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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n 1963. However,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s have been unaccepted and unrecognize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each ministry, but the official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us,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has many 

problems in system itself and operating.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with the syste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 ho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limits the scope to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PㆍE. We suggest 3 ways to improve the 

qaulification examination; (1) The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s, (2) The testing method, and (3) The 

un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operation.

Keywords : Qualification, P․E(Professinal Engineer), NCS(National Competency Standrds) 

1. 서 론

기술사 제도는 1963년도 당시 경제기획원의 기술사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을 통해 

기술사 배출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1981년 현 고용

노동부로 이관되어 운영되게 되었다[6]. 1976년도 한때 

폐지되었던 기술사법은 [Figure 1]과 같이 1992년도에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활되어 그 운영

의 관리주체가 되었다.

또한, 13개 주무부처에 사업법에 따라 기술사를 활용하

고 있다. 기술사 제도는 애초 공공안전 확보 및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활용을 그 목

적으로 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최고 상위 등급의 자격

으로 인정받고 있다. [Figure 1]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Qualific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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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사 제도는 그 법과 제도의 분산 운영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1973년도부터 각 활용

법령을 근거로 하는 학·경력 기술자 제도로 인하여 기술

사 자격의 실효성에 대해 보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4]. 

또한, 자격취득 기술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적이 가능한 

교육의 부재 및 현장 실무경력 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을 고려하여 산업현장 수요와 국제화에 따른 수준에 맞춘 

효율적이고 실증적인 기술사 역량 검증과 투명하고 객관

적인 검정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술사 검정방식에 대

한 국내 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미국 및 일본 등 외국 사례

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내 기술사 현황

2.2.1 기술사 자격 현황 

기술사 자격 종목은 <Table 1>에서 보여지듯이 8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누적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건축시공, 토목시공, 건설안전, 토목구조의 순으로 

나타난다[5].

기술사는 2020년 현재 총 53,349명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42%인 22,412명이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4].

특히 2019년 11월 기술사 자격등록갱신 제도를 도입

한 이후 2020년 3월 현재 39%가 감소한 20,339명만이 

갱신에 참여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Figure 2]와 

같이 단일 5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5]. 등급체계에서 살

펴보면 기술사 자격에 응시조건은 자격증 보유자를 기준

으로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을 

요구한다. 

또한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학력 소지자의 경우 4년제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6년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2.2.2 기술사 검정일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 및 방법은 [Figure 2]와 같

이 각 등급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기술사 등급의 경우 해

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

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조사·시험·시공·감

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8]. 

또한 검정방법에 있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타 등

급과 약간 상이하다. 필기시험의 경우 타 등급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술사 등급은 단답형 또

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수행한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기술사 등급을 제외한 등급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통해 최

종 합격자를 평가한다. 

그러나 기술사 등급은 구술형 면접시험에 의해 합격여

부를 판정한다. 모든 등급은 공히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Table 1>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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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은 현재까지 별다른 수정없이 수행되어 왔으나, 

글로벌 환경변화와 4차산업 발전에 따른 검정방식 변경 

및 개선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3]. 특히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 수업과 훈련 및 자격검정방식 역시 시대의 흐름

에 개선되고 자격의 공증성과 타당성이 합치될 수 있는 새

로운 검정방법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필요하다. 

2.2 국외 기술사 자격제도 

국외 기술사 제도 중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

는 영국 자격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2.2.1 일본 기술사 자격제도 

일본의 기술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기

술사법에 의한 국가검정에 의해서 기술사를 선발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도 기술사시험에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 정규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의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험은 기초과목, 적성과

목, 공통과목, 전문과목의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공학계열의 졸업자에 대해서 1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술사보’의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사보는 우리나라의 기사자격 수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사보에 합격한 자는 

통상 4년 간의 지도 기술사의 지도하에 실무를 익히면 2

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사 자격을 갖게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7년간의 실무경험자에 대해서 바로 

기술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으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하

여 합격하면 기술사가 될 수 있다. 

일본 기술사 2차 시험은 1차와 다르게 오지선다형과 소

문형으로 구성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전체 7시간으로 공

통, 선택, 필수과목 시험 후 면접시험을 수행한다. 이때, 

공통과목은 20문제의 오지선다형으로 4년제 이공대학졸

업자는 면제 대상이다. 전공과목은 전체 3시간으로 기초

지식 10문제 오지선다형으로 실시되며, 전문지식은 10문

제 중 3문제를 택하여 소논문형으로 실시된다. 

