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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류전형 세부심사 기준 

   가) 사무전문직 
    ① 외국어(50점 배점)

 

점수 TOEIC TOEFL TEPS(NEW TEPS) TOEIC 스피킹 OPIC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50점 980 - 117 - 911(532) - 190 AL -
45점 960 980 113 117 873(502) 911(532) 180 190 - -
42점 940 960 110 113 833(473) 873(502) 170 180 IH AL
40점 920 940 107 110 798(447) 833(473) 160 170 - -
38점 900 920 105 107 766(429) 798(447) - - IM3 IH
36점 880 900 102 105 737(409) 766(429) 150 160 - -
30점 850 880 98 102 695(382) 737(409) 140 150 - -

 ※ 해당 구간 미만 성적은 점수 미부여. 여러개의 성적을 제출 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② 교육이수(30점 배점)
구 분 기 준

배점 기준 교육 이수 학교과목(1학점당 2점), 이외 민간교육 등(1시간 당 0.1점) 합
산하여 최대 30점 가능

인정 기준
 ‣ NCS 기반 직무수행요건 ‘학습경험’의 전공 항목에 근거함
  - 경영학, 통계학, 무역(유통)학, 광고홍보학, 전시/컨벤션/이벤트학
 ‣ 전공별 교과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학과정보’에 근거함
  - 학과별 교과목 제시 자료 (www.work.go.kr)

경영학

관련학과 교과목명

경영학과

- 기초과목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
팅, 조직행동

- 심화과목 :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계량
경영,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 기업윤리, 기업문화,  조직변
화, 노사관계, 리더십, 품질관리, 서비스관리, 벤처창업과 경영, 
e-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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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국제경영학과

- 기초과목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
팅, 조직행동, 국제경영, 국제통상, 재무관리, 생산관리

- 심화과목 : 국제마케팅, 국제경영전략, 국제재무관리, 국제인적
자원관리, 국제경영환경분석, 외환시장, 국제기업조직론, 국제조
세, 국제경영정책, 경영과 공정거래, 글로벌CEO연구, 경영정보
시스템

정보경영학과

- 기초과목 : 경영정보학개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팅, 컴퓨터 및 정보통신

- 심화과목 : 시스템분석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관리, 통신 및 네
트워크, 경영소프트웨어, 의사지원시스템, 프로젝트관리, 정보보
안 및 네트워크관리, 정보통신경영, 정보자원관리, 정보시스템
평가, 웹정보시스템

마케팅학과

- 기초과목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
팅, 조직행동, 마케팅조사

- 심화과목 : 마케팅전략, 마케팅관리, 소비자행동, 마케팅커뮤니
케이션, 인터넷마케팅, 글로벌마케팅, 광고관리, 유통전략, 유통
관리, 서비스경영, 경영정보시스템

통계학 통계학
- 기초과목 : 통계수학, 선형대수학, 표본조사론, 미분적분학
- 심화과목 : 응용확률론, 통계적 방법론, 보험통계학, 수리통계

학, 비모수통계학, 회귀분석, 표본설계론, 계량경제학, 분산분석
론, 응용확률론, 데이터마이닝

무역
유통학

무역학과

- 기초과목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무역학원론, 국제통상, 무
역실무, 국제경영, 무역영어

- 심화과목 : 무역경영, 국제경제, 국제금융, 통상정책, 통상협상, 
국제지역관계, 외환론, 국제자본이동, 국제운송, 무역자동화, 국
제지역연구, 물류관리, 대외무역법, 관세법

유통학과

- 기초과목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개론, 유통경제론, 물
류유통정보처리, 국제무역통상

- 심화과목 : 물류관련법규, 물류관리, 유통관리, 유통금융, 물류
보험, 운송망설계, 국제무역, 항만관리, 화물운송, 보관하역, 지
역경제, 국제물류통관, 국제물류법규, 물류유통정책,  인터넷유
통마케팅, 물류현장실습

광고홍보학 광고홍보학과

- 기초과목 : 광고학개론, 홍보학개론, 광고연구방법, 커뮤니케이
션이론, 광고심리학, 광고와 마케팅, 광고와 사회, 광고와 소비
자행동

- 심화과목 : 광고조사론, 광고기획론, 광고매체론, 광고캠페인, 
매체기획론, 기업홍보론, 설득커뮤니케이션, 국제광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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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1 교과목명 키워드’ 포함된 과목을 인정하며 키워드 미포함 교과목은 미인정
  ※ 해외교육이수의 경우 해당 이수과목을 온라인 네이버 사전 내 자료 제공처(옥스퍼드 

