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08-0609호
2013년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2013년도 제26회,27회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6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1.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인가)가 주관하는 
정책분석평가사(1급,2급,3급)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분석․평
가업무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

2. 자격의 전망 및 활동무대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컨설팅기관 등의 
전략기획․분석․평가․감사분야에 근무하거나 용역을 받아 전략기획․평가업무에 
참여하거나, 행정/공공투자기관/기업체의 기획․분석․평가․감사부서에서 사업
타당성분석이나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시험의 종류 및 과목
  o 시험종류

등 급 검정 방법 검정시행 형태
1 급 1차 시험(필기) 객관식 4지 선다형(40문제)

2차 시험(논술) 주관식(대문제1, 소문제2)
2 급 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40문제)
3 급 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40문제)  

  o 시험과목
등 급  검정과목 시험시간
1 급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각 과목별 50분
(과목별 40문제)2 급

3 급 조사방법론, 통계론, 정책분석론
4. 시험일정
회수 응시 등급 응시 차수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26회
1,2,3급 1차

(필기)
2013.4.01~2013.5.12 5/18 5/25 6/3

1급 2차
(필기)

2013.04.01~2013.6.09 6/12 6/15 6/24

27회
1,2,3급 1차

(필기)
2013.10.01~2013.11.03 11/09 11/16 11/25

1급 2차
(필기)

2013.10.01~2013.12.01 12/04 12/07 12/16

5. 시험의 일부 가산점 
1급 
1차

시험 응시자 중에서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성적취득
시 3점의 가산점, A학점 성적취득시 5점의 가산점을 부여

2급
3급

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의 성
적취득시 3점의 가산점, A학점 이상의 성적취득시 5점의 가산점 부여
분석/평가 관련분야의 경력자는 매년 0.7점의 가산점(최대 10점)

※ 가산점 인정 시 경력인정과 교과목이수 인정 중 한 가지만 인정됨
6. 시험의 전체 가산점
1급 
2차

1급1차 합격자 대상자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한 자

1급
1차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1) 강의하는 대학의 강사 이상  
2)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한 연구원(위원) 
3)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및 민간업체 직원(단, 5급 이상 공무

원 및 이에 준하는 민간기업체 경력자는 유관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 경력인정이 되는 자 또는 1급  
1차 시험응시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한 자

2급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급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써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해당자가 공개시험 응시시 전체가산점 20점 인정

 7. 학점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면제 
등급 전부 면제 해당자 요건

1급 1차 대학원에서 소정과목(8개)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

2급 대학원에서 소정과목(8개)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학에서 소정과목(12개)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

3급 대학에서 소정과목(3개)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
등급                 일부 면제 해당자 요건

1급 또는 2급
자격증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정자격증 취득자는 급수별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정자격증 : 사회조사분석사, 품질관리기사

 ▶ 대학원 및 대학의 소정이수과목은 www.sopae.kr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안내를 확인바랍니다.
 ▶ 시험과목의 가산점 및 면제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성

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수료증명서 및 검정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관리본부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8. 합격자 결정
 ▶ 1, 2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절대평가)

9.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온라인 : 정책분석평가사 홈페이지
              www.sopae.kr 또는 www.policyanalyst.net
 ▶ 시험면제 및 가산점 신청자는 해당서류와 원서를 온라인 등록 
    후 10일안에 우편접수하거나 직접제출(신청결과는 홈페이지에서  
    www.sopae.kr 또는 www.policyanalyst.net에서 확인)
 ▶ 응 시 료 : 3급-2만5천원, 2급-4만원
              1급1차-4만원, 1급2차-4만원
 ▶ 제 출 처 : (우) 137-897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0-3 대건빌딩
               5층 502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자격관리본부
                ☎ 02) 2274-0950, 팩스 0303) 0799-1178
 10. 권역별 시험 주관대학

주관대학 권역 교수 연락처
동국대학교 수도권 심익섭 02-2260-3251
동의대학교 부산 김영삼 051-890-1375

가톨릭대학교 인천, 경기서부 김관보 02-2164-4452
한경대학교 경기남부 이원희 031-670-5240
강원대학교 강원 장노순 033-250-6810
충북대학교 충북 최영출 043-261-2196
충남대학교 충남 강근복 042-821-5841
선문대학교 충남 권경득 041-530-2593
영남대학교 대구경북 김 렬 053-810-2638
경상대학교 경남 이시원 055-751-5783
전북대학교 전북 안국찬 063-270-2943
조선대학교 전남 박희서 062-230-6765
제주대학교 제주 강영훈 064-754-2931

 ▶ 기준인원에 미달한 주관대학에서는 인접대학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 문의사항 : (☎) 02) 2274-0950, Email) Sopae@sopa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