일본 기술사 시험에서 면제되는 자격 기준은 이공계 대

학 졸업자와 1급 국가자격증을 갖춘 자는 공통과목이 면

제된다. 현 기술사로 동일부문에 수험한 경우 공통, 기초, 

전문 과목 모두 면제되지만, 적성 과목 만큼은 시험에 응

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기술사로 타 부문에 응시하는 경우, 적성 

및 전문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일본의 기술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행되며, 매년 3~4월에 시험접수를 하고, 

8~9월에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서 12월에 구두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

음 해 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2.2 미국 기술사 자격제도 

미국의 기술사는 각 주에서 정한 주법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마다 자격을 갱신

[Figure 2] Q-net National technique license level and qualification for examination[5] 



70 기술사 자격 검정 개선에 관한 연구 박 재 현·최 성 희·정 영 득

하여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기술분야

에 따라 자격취득절차, 시험 및 자격관리는 다소의 차이

가 있다. 일반적인 응시 자격은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

한 후 기사 시험 성격인 EIT(Engineer In Training) 시

험에 합격한 자로써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후 PE 

(Professional Enginee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사는 전문 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로 분리되는데, PE 자격증의 교부는 각 주의 면

허교부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주의 복합

적인 면허교부위원회가 모여서 공학 및 측량을 위한 국가

시험협의회를 구성하여 검정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PE에 

합격한 자는 주정부의 State Broad of Registration에 등

록하면 등록 기술사(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을 갖게 된다.

전문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다음

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공학 및 기술교육인증협회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즉,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공학인증

위원회에 의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학사 학위가 요

구되며, 기술인증원회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학사 학위에 

대해서는 주에 따라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실무 경험에 대하여 

증빙할 경우, 학력의 부적격성을 보상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둘째, 공학기본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공학기본시험

에 응시하는 학생은 수학, 화학, 정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공학, 전기회로, 공학경제 등의 과

목에 대한 180개의 객관식 문제를 8시간 동안 풀어야 한

다. 이 시험은 모든 주에서 같은 문제로 동시에 1년에 2회 

실시한다.

셋째, 시험의 응시 자격은 캘리포니아주, 메사추세츠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 버몬드주는 3학년 때 공

학기본시험을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른 주들은 대학 4학

년에 한하여 공학기본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

며, 보통 2/3정도가 합격을 한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기술사보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기술사 보의 자격을 가

지고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 전문엔지

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요건이

다. 주에 따라 실무경력을 정해진 전문엔지니어의 감독하

에 쌓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넷째, “공학의 원칙 및 실무에 관한 시험(Principles 

and Practice of Engineering Examination : PㆍE)”에 

합격하는 것인데,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3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PㆍE 시험의 기술자격분

야는 화학공학, 토목, 기계, 금속, 광업자원, 핵연료, 석유

탐사 등의 16개 분야이며, 시험은 8시간 동안 치르게 되

며, 오전에는 주관식 4문제를 풀게 되고, 오후에는 4종목

의 객관식 문제 그룹을 풀어야 한다. 80점 만점의 시험에

서 48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는 합격하게 되며, 합격률은 

응시자의 50%에서 60%정도가 된다.

앞에서 설명한 미국 전문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의 검정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는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2> P․E Test Process of USA 
Examinee(College Graduate)→ Level 1 Test → Registration 

→ EIT(Engineering Institute of Technology, More than 4yrs 

working experience under PE) → Level 2 Test Registration

→ PE  

2.2.3 영국 기술사 자격제도 

영국의 기술사 자격은 공인기술사(CEng. : Chartered-), 

법인기술사(IEng. : Incorporated-),공학기술사(EngTech. 

: Engineering Technician)로 구분된다.

공인기술사는 영국 왕실헌장(Royal Charter)을 근거

로 기술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인가된 

엔지니어링 학과 졸업자 중 우수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

자, 인가된 교육과정의 2/3 이상의 성적이 적정 수준 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인가되지 않은 과정의 졸업자는 후보자 

리스트에 기록하고 part 2 시험의 중간부터 해당과목을 

선택하거나 대학의 해당 강좌를 수강하여 인가된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법인기술자의 응시자격은 Edexcel 재단 스코틀랜드자

격원(SQA: Scottish Qualification Authority)의 교육과

정 이수자, Edexcel/SQA의 고등국가학위 또는 인가된 

엔지니어링 과정의 공업기술학사에 한하고 있다.

반면, 공학기술자는 민간자격으로 공인기술자와 법인

기술자와는 다르게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을 취득

한다. 

