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미용 시리즈

프로가 되는 속눈썹 연장 / 미인만들기 / 반영구 메이크업 디자인 앤 스킬 / 관상을 바꾸는 반영구 화장

IT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시리즈

컴퓨터 기초&활용(윈도우 7) / 컴퓨터 셀프 정비하기 / 인터넷 기초 / 인터넷 활용 / 한글 2010 / 엑셀 2010 / 

파워포인트 2010 / 한글 2010 활용 / 엑셀 2010 활용 / 영상애니메이션(파워포인트 2010 활용) / 

카페와 블로그 / HTML 기초&활용 / 구글크롬 기초&활용 / 인터넷 정보검색&한글 문서작성(한글 2010) / 

모바일 정보검색(스마트폰 활용) / 픽슬러 디자인&리터칭 / 김프 디자인&리터칭 / 포토스케이프 / 

UCC 제작&편집(포토스케이프+파워디렉터) / 동영상 제작&편집 / 스마트폰 기초 / 스마트폰 활용 / 

스마트폰 고급활용 테크닉 / 스마트폰으로 여행 즐기기 /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 스마트폰을 활용한 UCC / 

정보화 기초(윈도우 7, 인터넷, 한글 2010) / 정보화 활용(엑셀 2010, 파워포인트 2010) 

•[뚝딱뚝딱 배우는] 시리즈

컴퓨터 기초 윈도우 7 / 윈도우 10 / 인터넷 / 인터넷 활용 / 한글 2010 / 엑셀 2010 / 파워포인트 2010 /  

엑셀 2016 / 컴퓨터 왕기초(윈도우 10, 인터넷, 한글 2010, 엑셀 2010, 파워포인트 2010)

•[아는 만큼 재미있는] 시리즈

컴퓨터 기초(Windows 10) / 컴퓨터 활용(Windows 10) / 인터넷 기초(Internet Explorer 11) / 인터넷 활용 / 

한글 NEO 기초 / 한글 NEO 활용 / 엑셀 2016 기초 / 엑셀 2016 활용 / 파워포인트 2016 기초 / 

엔트리(기초 코딩) / 포토스케이프 X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합격잡는’ ITQ 시리즈

ITQ 한글 2010 / ITQ 엑셀 2010 / ITQ 파워포인트 2010 / ITQ OA Master(2010 사용자용)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합격잡는’ DIAT 시리즈

DIAT 워드프로세서 2010 / DIAT 스프레드시트 2010 / DIAT 프리젠테이션 2010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MOS 2016’ 시리즈

MOS 2016 Word / MOS 2016 Excel / MOS 2016 Powerpoint / MOS 2016 Access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시리즈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보안 시리즈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 / 산업보안관리사

•[바이블] 시리즈

PMP Agile 바이블(PMBOK 6th Edition | 해설서)

•기타

Microsoft Teams / Power BI(2nd editon) / 오토캐드 2020 / 파워포인트 2016 / 엑셀 2016 /

엑셀 2016 매크로 & VBA 기본+활용 / 포토샵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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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밥심!

내 손으로 만들어 믿을 수 있고 건강한

Cooking Recipe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식탁 이야기

MJ의 슈퍼푸드
레시피 120

집에서 즐기는

동남아시아 현지 음식

동남아 푸드 트립

고기는 구워 먹을 줄만 아는

육류 덕후들을 위한 특급 레시피

오늘, 고기 어때?

영양사 엄마가 제안하는

똑똑한 이유식 & 유아식

맛이 예쁜 아기자기 레시피

꼬야의 캐릭터 푸드

즐거운 집밥생활의

유쾌한 동반자

피기스트의 맛툰



홈베이킹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Luxury Home Baking Series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쿠 키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구움과자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케이크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머 핀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식빵&브레드

특별한 레시피를 원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한

롤케이크



•주요 공기업 최신기출복원문제

•NCS모듈 학습 이론+기출예상문제+실전모의고사

•사무/기술직 전공(경영/경제/행정/법/전기/기계/토목)

•주요 공기업 최신기출복원문제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전모의고사 5회(모듈형 모의고사 포함)

•사무/기술직 전공(경영/경제/행정/법/전기/기계/토목) 

