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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전자 증명으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모바일 국가 기술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기

점수 분포도 등을 분석해 수험자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험 결과

반으로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맞는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

개인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을 선도하고 있다.

수험자별 취약점, 취업 정보 등을 안내해 청년들에게 경력 설정 컨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업, 취업 등 일자리와 밀접해 국민 관심과 참

설팅도 지원한다. 지난해 기능사와 산업기사 일부 자격에 시범 실시

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가자격 시

했고, 올해 자격 종목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험(기술자격, 전문자격) 응시인원은 365만여 명에 달했다.

또 국가자격 최초로 가상현실(VR),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험방법

공단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자격 취득부터 발급·활

을 도입해 시험 관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수험자의 응시권도 보

용까지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서비스 틀과 일하는 방식

장했다.

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기술사 면접시험에 메타버스

우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아 쉽게

를 활용해 최초 적용했다. 앞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활용하는 모바일 자격증 시대를 열었다.

국가자격 시험’ 방법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IC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자격증을 담는 방식으로 자격증 활

어수봉 이사장은 “이제는 일상으로 다가온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용도와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 11월 정부24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맞춘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자격 서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국가기술자격 전자 증명 서비스를 구현했다.

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처리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495종이 대상이다.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국가자격 시험 응시자들
이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3월 2일 실시한 제1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옥

기사 필기시험에서 모바일 국가 기술 자격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
일하게 인정해 수험자 신분을 확인했다.
국가자격 전자 증명을 기반으로 ‘국가자격 서비스 초연결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다. 공공·민간 취업 기관과 협업해 취업, 승진 등
경력개발 분야에서 자격과 학력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지난해부터 구직자들은 채용 플랫폼(사람인 등)에서 이력서를 작성
할 때 네이버에서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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