1. 대학에 의한 자기 평가보고서 

2. 엔지니어협회의 인정신청서 

3. 위원회에 의한 서류 심사

4. 협회가 1일간의 방문조사 

5. 엔지니어협회, 위원회에 의한 결과의 심사승인 (교

육기관의 인정 유효기간은 최고 5년)

다만, 자격 취득시 자격에 대해 공학협회에서 계속교육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를 추진

하여 유효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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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는 공히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인기술자의 경우 1단계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가

된 우수한 학위자로서 2단계로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한 

2년 이상의 훈련(비공식인 경우 4년 간의 훈련, 경험이 

요구됨)이 요구되며 3단계로 최소 2년 이상의 적정한 엔

지니어링 경험 및 전문성에 대해 검토받게 된다. 특이한 

점은 최소연령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기술자는 1단계로 인가된 BTEC (Business and 

Technology Education Council) 고등국가자격 혹은 엔

지니어링 교육 이수자로써 2단계로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

한 2년 이상의 훈련 (비공식인 경우 법인 기술자 보다 긴 

훈련기간 요구)을 요구한다. 3단계로 교육훈련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2년 이상의 적정한 엔지니어링 경험 및 전문

성 검토를 위한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이 또

한 연령 23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기술자의 경우 1단계로 BTEC 국가자

격에 예시된 엔지니어링 교육을 이수한 자로 2단계인 승

인된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의 훈련을 거치고 3단계로 일

정수준의 교육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

다 이 자격 또는 연령 21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합격자는 상위자격으로 수행 경력에 의해서 승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 자격의 특징은 추천인제도로 적절한 증빙서류 이

외에 충분한 경험과 1년 이상의 훈련과 2년 이상의 경험

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처럼 자격 수여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평생능력개발

을 원칙으로 하는 경력 위주의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기술사의 검정자격을 살펴보면 3개의 부분으로 구

분하여 Part 1 시험은 영국의 3년간 제 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4개의 필수과목과 2개의 선택과목에 합격하면 

Part 1 시험 관련 자격보유자로 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Part 2 시험은 3종류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41개 

학과목 중 5개 학과목을 선택하고, 1과목은 기술사 단체

에 속하는 엔지니어 필수전공과목의 시험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과목은 엔지니어링의 인가된 우수학위를 시험기준으

로 본다.

마지막 부분으로 Part 3 시험은 면접으로 시험을 실시

하여 합격을 판단한다.

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1999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10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조정표준 명칭 통

일 및 개발주체 일원화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

였다. 

이에 따른 표준의 개발체계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를 기반으로 대분류 24개, 중분류 80개, 소분류 257개, 

세분류 1,022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NCS 분류체계는 <Table 3>과 같다[6].

<Table 3> Classification System of NCS[6]

NCS는 [Figure 3]과 같이 직무보다 하위요소인 작업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들로 구성된다. 이들 능력단위는 

작업에 있어 개인이 혼자서 하는 최소의 직무를 뜻하며, 

이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KSA) 

등이 하부구조이다. 

[Figure 3] Competency unit Structure in NCS 

NCS의 개발은 교육-훈련-자격의 등가를 위한 국가표준

으로 이를 위해 각 수준을 <Table 4>와 같은 정의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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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CS Level[6]

Level Section Detail

8

Definition

1. The capable level abling to create a new theory ussing the highest degree of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to perform extensive technical tasks with the highest-skilled, and having the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overall organization and tasks

Knowledge 

technology

2. The capable level abling to create a new theory ussing the highest degree of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3.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extensive technical tasks with the highest-skilled

Capability 4. The capable level having the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regarding overall organization and tasks

Working 

Experience
5. The achievable level after working at level 7 for 2-4 years

7

Definition

6. The capable level abling to use the spcialized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to perform 

extensive tasks with the high-skilled, and to requir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o the result 

by others

Knowledge 

technology

7. The capable level abling to use the spcialized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and to use 

the theory and knowledge in the analogous fields

8.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extensive tasks with the high-skilled

Capability 9. The level requiring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o the result by others

Working 

Experience
10. The achievable level after working at level 6 for 2-4 years

6

Definition

11. The capable level abling to freely use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within independent 

authority, to perform various tasks with general skill, and to deliver knowledge and know-how 

in the relevant to others

Knowledge 

technology

12. The capable level abling to freely use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13.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various tasks with the general skilled

Capability
14. The level requiring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o the result by others

15.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within independant authority

Working 

Experience
16. The achievable level after working at level 5 for 1-3 years

5

Definition

17.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very complicated and unsual tasks within comprehensive 

authority using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and to delver the knowledge in the relevant 

to others

Knowledge 

technology

18. The capable level abling to freely use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19.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very complicated and unsual tasks

Capability
20. The capable level abling to deliver the knowledge in the relevant to others

21.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very complicated and unsual tasks