영한사전, 엣센스 일한사전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판단

    ②-1 : 서류전형 교육이수 항목 인정 교과목명 키워드

구 분 기 준

전시,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 상위 경영학 교과목 동일

호텔경영학과

- 기초과목 : 호텔경영학개론, 관광학원론, 경영학원론, 관광조사
방법론, 관광영어, 관광일어

- 심화과목 : 호텔관광서비스론, 호텔식음료관리론, 호텔소비자행
동론, 호텔식음료관리론, 경영정보시스템, 인적자원관리론, 호텔
회계원리, 호텔레스토랑사업경영론, 호텔프론트객실실무, 호텔
경영전략실무

관광경영학과

- 기초과목 : 관광학원론, 경영학원론, 관광조사방법론, 관광법규
론, 관광개발론, 관광영어

- 심화과목 : 관광정책론, 관광연구조사방법론, 관광지역경제론, 
관광지리학, 관광서비스마케팅, 관광상품기획론, 관광경영정보
론, 관광지관리론, 카지노경영론, 크루즈경영론, 항공경영론, 여
행사경영론, 리조트경영론

기타
- 전시컨벤션, MICE 학과의 워크넷 미분류로 인하여 아래 직접

관련 키워드 포함 교과목은 관련과목으로 인정함.
(전시, 컨벤션, 이벤트, 마이스, MICE, Exhibition, Convention, 

Event)

구분 키워드

경영학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팅, 조직행동,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계량경영,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 기업윤리, 기업문화, 
조직변화, 노사관계, 리더십, 품질관리, 서비스관리, 벤처창업, e-비즈니스, 국제경
영, 국제통상, 국제마케팅, 국제경영전략, 국제재무관리,  국제인적자원관리, 국제경
영환경분석,  외환시장, 국제기업조직론, 국제조세, 국제경영정책, 공정거래, 글로벌
CEO, 경영정보학개론, 컴퓨터, 정보통신, 시스템분석, 시스템설계, 데이터베이스관
리, 경영소프트웨어, 의사지원시스템, 프로젝트관리, 정보보안, 네트워크관리, 정보통
신경영, 정보자원관리, 정보시스템평가, 웹정보시스템, 마케팅조사, 마케팅전략, 마케
팅관리, 소비자행동,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인터넷마케팅, 글로벌마케팅, 광고관리, 유
통전략, 유통관리, 서비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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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키워드

통계학
통계수학, 선형대수학, 표본조사론, 미분적분학, 응용확률론, 통계적방법론,  보험통
계학, 수리통계학, 비모수통계학, 회귀분석, 표본설계론, 계량경제학,  분산분석론, 
데이터마이닝

무역(유통)학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무역학원론, 국제통상, 무역실무, 국제경영, 무역영어, 무역
경영, 국제경제, 국제금융, 통상정책, 통상협상, 국제지역관계, 외환론,   국제자본이
동, 국제운송, 무역자동화, 국제지역연구, 물류관리, 대외무역법,  관세법, 물류개론, 
유통경제론, 물류유통정보처리, 국제무역통상, 물류관련법규, 유통관리, 유통금융, 물
류보험, 운송망설계, 국제무역, 항만관리, 화물운송,
보관하역, 지역경제, 국제물류통관, 국제물류법규, 물류유통정책, 인터넷유통마케팅, 
물류현장실습

광고홍보학
광고학개론, 홍보학개론, 광고연구방법, 커뮤니케이션, 광고심리, 광고와마케팅, 광고
와사회, 광고와소비자행동, 광고조사, 광고기획, 광고매체, 광고캠페인, 매체기획, 기
업홍보, 설득커뮤니케이션, 국제광고

전시,
컨벤션,
이벤트

호텔경영학개론, 관광학원론, 관광조사방법론, 관광영어, 관광일어, 호텔관광서비스, 
호텔식음료관리, 호텔소비자행동, 호텔회계원리, 호텔레스토랑사업경영,
호텔프론트객실실무, 호텔경영전략실무, 관광법규, 관광개발, 관광정책, 관광연구조사
방법, 관광지역경제, 관광지리학, 관광서비스마케팅, 관광상품기획, 관광경영정보, 관
광지관리, 카지노경영, 크루즈경영, 항공경영, 여행사경영, 리조트경영, 전시, 컨벤션, 
이벤트, 마이스, MICE, Exhibition, Conven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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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격증(20점 배점)

  ※ 자격증 합산 가능 최대 점수는 20점(합산 자격증 개수 제한 없음)