  실전모의고사 2회

공기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BASIC 통합편

공기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FINAL 실전모의고사 7회

공기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BASIC 
통합편 고졸(일반계/특성화/마이스터고)&무기계약직 채용

공기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FINAL 실전모의고사 7회
고졸(일반계/특성화/마이스터고)&무기계약직 채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별 시리즈
(수리능력ㆍ문제해결능력ㆍ의사소통능력 등)

[NCS 필기전형 대비 기본기 다지기]

국가직무능력표준

ROAD-MAP
(주)시대고시기획에서는 공사•공단의 채용 대비서를 출간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NCS 필기시험 도서 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NCS 대비는
시대고시기획과 함께



•2020년 하반기 포함 7개년 최신기출 수록 및 출제경향 분석

•영역별 공략비법 강의 무료 제공

•기출유형 학습을 통한 유형 확인

•최종점검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

<공기업 시리즈>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자원공사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중부

발전 / 한국농어촌공사 / 한전KPS / 한전KDN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가스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서울교통공사 / 근로복지공단 등

<대기업 시리즈>

삼성 / 간호사 GSAT / 현대자동차 / SK / LG /CJ / GS / 포스코 / 두산 / 롯데 / KT / 이랜드 / 효성 / 에스오일 / 현대중공업 

/ 현대오일뱅크 / 현대백화점 / 금호아시아나 / 아모레퍼시픽 / 코오롱 / 샘표 / 동원 / KCC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

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MG새마을금고 / 농협(농협은행·지역농협) / 신협

삼성그룹 합격을 위한 맞춤서! NCS기출 기반 채용 합격 대비서!

GSAT 삼성 3급  

온라인 직무적성검사 단기완성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NCS + 전공 + 실전모의고사 3회

•주요 공기업 및 전공 최신기출복원문제

•2020년 코레일 샘플문제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렬별 직무수행능력평가 기출예상문제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전모의고사

• NCS 채용 가이드 및 한국철도공사 기출면접

예비 직장人을 위한 합격 로드맵 !

대기업공기업 분야의 독보적인 베스트 셀러!

ROAD-MAP



참된 외국어 학습의 길잡이

시대인 대표 외국어 학습서

미국에서
기죽지 않는 
쓸만한 영어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김아란의 
영어 정복기

나의 하루 1줄 영어 쓰기 수첩 나의 하루 1줄 중국어 쓰기 수첩

나의 하루 1줄 베트남어 쓰기 수첩나의 하루 1줄 일본어 쓰기 수첩

유튜버 & 에듀테이터

 ‘김아란ʼ 집필

42만
구독자

인기 유튜브 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외국어 학습서 

유튜버 ‘소피 반ʼ 집필

25만
구독자

매일 하루 1줄씩!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효과만점” 기초 외국어 학습서

(출간예정)



꿈을 지원하는 행복…

여러분이 구입해 주신 도서 판매수익금의 일부가

국군장병 1인 1자격 취득 및 학점취득 지원사업과

낙도 도서관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고득점 합격 노하우를 집약한
최고의 전략 수험서

www.sidaegosi.com

자격증 · 공무원 · 취업까지
분야별 BEST 온라인 강의

www.sdedu.co.kr

한 달간의 주요 시사이슈
논술ㆍ면접 등 취업 필독서

매달 25일 발간

외국어ㆍITㆍ취미ㆍ요리
생활 밀착형 교육 연구

실용서 전문 브랜드

2021 자격시험 안내 총서

(시대고시기획 C-0344) 

발행일  2021년 1월 25일(초판인쇄일 2015ㆍ1ㆍ7)

발행인  박영일

책임편집  이해욱

편저  출판사업부

발행처  (주)시대고시기획

등록번호  제10-1521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 538 성지B/D] 9F

대표전화  1600-3600

팩스  (02)701-8823

학습문의  www.sidae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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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121 자격시험
안내총서

자격시험
안내총서

시대에듀 www.sdedu.co.kr

항균99.9% 안심도서
본 도서는 항균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AI면접 온라인 모의고사 무료 동영상

시대 Plus

국가기술자격

국어/한국사

한 자

금융/경제

세무/회계

경영/사무

경비/노무/부동산

국제/무역/보험

심리상담/사회복지

관광종사원

공무원

보건/위생/의학

스포츠/컴퓨터

외국어

독학사

시대에듀에서 알려드리는 자격증 합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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