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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가성적 및 반영 자격증 기준
01. 부가성적
평가요소

점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관련학과[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조]

9점

기능사 이상 자격증 3개 이상

관련학과[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조]

6점

기능사 이상 자격증 2개 이상

관련학과[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조]

3점

경진대회 입상자(우리 대학 주최)

관련학과

3점

전국대회 입상자(전국 기능대회, 전국체전만 인정)

관련학과

6점

TOEIC 500점, TEPS 400점 이상인 자
NEAT 2급 모든 영역 B등급 이상인 자

전학과(단, 보건계열 5개 학과 제외)

6점

NEAT 3급 모든 영역 B등급 이상인 자

전학과(단, 보건계열 5개 학과 제외)

3점

해외어학연수 6개월 이상 수료자

전학과(단, 보건계열 5개 학과 제외)

3점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학과(단, 보건계열 5개 학과 제외)

6점

민간자격증 4개 이상

헤어뷰티과[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조]

6점

민간자격증 3개 이상

헤어뷰티과[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조]

4점

민간자격증 2개 이상

헤어뷰티과[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조]

2정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6점

보건행정과, 한방약재과

6점

태권도, 유도(2단), 검도, 합기도 등 3단 이상

경찰경호행정과

6점

스포츠지도사 2급, 스포츠 재활관리사 2급,
수상인명구조원, 각종 심판자격증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6점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프로아구&축구과, 경찰경호행정과

15점

미래융합학부
-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 양조발효과
- 헬스융합복지과

10점

보육교사 2급, 유치원설립자 및 원장
간호조무사

스포츠지도사/스포츠 재활관리사/스포츠 경영관리사 1급,
각 경기단체의 등록선수 출신자
산업체 근무 경력(2년 이상자)
특성화고 출신자
관련 자격증 2개 이상(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참고)

※ 부가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보건계열 5개 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6점
5점

유의사항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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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기계과, 반도체과, 전기과, 전기자동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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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단위별 부가성적 반영 자격증 기준
모집단위명

자격증명
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공장관리기술사, 광학기능사, 광학기사,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승강기기능사,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반도체과
전기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능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산업기사, 반도체설계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캐드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기타 관련 자격증
금속가공기술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비철야금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압연기능사,
압연기능장, 열처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원형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제강기능사(연속주조작업), 제강기능사(전기로작업), 제강기능사(전로작업), 제강기능장, 제선기능사, 제선기능장, 주조기능사,
주조기능장, 주조산업기사, 철야금기술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축로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장,

표면처리기술사,

표면처리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금형기술사, 금형제작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조립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사출금형기능사,
디지털융합기계과
전기자동차과

사출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연삭기능사,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접기술사,
용접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자부품장착(SMT)기능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제관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차량기술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판금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 판금제관산업기사, 프레스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승강기기능사,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조선기사, 조선기술사,
조선산업기사,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산업기사, 항로표지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기술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기타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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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방재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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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위험물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2
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과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능사, 전기철도기사,

정시모집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승강기기능사,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산업기사, 기타 관련 자격증

거푸집기능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금속재창호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조적기능사, 조적산업기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칠기기능사, 패세공기능사,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인테리어디자인과

조경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기술사, 지적산업기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목재가공기능사,
산림기능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원예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능사, 임업종묘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화훼장식기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도화기능사,
보선기능사, 상하수도기술사, 석공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콘크리트기능사,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항공사진기능사, 항만및해안기술사, 기타 관련 자격증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게임그래픽전문가,
컴퓨터소프트웨어과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기타 관련 자격증

광산보안기능사(기계분야), 광산보안기능사(전기분야), 광산보안기능사(채광분야),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시추기능사,
자원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섬유화학기사, 섬유화학산업기사, 염색가공기술사, 염색기능사(날염),
염색기능사(침염),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화학공학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세라믹기술사, 위험물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공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기타 관련 자격증

유의사항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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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명

보건행정과
한방약재과

바이오생명제약과

웹툰디자인과

k-푸드과
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의료피부미용과

자격증명

간호조무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기타 관련 자격증

복어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과기능장, 제빵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
조리산업기사(양식), 조리산업기사(일식), 조리산업기사(중식), 조리산업기사(한식), 조주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기타 관련 자격증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기타 관련 자격증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장, 이용사, 이용장
▶ 민간자격증
-한
 국업스타일전문가협회 : 업스타일아티스트 3급, 2급, 1급, 메이크업컨설턴트
헤어뷰티과

-대
 한두피모발전문가협회 : 두피모발제품분석상담사 2급, 1급
-한
 국뷰티전문가직업교류협회 : 두피모발상담관리사 3급, 2급, 1급, 업스타일뷰티아티스트 3급, 2급, 1급
-한
 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 공연예술분장사, 뷰티일러스트
-한
 국분장예술인협회 : 방송분장사 3급, 2급, 1급
-한
 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 퍼스널컬러코디네이터

부동산
공유비즈니스과

사회복지
요양서비스과

공유비즈니스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신용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투자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공경매사, 부동산컨설턴트, 지적산업기사 등

요양보호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양조발효과

Cicerone, 위생사, 한국전통주 소믈리에, 발효효소 자격증, 막걸리소믈리에 상온 3급 자격증

헬스융합복지과

노인운동컨설턴트, 요양보호사, 병원코디네이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위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