Working 

Experience
22. The achievable level after working at level 4 for 1-3 years

4

Definition
23.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various and complex tasks within general authority using 

restrictive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Knowledge 

technology

24. The capable level abling to use restrictive theory and knowledge in the relevant

25.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m various and complex and tasks

Capability 26.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within general authority

Working 

Experience
27. The achievable level after working at level 3 for 1-4 years

3

Definition
28.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tasks with a certain degree within limited authority using basic 

theory and general knowledge in the relevant

Knowledge 

technology

29. The capable level abling to use basic theory and general knowledge in the relevant

30.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m tasks with a certain degree

Capability 31.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within limited authority

Working 

Experience
32. Theachievablelevelafterworkingatlevel2  for 1-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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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 기술사 등급 수준을 NCS 등급 

수준 중 6레벨 이상이라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3. 기술사 등급의 NCS 연계 

3.1 NCS-자격체계상 기술사 자격

NCS 중분류-소분류-세분류 체계에 따른 현행 국가기

술자격체계를 매칭하고 이에 따른 기술사 자격 종목은 84

개 자격이고 일부 예시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예시에서 제시되는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에 대해 그 

세부내역 및 NCS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NCS기반 

기술사 자격검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의 1차 필기검정은 품질계

획 및 설계, 품질관리조작,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원가 관

리 및 산업 표준화,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6과목에 

대해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시험시간은 매 교

시당 100분으로 총 400분간 이루어진다. 

1차 시험의 각 과목별 검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Level Section Detail

2

Definition
33.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rputin and proceduralised tasks using general knowledge in 

the relevant

Knowledge 

technology

34. The capable level abling to use general knowledge in the relevant

35.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routine and proceduralized tasks

Capability 36.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rm with general direction and supervision

Working 

Experience
37. The achievable level after working at level 1 for 6-12 months

1

Definition
38. The capable level abling to perfom a simple and repetitive task using basic general knowledge 

such as understanding letters and simple caluation

Knowledge 

technology

39. The capable level ablling to use basic knowledge of calculating and understanding letter

40. The capability level ablling to perfom simple and repetitive tasks

Capability 41. The capable level ablling to perfome tasks with detail direction and stric supervision

<Table 5> A Example of P·E Qualifications with NCS & Qualification System 

NCS Classifcation Structure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Qualification

Medium

Category

Small

Category

Detail

Category

Qualification Large 

Catgegory

Qualification 

Medium Catgegory
Engineer

1. Planning
1. Management 

Planning

01. Management Planning

02Management/

Accounting/

Office

021 Management

　

02. Management 

Assessment
　

2.Administraition/

HumanResource
1. Administration

01. Administration 　 　

02. Asset Management 023 Office Work 　

3.Finance/

Accounting

1. Finance
01. Budget 　 　

02. Capital 　 　

2. Accounting
01. Accounting Audit 022 Accounting 　

02. Tax 　 　

4.Production/

QualityControl

1. Production 

Management

01. Purchasing

024 Production 

Management

　

02. Material Management Packaging

03. Process Management
Factory 

Management

04. SCM 　

2. Quality Control 01. QM/QC Management Quality Control

3. Supply Chain 

Management

01. Supply Chain 

Management
　

02.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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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과 같다. 1차 합격자에 대한 2차 시험은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약 30분간 진행되고 필기나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단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기술사로서의 품위와 자질

에 대한 면접이 추가되어 기술사가 갖추어야 될 주된 자

질, 사명감, 인성 및 기술사 자기개발과제에 대해 설명해

야 한다. 

이와 같은 출제기준은 2015년부터 NCS개발이 안정화 

되면서 출제기준과 NCS를 일치시키는 노력으로 수행되

었다.

다음으로 현행 NCS에서 요구하는 QM/QC관리 표준은 

02. 경영회계세부 중분류 04. 생산품질관리, 소분류 02. 

품질관리, 세분류 01, QC/QC 관리에 해당한다. QM/QC 

관리 표준에서 정의한 능력단위는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6> A Standard for an Qualification PㆍE Examination 

Main Details

1. Quality 

Planning amd 

Design

1. Quality Planning(Vision, Policy, Establishing and developing a strategy)

2. Quality Design(QFD, System, Parameter, Tolerance Planning)

3. Developing and Quality Assurance System(Product Planning, Design, Material Production, Product 

Inspection, Sales and Marketing Step)

4. Quality Management Model

5. Quality Safety Management

6. Customer Management(Customer Management Planning, Performance Evalua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etc.)

