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속기(컴퓨터속기)

▶ 1. 한글속기(컴퓨터속기)란?
국회(9급), 광역시도(16개)지방의회, 정부부처, 시·군·구(230개)기초의회, 전국검찰청(7급), 자막방
송, 법원의 기록유지는 물론 각종회의, 교육속기, 대학교강의, 녹취사무소 창업, 토론, 좌담회, 
프리랜스 대기업 등에서 주요회의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속기가 필수
적입니다. [속기]검정은 발언내용의 신속, 정확한 입력(기록)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전문기술자격 
시험.

▢ 수험용 프로그램

 ◯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문화콘텐츠개발원 www,ccdi.kr) ⦁속기모드전환

 

※ 지정된 수험용 기기(프로그램) 외에는 응시 불가합니다.
[수탁기관장에 정한 공구를 제외한 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
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상담⦁문의 서울 02-508-0511⦁8737 부산 051-819-8371⦁8372⦁8373
           메일 s-piidi@naver.com 홈페이지 www.ccdi.kr (문화콘텐츠개발원)
  
※ 본 기관에서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대여를 실시합니다.
 ◯ 1개월 대여 100,000원에 대여합니다.
 ◯ 컴퓨터속기 자격시험준비, 교육,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40만원에 특별공급

▶ 2. 응시자격
 제한 없음.



등급 시험방법 출제형태 시험시간 합격기준 검정수수료

1급 실기
연설체 1600자 분량
논설체 1450자 분량

각 5분 낭독

- 정확도 90% 
이상

- 수정시간 없음
실기:21,0002급 실기

연설체 1500자 분량
논설체 1350자 분량

각 5분 낭독

3급 실기
연설체 1350자 분량
논설체 1200자 분량

각 5분 낭독

▶ 3. 검정 수수료
 - 21,000원

▶ 4. 시험과목

» 수험용 프로그램
-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문화콘텐츠개발원)
- CAS
- 소리자바
-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 5. 합격결정기준
 - 매 과목 정확도 90% 이상

▶ 6. 진로 및 전망

- 국가 공무원(7-9급)취업
- 금융계, 공사, 정부산하기관, 코스닥 상장기업 취업
- 자막방송법 의한 자막방송, 언론, 기업체 취업
- 월 매출 100억 이상 서비스업, 금융업, 운수 및 창고업,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월 매출 100억 이상 건설 및 건설관련업, 부동산산업 및 임대업, 유통판매업
- 공기업, 금융기관, 증권, 호텔, 정보통신, 전기전자, 은행카드.

 - 회원 가입(월10,000원)시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
※ 한글속기(컴퓨터속기) 2급 이상 소유자 연봉 36,000만원 이상기업 추천.

▶ 7. 시험일정

▢ 시험시작시간 (정기)
 - 입실시간 (시험시간)
 - 1급 : 11시20분
 - 2급 : 10시10분



 - 3급 : 1조 : 09시00분   2조 : 12시30분

▢ 시험시간 
 - 1급 : 11시35분 ~ 과목별 낭독 5분
 - 2급 : 10시25분 ~ 과목별 낭독 5분
 - 3급 : 09시15분 ~ 과목별 낭독 5분(1조) 12시45분 ~ 과목별 낭독 5분(2조)

※ 반드시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실시간(시험시작시간)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단,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수험표의 시험시작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 시험은 1조(09시00분 시험시작)와 4조(12시30분 시험시작)로 나누어 시행되며 접수 완료 
후, 시험 시간이 임의 배정됩니다.

▶8. 한글속기 시험문제
* 상시검정, 수시검정, 상공회의소한자, 외국어능력시험(FLEX) 문제 및 실기시험(필기 주관식   
  문제 포함)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기 필기시험문제는 해당시험 종료 후 부터 7일간만 공개합니다.
* 시험문제 공개는 투명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복사하여 비축, 활용,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시험문제 및 가 답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7일간만 홈페이지 고객   
  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 답안은 이의신청 등을 받아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하여 재공지합니다.

▶ 9. 시행기관
상공회의소, 자격검정본부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전반기/후반기 년 2회 국가 자격검정
한글모아치기 겸용 키보드로 모든 검정 응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 10. 자격증 샘플(본원 실기응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