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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130호

2020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20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1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116명)

※ <붙임> 참조

2. 확인서 발급

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energy.or.kr)
발급/조회 메뉴를 통하여 출력 가능

3. 2차 시험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8. 24(월) 10:00 ~ 2020. 9.7 (월) 18:00
※ 취소 및 수수료반환 기준은 ‘20년 4월 16일 시행된 최초 시행공고를 참고

나. 접수방법 : 해당 접수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다. 시험일시 : 2020. 10. 31(토) 10:00 ~ 12:30(09:30 까지 입실)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자격시험 시행 1~2개월 전 감염병 위기경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시험 시행일정 조정‧취소 여부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공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or.kr) 및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http://bea.energy.or.kr)에 공지하고,
문자(접수자에 한함)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공지의 확인 등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험일정 조정 및 취소 결정

라. 시험장소 : 서울 대왕중학교(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20길 7

붙임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최종합격자 116명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2020-01-33-01088

강*일

2020-01-31-00089

류*호

2020-01-33-00368

구*정

2020-01-33-00178

박*영

2020-01-33-01281

권*수

2020-01-33-00572

박*호

2020-01-33-01093

김*민

2020-01-33-00639

박*지

2020-01-33-00296

김*욱

2020-01-33-00245

박*용

2020-01-33-00504

김*훈

2020-01-33-00249

박*현

2020-01-33-00845

김*연

2020-01-33-00824

박*호

2020-01-31-00050

김*원

2020-01-33-00612

박*수

2020-01-33-00464

김*이

2020-01-33-00179

박*순

2020-01-33-01059

김*자

2020-01-33-00407

반*삼

2020-01-33-00385

김*식

2020-01-31-00588

백*우

2020-01-33-00510

김*식

2020-01-33-00130

백*목

2020-01-33-00751

김*근

2020-01-31-00031

백*

2020-01-33-00389

김*국

2020-01-33-00236

서*영

2020-01-33-00105

김*국

2020-01-33-00834

성*모

2020-01-33-00014

김*진

2020-01-33-00009

손*혁

2020-01-33-00721

김*환

2020-01-31-00544

송*용

2020-01-33-00440

김*능

2020-01-33-00876

송*진

2020-01-31-00130

김*식

2020-01-33-00528

신*희

2020-01-33-00075

김*성

2020-01-31-00278

신*철

2020-01-33-00529

김*영

2020-01-33-01099

신*철

2020-01-31-00287

김*현

2020-01-33-00502

심*왕

2020-01-33-00449

김*환

2020-01-33-00709

여*진

2020-01-33-01135

김*희

2020-01-33-00382

오*민

2020-01-31-00440

김*영

2020-01-33-00516

오*수

2020-01-31-00355

김*규

2020-01-31-00533

윤*태

2020-01-33-01225

김*정

2020-01-33-01095

윤*원

2020-01-31-00160

김*주

2020-01-33-00993

윤*혜

2020-01-31-00133

김*식

2020-01-31-00011

음*욱

2020-01-33-00124

김*열

2020-01-33-00547

이*한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2020-01-33-00552

이*승

2020-01-33-00802

정*성

2020-01-33-00437

이*혜

2020-01-33-00873

정*욱

2020-01-33-00369

이*형

2020-01-33-00896

정*태

2020-01-33-01272

이*경

2020-01-33-00359

정*서

2020-01-31-00276

이*희

2020-01-33-00362

정*웅

2020-01-31-00054

이*진

2020-01-33-00467

정*연

2020-01-33-00273

이*진

2020-01-31-00240

정*용

2020-01-33-00488

이*환

2020-01-33-00779

조*화

2020-01-33-00271

이*재

2020-01-33-01277

조*정

2020-01-31-00190

이*복

2020-01-33-01118

조*수

2020-01-33-00326

이*현

2020-01-31-00117

조*희

2020-01-33-00950

이*희

2020-01-31-00035

조*형

2020-01-33-00408

이*호

2020-01-31-00536

조*흠

2020-01-33-01243

이*홍

2020-01-33-00421

채*규

2020-01-33-00169

이*진

2020-01-33-00185

천*철

2020-01-33-00147

이*열

2020-01-33-00970

최*천

2020-01-31-00177

임*근

2020-01-33-00153

최*우

2020-01-33-00436

임*호

2020-01-33-00638

최*규

2020-01-31-00300

임*아

2020-01-33-00311

추*근

2020-01-33-00672

임*인

2020-01-33-01239

한*음

2020-01-33-00371

임*정

2020-01-31-00540

한*수

2020-01-33-00158

장*룡

2020-01-33-00633

홍*선

2020-01-33-00622

장*인

2020-01-31-00320

황*현

2020-01-33-00869

장*수

2020-01-33-00215

황*연

2020-01-33-00640

장*희

2020-01-33-00756

황*훈

2020-01-33-00443

장*섭

2020-01-33-00136

황*수

2020-01-33-00967

전*섭

2020-01-33-00850

전*애

2020-01-33-01047

전*진

2020-01-31-00045

전*운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