2. Quality 

Management 

Operation

1. Selecting Quality Characteristics(Origin, Upper Class, Middle Class, Lower Class characteristics)

2. Measurement System Analysis(Uncertainty, Discrimination, R&R, Stability, Linearity)

3. Sample Design (General Inspection Practice, Sampling Method and Sample Inspection)

4. Quality Management Application Technique ( QC & New QC 7 Tools Using Method)

5. Control Chart Utilizing & Process Capability Index(Coefficient, Control Chart for Variables, Multivariate 

Control Chart, Control Chart Interpretation)

6. Quality Information Management

7. Service Quality Management

3. Statistic 

Quality Control

1. Probability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Normal, Lognormal, Gamma, Triangular, Uniform, Weibull 

Distribution), (Statistic Distribution : t, Chi Square, F, Hypergeometric, Binomial, Poisson Distribution)

2. Stochastical estimation (Statistics : Z, t, Ｘ2, F test & estimation)

(Enumerated Data : Defect Rate, The quantity of the defect, Range, Contingency table test)

3. Regression analysis(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regression analysis)

4. Applied stochastic analysis(Multivariate analysis, Conjoint analysis, Non-parametric statistics) 

5. Experiments design(Principle of experiments, 1-way & 2-way factorial design, Factorial experiment, 

Orthogonal experiment, Split-plot design, Confounding, Fractional factorial desig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tc.)

6. Quality Engineering(SN ratio & loss function, design and analysis of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4. Quality Cost 

& Industry 

Standardization

1. Quality Cost Management

2. General Standardization(Neccesity, Purpose & Effects, Standardization within the company)

3. Using Industry Standard (Numerical Closure, Standard Number, Package, System, etc.)

4.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SO, KS, Single PPM, APQP, etc.)

5.ReliabilityDe

sign& Analysis

1. General Reliability

2. Reliability Measurement & Test

3. Interpreting a failure mode and Forecasting reliability

4.ReliabilityAnalysis(RAMSControl,FMEA,FTA,ReliabilityManagement,SystemReliability) 

6. Quality 

Improvement

1. Value Engineering

2. 6 Sigma, LEAN

3.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4. Quality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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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 Standard for QM/QC

이 중 6수준 이상을 살펴보면 품질전략수립, 품질코스

트관리, 안전품질관리 등 3개 능력단위가 해당된다. 5수

준은 서비스품질관리, 설계품질관리, 품질보증체계확립. 

신뢰성관리, 품질경영시스템인증관리 등 5개 능력단위가 

해당된다. 

NCS에서 요구하는 6수준 능력단위인 품질전략수립의 

공통 지식 및 기술요구사항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Demands of Knowledge & Skill of Quality 

Strategy 

 

품질코스트 관리에 대한 능력단위에서 요구하는 지식

과 기술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The Demands of Knowledge & Skill of Quality Cost 

표준수준 6에 해당하는 마지막 안전 품질관리에 해당하

는 능력단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요구사항은 <Table 

10>과 같다. 

<Table 10> The Demands of Knowledge & Skill of Safety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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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122회 필기

시험을 예로 들면, <Table 11>과 같이 음영으로 표시되

는 출제 주요항목과 표준능력단위에 대해 적절히 분배하

여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경영 전략 

및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필기문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

로 보여진다.

<Table 11> NCS Items on the 122nd PㆍE Exam

<Table 11>의 출제기준과 언어적으로 공통인 내용으

로 1:1 매칭을 했을 경우,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은 출

제 주요 항목에서 빠져있으며 통계적 품질관리와 신뢰성 

설계 및 분석은 하위수준의 능력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형

태이다.

여기서 NCS와 출제 기준의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있으며, 표준이 2019년도 개정을 통해 2022년도

까지 출제기준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2년에

는 출제와 표준 모두 새롭게 QM/QC 관리에 대한 직무분

석부터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요인 및 방향

2절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기술사 자격검정의 개선요

인 및 방향에 대해 다음 세가지 부분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시험 방법론의 개선이다. 외국의 기술사 자격의 

경우 1차 합격 이후 일본의 ‘기술사보 4년’과 미국의 ‘등록

기술자 경력 4년’과 같이 관련 직무 경력에 대한 인증 이후 

2차 시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차

이는 국가기술자격이 자격을 위한 자격으로 그 실효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다. 