구 분 자격증명 자격분류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MICE분야
전문자격

CMP 국제 컨벤션기획사 보유 - - -
CEM 국제 전시기획사 보유 - - -

MICE분야
일반자격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증 - 1급 2급 -
국제전시기획사 민간자격증 - 1급 2급 -

국가기술/
전문자격증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 1급 2급
사회조사분석사 국가기술자격증 - - 1급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정보처리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정보처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정보처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워드프로세서 1급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워드프로세서 2,3급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경영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 - - 보유 -

기타민간자격/
경영,무역

TESAT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 - S급/1급 2급이하
매경TEST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 - 최우수/

우수
보통
이하

국제무역사
(무역관리사) 민간자격증 - - 1급 2급

무역영어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 - 1급 2급이하

기타민간자격/
문서작성

MOS 민간자격증 - - Master Expert
이하

ITQ아래한글자격증 국가공인기술자격시험 - - A B이하

기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검정시험 - 보유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 보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 -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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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술전문직 
    ① 외국어(50점 배점)

 

점수 TOEIC TOEFL TEPS(NEW TEPS) TOEIC 스피킹 OPIC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50점 940 - 110 - 833(473) - 170 - IH -
45점 900 940 105 110 766(429) 833(473) 160 170 - -
42점 860 900 99 105 708(390) 766(429) 150 160 IM3 IH
40점 820 860 94 99 658(360) 708(390) 140 150 - -
38점 780 820 88 94 619(336) 658(360) 130 140 IM2 IM3
36점 740 780 83 88 585(317) 619(336) 120 130 - -
30점 700 740 80 83 557(301) 585(317) - - IM1 IM2

 ※ 해당 구간 미만 성적은 점수 미부여. 여러개의 성적을 제출 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② 교육이수(30점 배점)
구 분 기 준

배점 기준 교육 이수 학교과목(1학점당 2점), 이외 민간교육 등(1시간 당 0.1점) 합
산하여 최대 30점 가능

인정 기준
 ‣ NCS 기반 직무수행요건 ‘학습경험’의 전공 항목에 근거함
  -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조경학
 ‣ 전공별 교과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학과정보’에 근거함
  - 학과별 교과목 제시 자료 (www.work.go.kr)

건축

관련학과 교과목명

건축학과

-기초과목 : 건축학개론, 건축이론, 건축사, 건축설계, 건축구조
의 이해, 주택계획

-심화과목 :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축설비, 건축법규, 건축CAD, 
건축프로그래밍, 도시개발, 조경설계, 생태건축, 친환경건축, 인
테리어계획론, 건축마케팅, 건축설계경영, 건축실무, 건설관리
(CM), 건축디지털디자인(응용), 건물시스템, 건축재료 및 연구, 
건축조형론, 주거론, 건축환경계획, 친환경건축, 도시와 환경

건축공학과 -기초과목 : 건축개론, 건축제도, 동역학, 구조역학, 재료역학, 건
축재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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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1 교과목명 키워드’ 포함된 과목을 인정하며 키워드 미포함 교과목은 미인정
  ※ 해외교육이수의 경우 해당 이수과목을 온라인 네이버 사전 내 자료 제공처(옥스퍼드 

영한사전, 엣센스 일한사전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판단

구 분 기 준
-심화과목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설기술, 건설경영, 

건축공학설계, 특수구조, 건축융합, 건축환경공학, 건축구법, 
확률통계론,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음향, 수치해석, 스마트건
축생산, 강구조, 건물에너지, 생태건축

건축설비공학과

-기초과목 :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건축설비관계법규, 도
면작성, 건축설비기술

-심화과목 : 설비열역학, 시퀀스제어공학, 설비재료,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설비, 냉동설비, 배관, 위생설비, 소음진동
공학, 자동화설비설계, 빌딩자동제어시스템, 건축설비시공·적
산, 건축계획실무, 공기조화실무, 열원설비실무, 설비설계도면
작성, 건축구조실무

도시공학과

-기초과목 : 도시계획, 도시발달사,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계
획, 교통공학, 지역계획, 환경계획, 도시학개론, 도시디자인, 측
량학, 토목설계, 수리학

-심화과목 : 도시환경, 도시구조, 조경계획, 도시경제, 물류시스
템, 도시법규, 도시정책, 부동산학, 전산설계, 공간정보학, 도시
재생, 도시통계, 도시개발론, 교통시설공학, 토지정보학, 도시
자원순환관리, 토지이용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건설재료학, 
구조역학

