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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왜 대세인가?

√ 연도별 전기 자격증 소지자 취업자 수 대폭증대!
√ 기술직공무원·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최대 5% 가산점 부여!

√ 취업 시 가산점 부여하는 공기업·대기업 꾸준히 증가!
√ 100세 시대, 확실한 노후 대비로 정년 보장!

 

자격증 취득으로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취업 / 승진 / 노후대비

이런 분들이 꼭 따야하는 자격증!
√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취업/이직 준비생

√ 고소득 관리직 진출/승진을 희망하는 전기 분야 실무 종사자
√ 은퇴 이후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 준비생

1. 진로 및 전망 ▼ 2. 자격증 관계도 ▼ 3. 가산점 혜택 ▼

4. 응시 자격 ▼ 5. 정기 검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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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 및 전망 ▼

기 타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 전문 업체, 전기기기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건설현장, 발전소, 변전소, 아파트 전기실, 빌딩제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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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관계도 ▼

3. 가산점 혜택 ▼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따라오는 가산점 혜택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3~5% 가산점

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채용 시 필기시험만점의 3~6% 가산점 부여

* 한국전력공사 채용 시 5~10점 가산점 부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기술,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다수)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2점부여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4점부여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5%의 
가산점 부여)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3%의 
가산점 부여)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직류에서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5%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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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

※ 관련학과
ㆍ기사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등
ㆍ산업기사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 동일직무분야
ㆍ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실무경력 2년

·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실무경력 

2년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 취득자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동일 종목 해당 외국자격 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4년 · 실무경력 2년



- 5 -

5. 정기 검정 정보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법인 기관)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과, 
전기설비과, 

전기통신과 등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시험과목
필기

1. 전기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 전력공학 
2. 전기기기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5. 회로이론 5.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4. 회로이론
5. 전기응용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실기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검정방법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 필답형
(2시간) 

필답형
(2시간 30분) 

필답형
(2시간) 

필답형
(2시간 30분) 

합격기준
필기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