또한 <Table 12>와 같이 국내 기술사 자격의 응시기준을 

살펴보면 1차시험 응시의 대표적인 기준이 ‘기사’ 자격 취

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

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 역시 그 기준이 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응시기준

이 비슷하지만 1차 시험 합격 후 실무에 근무한 경력 4

년이 구비된 자에 한해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검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외국의 경우 1차, 2차 

검정방법을 살펴보면 1차 종목을 공통, 기초, 직무, 적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다양하

게 검증하고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사전에 응시자의 학력

과 관련 직무경력에 대해 검토하고 2차 시험 종목을 면제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 및 응용에 대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2차 시험 전에 국가가 요구하는 경력 

및 학력(학위 등)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와 경력요건 그리고 2차 시험에 통과한 경우 일본은 최종 

면접을 통해 합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PㆍE에 등재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을 살펴보면 <Table 6>

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등급체계의 상위등급 체계를 유지

하기 위해 기사 시험의 연장 및 난이도 상향을 통해 등급

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술사가 가져야 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 응용 능력과 산업과 직업의 국제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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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직무 분야에서의 효율적이

고 실증적인 기술사 역량검증과 업무의 책임보다는 종목 

및 과목에 의존한 기보유자들의 자격 종목 유지를 위한 자

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세 번째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주체 그리고 시행 등의 

주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73년부터 운영되어온 국가기술자격을 통하지 않는 개

별법에 의한 학ㆍ경력 특급 기술사인 인정기술사 제도와 

같은 통일된 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현재 학ㆍ경력기술사 인정제

도는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 수행되고 있지만, 현장에

서 느끼는 인정기술사는 그 전문성과 책임성 때문에 환영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응시자의 학

력과 경력에 대한 응시 당사자의 동일 또는 유사직무 학ㆍ

경력에 대한 추적적이고 지속적인 증명에 대해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학력과 현장실무경력에 대한 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로 인정하여 활용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술사 등급의 검정방법 개선방안 

4.1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개선방안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직시해

야 할 것은 국내 자격 등급체계라 판단된다. 국내 자격 등

급체계는 기존 일원화된 8등급 체계에서 2장의 [Figure 

2]처럼 1998년 제도개선 이후 일원화된 5등급 체계로 변

화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르면 수준을 8등급 체계

로 구성하여 2014년 이후 약 7년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과 자격 그리고 학력과 경력에 대한 등급체계를 통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균 학력을 가지

고 있다. 현재 200여 개의 4년제 대학과 140여 개의 전문

대학 그리고 50여 개의 대학원 대학 그리고 60여 개의 기

타대학 등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9]. 또한, 

1998년도 평준화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고등교육재학

생은 83만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력인구의 감소

로 인해 <Table 13>과 같이 2020년에는 72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은 거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일반대학은 오히려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역시 30% 이상 증가하여 고학력 중심으로 변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년, 3년 4년제 전문대학의 

허용으로 대학의 경계 및 복수전공으로 인한 인문 및 이공

계에 대한 학력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Table 12> Applying Critera for the PㆍE Examination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4 years after 

achieving an engineer qualification. The job filed 

includes the similar job fields determin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w and is called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in the rest

2.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5 years after achieving an industrial engineer 

qualification

3.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7 years after achieving a certified technician 

qualification

4.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6years after achieving a bachelor degree in related 

major where the person applies. The major i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s called the related major in the rest.

5. A person who achieve other kind of professional 

engineer qualifications in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6.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7years after achieving in the related major at 

3yrs-junior college

7.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8years after achieving in the related major at 

2yrs-junior college

8.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6years after completing an engineer level-technical 

training program for each field of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in the training organization determin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w

9.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8years after completing an industrial engineer 

level-technical training program for each field of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in the training organization 

determin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w

10. A person who have a job experience at the same or 

similar job field,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more 

than 9years

11. A person achieving the qualification required for the 

same field from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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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ange of Students by Higher Education

Year Candidates
Junior 

College
University

Open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9 795,998 306,802 319,278 49,648 84,273

2000 819,779 318,135 321,399 47,387 94,079

2001 839,516 322,687 327,031 50,949 99,562

2002 819,052 311,304 320,534 47,175 102,784

… … … … … …

2009 791,025 242,525 347,750 34,157 120,088

2010 817,225 249,144 358,511 31,240 126,958

2011 832,631 249,693 361,686 31,619 126,872

2012 817,142 238,952 372,941 28,822 126,116

2013 788,994 227,707 365,515 29,576 126,860

2014 791,242 221,750 363,655 25,406 127,757

2015 774,611 214,466 355,772 21,730 129,201

2016 756,527 208,808 348,393 18,301 126,972

2017 735,581 200,021 343,076 16,835 122,920

2018 734,291 198,110 342,841 16,463 123,705

2019 733,517 197,897 343,248 14,689 123,922

2020 726,981 188,533 342,699 13,161 127,057

이러한 이유로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각 학

력의 수준을 현재 NCS의 등급체계와 같이 등가 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표준에서 말하는 학ㆍ경력 수준은 Level 3까지를 고등