토목공학과

-기초과목 : 공학수학, 수리학, 토질역학, 구조공학, 철근콘크리
트공학, 토목시공학, 토목설계, 방재학개론, 재료역학, 토질역
학, 지반환경, 지반개량

-심화과목 : 건설시공 및 설계, 교통공학, 댐공학, 상하수도공학, 
교량공학, 하천공학, 상하수도공학, 방재측량학, 전산구조해석, 
지반방재설계

조경학과

-기초과목 : 조경학원론, 조경사, 조토양학, 지형학, 서양조경문
화사, 조경수목학, 조경계획방법론

-심화과목 : 조경구조공학, 조경적산학, 조경소재론, 실내조경설
계, 도시계획, 환경녹지설계, 관광 및 휴양지설계, 환경과 생
태, 조경미학, 설계원리와 이론, 지리정보체계, 컴퓨터조경설
계, 조경시설물설계 및 제작, 조경환경법규, 조경계획 및 식재, 
수목보호 및 관리, 도시조경, 조경설계 및 실습, 조경시공 및 
실습, 생태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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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 : 서류전형 교육이수 항목 인정 교과목명 키워드
구분 키워드

건축학

건축학개론, 건축이론, 건축사, 건축설계, 건축구조의 이해, 주택계획, 건축구조, 건
축재료, 건축설비, 건축법규, 건축CAD, 건축프로그래밍, 도시개발, 조경설계, 생태
건축, 친환경건축, 인테리어계획론, 건축마케팅, 건축설계경영, 건축실무, 건설관리
(CM), 건축디지털디자인(응용), 건물시스템, 건축재료 및 연구, 건축조형론, 주거론, 
건축환경계획, 친환경건축, 도시와 환경

건축공학
건축개론, 건축제도, 동역학, 구조역학, 재료역학, 건축재료공학,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설기술, 건설경영, 건축공학설계, 특수구조, 건축융합, 건축환경공학, 
건축구법, 확률통계론,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음향, 수치해석, 스마트건축생산, 강
구조, 건물에너지, 생태건축

건축설비공학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건축설비관계법규, 도면작성, 건축설비기술, 설비열역
학, 시퀀스제어공학, 설비재료,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설비, 냉동설비, 배관, 
위생설비, 소음진동공학, 자동화설비설계, 빌딩자동제어시스템, 건축설비시공·적산, 
건축계획실무, 공기조화실무, 열원설비실무, 설비설계도면작성, 건축구조실무

도시공학

도시계획, 도시발달사,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계획, 교통공학, 지역계획, 환경계획, 
도시학개론, 도시디자인, 측량학, 토목설계, 수리학, 도시환경, 도시구조, 조경계획, 
도시경제, 물류시스템, 도시법규, 도시정책, 부동산학, 전산설계, 공간정보학, 도시
재생, 도시통계, 도시개발론, 교통시설공학, 토지정보학, 도시자원순환관리, 토지이
용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건설재료학, 구조역학

토목공학
공학수학, 수리학, 토질역학, 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목시공학, 토목설계, 방
재학개론, 재료역학, 토질역학, 지반환경, 지반개량, 건설시공 및 설계, 교통공학, 
댐공학, 상하수도공학, 교량공학, 하천공학, 상하수도공학, 방재측량학, 전산구조해
석, 지반방재설계

조경학

조경학원론, 조경사, 조토양학, 지형학, 서양조경문화사, 조경수목학, 조경계획방법
론, 조경구조공학, 조경적산학, 조경소재론, 실내조경설계, 도시계획, 환경녹지설계, 
관광 및 휴양지설계, 환경과 생태, 조경미학, 설계원리와 이론, 지리정보체계, 컴퓨
터조경설계, 조경시설물설계 및 제작, 조경환경법규, 조경계획 및 식재, 수목보호 
및 관리, 도시조경, 조경설계 및 실습, 조경시공 및 실습, 생태복원계획



- 9 -

    ③ 자격증(20점 배점)

  ※ 자격증 합산 가능 최대 점수는 20점(합산 자격증 개수 제한 없음)

구 분 등급 종목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국가공인
자격증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
건축사 국가전문자격증 보유 - -

국가기사
자격증

도시계획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실내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건축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건설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국가산업기사
자격증

건설안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실내건축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건축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조경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기능사자격증
실내건축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설비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전문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워드프로세서 1급 국가기술자격증 - - 보유 -

워드프로세서 2,3급 국가기술자격증 - - - 보유
기타민간자격/

문서작성
MOS 민간자격증 - - Master Expert

이하
ITQ아래한글자격증 국가공인기술자격시험 - - A B이하

기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검정시험 - 보유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 보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 -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