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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급 1차
-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

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급, 3급
- 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

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 분 내 용

1급 2차
- 1급1차 합격자 대상자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2차 시험 응시시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1급 1차

2급

3급 -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1.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체 가산점 인정

1) 일부 과목별 가산점 및 경력 가산점 인정

2) 전체가산점 ▶ 각 해당자 공개시험 응시시 가산점 최대 20점 인정

- 1급 1차 시험응시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1차 시험에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정책분석평가사 2급 합격한 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협회 및 시행기관,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1년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 1차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급시험 응시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정책분석평가사 3급 합격자나 전문대학 졸업 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급시험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강의하는 대학의 강사 이상,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연구원

(위원),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 (단,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자는 유관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 자는 1급 1차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 가산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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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처 특정자격증 해당 면제급수 면제과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책분석평가사 1,2급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사회조사분석사 2급 정책분석평가사 2급

품질관리기사 1급 정책분석평가사 1,2급
계량분석론

품질관리기사 2급 정책분석평가사 2급

구 분 내 용

1급 1차

가. 1급 1차 시험응시자 중에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2급
가. 2급 시험응시자 중에서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또는 대학에서 소정의 과목

(12개)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3급 가. 3급 시험응시자 중에서 대학에서 소정의 과목(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1. 특정자격 취득을 통한 일부과목면제

2. 시험과목의 전부면제

나.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강의하는 대학의 강사 이상,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연구원(위원),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단,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는 유관

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급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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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부분야 대학원 교과목

필수 분석평가의 기초지식(5과목)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선택

정책과 관리분야의 지식(1과목)
정책형성론, 정책(의사)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재무행정론, 정보체계론

분석평가의 적용영역(1과목)

복지행정론, 도시행정론, 노동정책론, 재정정책론, 건설정책론, 교통정책론, 보
건정책론, 경영정책론, 환경정책론, 교육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정보통신정
책론, 농수산정책, 통일정책론, 경제정책론, 지역개발론, 사회정책론, 외교정책
론, 여성정책론, 법정책론

분석평가의 실습(1과목)
정책사례연구, 정책학연습, 정책분석실습, 정책평가실습, 
비용편익분석, 관리과학, 행정사례연구

분 야 세부분야 대학교 교과목

필수 분석평가의 기초지식(5과목)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선택

정책의 세부지식(1과목) 정책형성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집행분야의 관리지식(2과목)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재무행정론, 정보체계론

분석평가의 적용(2과목)

복지행정론, 도시행정론, 노동정책론, 재정정책론, 건설정책론, 교통정책론, 
보건정책론, 경영정책론, 환경정책론, 교육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정보통신
정책론, 농수산정책, 통일정책론, 경제정책론, 지역개발론, 사회정책론, 외교
정책론, 여성정책론, 법정책론

분석평가의 실습(2과목)
정책사례연구, 정책학연습, 정책분석실습, 정책평가실습, 비용편익분석, 관리
과학, 행정학연습, 행정사례연구

1) 과목이수(대학원 기준)

2) 과목이수(대학교 기준)

 교과목 명칭이 대학교(원)에 따라 다른 수 있으니 협회(kapsaae@naver.com)
으로 성적증명서를 전송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mailto:kapsa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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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5 -

사진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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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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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정책분석평가사 2급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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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정책분석평가사 2급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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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점 구분

 전체가산점 해당 여부(1/3) : 경력 / 양성교육 / 보수교육 해당여부
 과목가산점 해당 여부(2/3) : 각 과목별 A, B 선택
 해당과목이 없으면 해당없음 클릭(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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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점 구분

 전체가산점 해당 여부(1/3) : 경력 / 양성교육 / 보수교육 해당여부
 과목가산점 해당 여부(2/3) : 각 과목별 A(가산점10), B(가산점5)선택
 해당과목이 없으면 해당없음 클릭(3/3)



- 13 -

2. 과목면제 구분

 특정자격(사회조사분석사/품질관리기사) 취득시 해당 여부(1~2/4)
 과목이수(3/4) : 대학교(원)학점 이수 / 경력 해당여부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클릭(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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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면제 구분

 특정자격(사회조사분석사/품질관리기사) 취득시 해당 여부(1~2/4)
 과목이수(3/4) : 대학교(원)학점 이수 / 경력 해당여부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클릭(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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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목:제41회 정책분석평가사 2급1차

- 국민은행
- 계좌번호:292501-01-148143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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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 제 41회 )

(우)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A1530호(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성적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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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 회 )

교육수료

(우)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A1530호(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A1530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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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A1530호(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Tel. 02-2274-0950  |  Fax. 0303-0799-1178  |  Email. Kapsa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