학교 졸업자 수준, Level 4를 전문대 졸업 수준, Level 

5를 대학 졸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력 수준에 대한 보증이 각 대학과 졸업생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변화 요구에 따라 자격체계의 계열을 부활

하여 단일계열에서 [Figure 4]와 같이 기술계와 관리계로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를 개선할 것에 대해 제안

한다. [Figure 4]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계열별 이원화 

체계로 8수준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추후 임금 및 사회 

형평성에 대해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4] A Sample Model for Qualification System 

계열별 등급별 개략적 시스템 운영개선 내용은 [Figure 

5]와 같다.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 학력과 경력은 보완적인 요

소로 운영되며 양측 계열에서 서로 요구하는 학ㆍ경력이 

미달 시 관련 자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ㆍ경력기술사 

인정제도 역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 증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

여 직업교육과 학원과 같은 교육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력증명의 경우 개인기업과 실제 

업무와 차이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고용부

에서 상공회의소 및 SC(Sector Council)등 관련 업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 책임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igure 5] A Suggest for New Tw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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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추후 국가 보수체계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등급상향을 원한다면 관련 계열에

서 요구하는 학ㆍ경력을 만족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해당 계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보수체계를 인정한

다면 호봉이 아닌 개인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구축될 것

으로 보인다. 

4.2 기술사 자격검정방법 개선방안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술사 검정 방법은 <Table 12>와 

같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2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 따라 2차 시험에서는 실제 근무경력에 대한 면접 질문

과 서류심사에 국한된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사회적 위치

와 기술사 등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련 직종 실

무경력 또는 국가가 공인한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술사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절에서 제시한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개선에 따라 

‘관리기술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식 역량에 대해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관리기술

사는 기존 등급에서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NCS기준에 기초하여 출제기준에 따라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 자격을 준다. 단, 이 경우 관리기술사는 

기술사가 가지는 감리와 책임 업무는 사회에서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일본의 기술사보와 같이 해당 기술사의 직무

를 보좌할 뿐 그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른 필기시험은 일본기술사 시험과 같이 분야별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과목, 적성과목, 전공과목(직종, 직무)로 구분하여 운

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상 공

학인증제 및 학점인증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목 면제없이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하도록 한다. 

1차 필기 과목 중 공통과목은 기존 기사등급까지 필요

로 하는 NCS 6수준 미만 품질통계, 신뢰성공학, 품질코스

트 등 능력단위에 대해 실제 관련지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진행한다. 

적성과목은 관련 직종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사 

법령 및 산업에서 요구하는 법과 규정 사회문제, 미래 산

업과 직업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해 검증을 통해 기술사로서

의 다양한 지식에 대해 검정을 수행한다.

마지막 전공과목은 3장 <Table 8~10>에서 제시되는 

NCS 지식 능력단위요소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자는 현행과 같은 

관련 직종 기업에 취업하거나 기술사를 보조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실제 누적 근무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

력의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관련 논문이 관련 

직종에 적합한 것임을 교육부를 통해 증명하여 만족한다

면 최종 기술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사시험은 현행과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성

하되 NCS 6수준 이상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구

성하여 운영한다. 서류심사는 1차 필기합격 후 4년 간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학력과 경력에 대해 기술사 협회 또는 

관련 부처의 공증을 통한 서류만 인정한다. 특히, 개인사

업자와 소규모 하청기업에 근무한 합격자에 대해 실제수

행직무에 대해 관련부처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부를 판단

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서류에 합격한 자는 4년간

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동일직종 심사위원과 면접을 진행

한다. 시험면접관은 반드시 공학관련 준학사 이상의 소지

자로 관련 직종 30년 이상의 유경험자 또는 관련 직종 박

사와 기술사 등 구체적인 인적요구를 만족하는 자를 인력

풀에 등재하고 이들 중 보안으로 섭외한다. 섭외된 심사위

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자유 면접을 통해 적/부를 심사하

고 3인 전원일치에 의해 합부를 결정한다. 만약 면접에서 

3인 전원일치가 안될 경우 1회의 보완기간(면접 후 1주일

내)을 주어 부적격 상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시된 자료에 대해 재

심을 해당 면접관들이 검토하고 최종 합부를 판단하여 공

단에 통보한다. 개선을 위한 검정방법에 대해 요약하면 다

음 <Table 14>와 같다.

