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보전산원 업무처리 지침

□ 국제자격시험센터 운영 관리 지침
제정 2016. 04. 19.

제1조(목적) 정보전산원에서 국제자격시험 주관기관과 협약 후 실시하는 MOS Master, ICDL

정보전산원 업무처리지침

Start, AutoCAD(2D,3D), ACA Photoshop 및 PearsonVUE주관 인증 시험 등에 대해 시험등록,
사전준비,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자격시험의 종류) ①「MOS Master」는 Microsoft Office Specialist의 약자로
Microsoft사에서 엑셀, 워드, 엑세스, 파워포인트 등의 활용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시험.
②「ICDL Start」는 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의 약자로 ECDL협회(European
Computer Driving License Foundation Ltd)가 인증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시험.
③「AutoCAD(2D,3D)」는 Autodesk사가 인증하며 기계/건축/산업디자인의 2차원 도면 작성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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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는 2D(2급) 자격시험, 2D 취득 후 3차원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3D(1급) 자격시험.
④「ACA Photoshop」은 Adobe사에서 Photoshop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시험.
⑤「PearsonVUE주관 인증 시험」은 Adobe, Microsoft, Cisco, Oracle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300
가지 이상의 CBT(Computer Based Testing)기반의 전문 자격시험.
제3조(관리 책임) ① 정보전산원장은 국제자격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협약 후 시험등록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험등록/변경/
취소, 시험환경 구성, 수수료 처리 등 국제자격시험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시험일정 등록) 국제자격시험 시험등록은 협약서에 기반하여 등록하며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① MOS Master의 경우, 정보전산원 관리책임자가 IT강좌 일정에 따라 정한 수시 시험일정을

(정보전산원)

온라인으로 등록한다.
② ICDL Start의 경우, 정보전산원 관리책임자가 IT강좌 일정에 따라 정한 수시 시험일정을 등
록하며, 시험 주관기관에서 정한 정규시험 일정을 온라인 등록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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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utoCAD(2D,3D)의 경우, 정보전산원 관리책임자가 IT강좌 일정에 따라 정한 수시 시험일정
(평일)을 시험 주관기관 담당자(Autodesk사)에게 E-mail로 통보한다.

부
칙(2016. 04. 19.)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④ ACA Photoshop의 경우, 정보전산원 관리책임자가 IT강좌 일정에 따라 정한 수시 시험일정
을 주관기관 담당자(SBCK Corp.)에게 유선 통보한다.
⑤ PearsonVUE주관 인증 시험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가능한 일정을 선택하여 매월 1회 또는
2회(회당 4시간 범위) 수시 시험일정을 등록한다. 단, 부득이 취소할 경우, 신청자 유무를 확인
한 후, 없는 경우 최소 2주전에 취소가 가능하다.
제5조(시험 장소) ① MOS Master, ACA Photoshop, PearsonVUE주관 인증 시험의 경우, 정보전
산원 106호에서 진행한다.
② ICDL Start의 경우, 정보전산원 109호에서 진행한다.
③ AutoCAD(2D,3D)의 경우, 정보전산원 305호에서 진행한다.
제6조(시험 감독) 국제자격시험 시험 감독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람이 진행하며, 시험
감독료는 정보전산원 수입금 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① MOS Master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정보전산원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ICDL Start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정보전산원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AutoCAD(2D,3D)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배정한다.
④ ACA Photoshop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배정한다.
⑤ PearsonVUE주관 인증 시험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PearsonVUE 감독관 시험을 통과한 정보
전산원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7조(시험 수수료) ① 국제자격시험센터 수수료는 각 시험 주관기관 협약서에 의거하여 처리
하며 정보전산원 관리책임자와 시험 주관기관 담당자가 사용현황 확인 후 처리하며, 수입금은
대학회계에 세입처리 한다.
② 기타 계약 파기, 수수료 변동이 발생할 때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국제자격시험센터 시험 환경 준비는 각 협약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및 기타
업무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② CBT기반 시험의 경우, 시험 전일에 정보전산원 관리책임자 지도하에 각 시험장소의 PC 업
데이트 점검, 네트워크 상태 점검, 시험관련 프로그램 점검 등을 수행하며, 시험 진행 중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주관기관의 협조 하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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