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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붙임3  직무관련 교육과목 예시

□ 일반직(사무행정)

분야 인정과목

기관 

특성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관련 과목

사회적경제론, 사회적금융과 가치평가, 사회적금융 사례연구, 투자분석론, ODA사

례연구, 국제개발원조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론, 사회적경제의 법제도이해, 사회

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사회적금융, 공공구매, 사회적

경제조직 시스템 설계, 사회혁신실습, 사회혁신의 이해, 사회적경제와 미래혁신, 사

회적금융과 미래혁신 등

기타

법학개론, 헌법, 민법총칙, 형법총론,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상법총칙, 법학방

법론, 법사상사, 법철학, 법제사, 비교법학, 채권각론,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제법, 세법, 물권법, 회사법, 국제법, 가족법, 경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영미법, 형사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정책, 범죄학,

행정학개론, 행정사, 행정철학, 조직론, 정책학, 행정조사방법론, 사회통계, 국

제행정, 노동행정, 도시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비교발전행정, 인사행정, 재

무행정, 지방행정, 시민참여론, 한국행정사, 정부규제론, 정책과정론, 공기업

론, 공공관계론, 정책론, 행정사례분석, 정책사례분석, 전자정부론, 행정법, 사

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보장법제, 사회복지행정,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지역사회복지

론, 사회봉사론, 빈곤과 사회복지,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여성

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 현장실습, 보건사회학, 의무기록

관리, 보건의료사, 교육학입문, 교육철학, 한국교육사,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사,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 평가, 평생교육론, 교육

공학총론, 포토그래피, 교수설계론, 버추얼커뮤니케이션, 컴퓨터그래픽, 개별화 

학습자료 개발, 테크놀로지기반 학습설계, 교육프로그램평가, 교육공학 연구방법

론, 교육용 웹컨텐츠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공학과 학습이론, 교육학개론, 심리

학개론,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발달심리학, 교과교육론, 상담이론과 실제, 교육

평가, 사이버교육, 수업 설계론, 인지심리, 심리검사론, 교육심리 연구방법론, 교

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행정, 사회과학 교육론, 사회조사방법론 등

경영기획

소비자 행동, 유통관리, 조직행동, 원가회계, 관리회계, 마케팅관리, 광고판촉론, 조

직개발, 경영정보시스템, 글로벌 기업관리, PR론, 광고커뮤니케이션, 광고매체론,

인쇄광고 제작, 소비자심리, 사보제작, 온라인홍보제작, 기업PR, 소셜미디어 PR 등 

총무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조직행동, 경영통계, 마케팅, 국제경영전략, 마케팅 전략,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정보통신경영,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조직변화 등

사무행정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팅, 조직행동, 재무관리, 생산

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계량경영,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 기업윤리,

기업문화, 조직변화, 노사관계, 리더십, 품질관리, 서비스관리, 벤처창업과경영,

e-비즈니스, 행정학개론, 행정사, 행정철학, 조직론, 정책학, 행정조사방법론, 사

회통계, 국제행정, 노동행정, 도시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비교발전행정, 인사

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시민참여론, 한국행정사, 정부규제론, 정책과정론, 공

기업론, 공공관계론, 정책론, 행정사례분석, 정책사례분석, 전자정부론, 행정법 등

 * 관련교육예시 출처: ncs.go.kr, work.go.kr(학과정보), career.go.kr(학과정보)

 * 교육 인정기준: 전문대학 이상 학교교육, 직업교육(고용노동부 등록), 평생교육(학점은행 

독학학사 등) 등을 통해 이수한 교육으로 증명서 및 수료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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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창업매니저)

분야 인정과목

기관 

특성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관련 과목

사회적경제론, 사회적금융과 가치평가, 사회적금융 사례연구, 투자분석론, ODA사

례연구, 국제개발원조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론, 사회적경제의 법제도이해, 사회

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사회적금융, 공공구매, 사회적

경제조직 시스템 설계, 사회혁신실습, 사회혁신의 이해, 사회적경제와 미래혁신, 사

회적금융과 미래혁신 등

기타

법학개론, 헌법, 민법총칙, 형법총론,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상법총칙, 법학방

법론, 법사상사, 법철학, 법제사, 비교법학, 채권각론,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제법, 세법, 물권법, 회사법, 국제법, 가족법, 경찰법, 노

동법, 국제경제법, 영미법, 형사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정책, 범죄학, 행

정학개론, 행정사, 행정철학, 조직론, 정책학, 행정조사방법론, 사회통계, 국제

행정, 노동행정, 도시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비교발전행정, 인사행정, 재무

행정, 지방행정, 시민참여론, 한국행정사, 정부규제론, 정책과정론, 공기업론,

공공관계론, 정책론, 행정사례분석, 정책사례분석, 전자정부론, 행정법, 사회복

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

론, 사회보장법제, 사회복지행정,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지역사회복지론, 사

회봉사론, 빈곤과 사회복지,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 현장실습, 보건사회학, 의무기록관리, 보

건의료사, 입지 및 상권분석, 창업사례연구, 창업절차실무, 경영학개론, 사업계

획실무, 프렌차이즈경영론, 중소벤처경영론, 마케팅, 경제원론, 경영학원론, 회

계원리 등

프로젝트 관리 경영학개론, 법학, 회계원리, 조직행위론, 마케팅원론, e-비즈니스 개론 등

경영기획

소비자 행동, 유통관리, 조직행동, 원가회계, 관리회계, 마케팅관리, 광고판촉

론, 조직개발, 경영정보시스템, 글로벌 기업관리, PR론, 광고커뮤니케이션, 광

고매체론, 인쇄광고 제작, 소비자심리, 사보제작, 온라인홍보제작, 기업PR, 소

셜미디어 PR 등 

사무행정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경영통계, 회계원리, 마케팅, 조직행동, 재무관리, 생

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계량경영,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 기업윤

리, 기업문화, 조직변화, 노사관계, 리더십, 품질관리, 서비스관리, 벤처창업과

경영, e-비즈니스, 행정학개론, 행정사, 행정철학, 조직론, 정책학, 행정조사방

법론, 사회통계, 국제행정, 노동행정, 도시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비교발전

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시민참여론, 한국행정사, 정부규제론, 정

책과정론, 공기업론, 공공관계론, 정책론, 행정사례분석, 정책사례분석, 전자정

부론, 행정법 등

 * 관련교육예시 출처: ncs.go.kr, work.go.kr(학과정보), career.go.kr(학과정보)

 * 교육 인정기준: 전문대학 이상 학교교육, 직업교육(고용노동부 등록), 평생교육(학점은행 

독학학사 등) 등을 통해 이수한 교육으로 증명서 및 수료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