<Table 14> A Summary of Improvement for PE Examination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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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격제도 및 운영의 일원화 방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격(Qualification)은 고등교육 

졸업에 대한 학위인정(Diploma),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면허(License), 각종 직업 및 훈련 학교 등을 이수하는 

이수(Certification).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Qualification)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자격의 운영 자체가 교육부, 고용부 및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학력에 관련한 것은 교육부

가, 기술자격에 관련된 것은 고용부가, 그리고 각종 필요

에 의한 기술에 대해 개별법상 관련 부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격, 훈련이 별개로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

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같이 자격의 운영에 대해 제도의 

운영 및 집행기관을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자격

들을 NCS기반의 틀에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할 필요

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사 등급과 같이 상위등급은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통용성을 인정받을만한 조직에서 기술

사 제도의 관리 및 운영 시행 및 자격에 대한 보증까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자격의 시행에 대한 책임과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만, 실제 기술사는 자격취득 후 그 활동과 보수교육 및 자

격의 유지에 관련해서는 기술사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체계로 기술사 등급을 상향할 

경우, 반드시 1차 필기 합격 이후 관리기술사로 수행된 학

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하고 기술사 자격 2차 경력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을 주관하는 공

단은 2차 면접시험까지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2차 

면접시험 전 학력과 경력에 대한 보증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아래[Figure 6]과 같이 

체계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6]에서 알 수 있듯 기술사 자격에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시행에 대한 총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

하고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관련 부처들이 인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이때, 교육부는 기술사의 학력에 관련되

어 인정하고 기술사 협회는 관련 경력 및 보수교육에 대해 

총괄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각 부처간의 협업과 관련 기관과의 빠른 업무

협조를 통해 국내 자격의 학력-경력-훈련-자격의 일치

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절의 자격체계와 본절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일원화는 

최종적으로 국내 기술사 자격이 외국자격과 같이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명실공히 국가자격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6] New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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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국내 기술사 자격은 1963년 제정 이후 많은 변화를 거

치면서 국내 산업의 감리 및 최종관리 인정 위치의 자격으

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자격은 2000년도 글로벌화와 

IT,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의 인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은 국외 기술사와의 상호인정

에 대해 제약이 따라 자격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세가지 관점에서 기술사 자격검정의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자격등급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외국의 기술사 자

격은 사회적 공증을 위해 국내 등급체계와는 다르게 기술

사 자격에 합격한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계열 4등급 체계를 [Figure 4]와 같이 제안하

였다. 

둘째, 기술사 검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기술사 검

정 중 1차 필기시험에서 현장실무 보다 이론에 치우친 경

향이 있다. 이를 위해 NCS 수준체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 <Table 14>과 같이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

였다. 또한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 인력풀 구성과 면접심사

위원 구성시 해당 기술사 1명, 학교관계자 1명, 그리고 직

종전문가 1명으로 3심 전원일치제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경력인정에 대해 교육부와 기술사협회의 공증을 통한 경

력인증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격제도 및 운영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글로

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및 학력

과 경력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Figure 6]과 

같이 자격시스템 자체를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

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술사 검정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은 국

내 기술사 자격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정부부처 및 관

련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내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자격화에 이바지 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연계하여 제시된 추후 연구는 제시된 방법론

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및 응시후보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하고 그 통계를 이용하여 실제 모의실험을 수

행하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제시된 방법 중 두 번째 방법론은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NCS와 출제기준 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의 변경 및 출제기준의 변경 등은 실시 이전에 충분한 

모의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6. References

[1] S. Na, et al.(2019), “A study on innovating evaluation 

system of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Korea 

Association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8(1): 

171-204. 

[2] M. S. Cho, S. H. Yang(2007), “Requirements 

improvement plan of professional engineer license 

for international mutual accreditation.”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9(5):157-165.

[3] J. Y. Cho(2001), “Improve the testing method of 

the technology qualifi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Korean Socie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5:125-155.

[4] Joint Research between Relevant Ministries(2020), 

The fifth basic plan for developing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5] www.q-net.or.kr

[6] www.ncs.go.kr.

[7] www.hrd.go.kr 

[8]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9] https://kess.kedi.re.kr

[10] www.kosis.go.kr



82 기술사 자격 검정 개선에 관한 연구 박 재 현·최 성 희·정 영 득

저자 소개

박 재 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임전문위원.

관심분야 : HRD, HRM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

스템 및 국제관련외국인력지원 시스템 개발 등

최 성 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취

득 후 명지전문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초빙교수

로 재직 중

관심분야 : SCM, 생산관리, Health care 

system, 안전 재해통계

정 영 득

호원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한일장신대 사회복

지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공학박사 학위취

득, 호주Queensland University에서 Visiting

Scholar 엮임.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 경영학과 교수

로 재직 중

관심분야 : 설비안전정보시스템, 생산관리, 사

회복지마케팅, 장애인복지 등

주 소 : 전북시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

교 사회복지경영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