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2022-972호

2022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22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가. <붙임1> 참조
나.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응시결과에서 개별 확인
2. 응시자격 제출 : <붙임2> 참조

가. 제출대상: ’22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나. 제출기간: 2022. 7.15(금) ~ 7.27(수)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제출
(우:06266)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3층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3. 제1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22. 8. 8(월)
나. 발표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응시결과에서 개별 확인

붙임1 1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시험 예비합격자 명단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수험번호

이름

2022-01-41-01219

손*희

2022-01-41-03941

조*선

2022-01-41-00810

허*정

2022-01-41-01831

김*성

2022-01-41-04301

박*호

2022-01-41-00821

정*윤

2022-01-41-02625

황*연

2022-01-41-04413

이*복

2022-01-41-00822

김*희

2022-01-41-01466

이*진

2022-01-41-04576

김*희

2022-01-41-01257

안*문

2022-01-41-00517

윤*흠

2022-01-41-04898

정*건

2022-01-41-01306

김*현

2022-01-41-03046

김*준

2022-01-41-04726

임*정

2022-01-41-01450

김*호

2022-01-41-00544

이*성

2022-01-41-04750

정*웅

2022-01-41-00723

길*주

2022-01-41-00627

임*호

2022-01-41-05048

이*백

2022-01-41-00777

조*희

2022-01-41-01313

홍*선

2022-01-41-05112

조*화

2022-01-41-00909

박*은

2022-01-41-01333

김*주

2022-01-41-05180

홍*청

2022-01-41-02757

정*선

2022-01-41-04153

김*혜

2022-01-41-05320

이*진

2022-01-41-02909

서*식

2022-01-41-02062

백*현

2022-01-41-02011

박*빈

2022-01-41-03330

김*필

2022-01-41-02587

박*수

2022-01-41-02039

정*영

2022-01-41-03456

장*섭

2022-01-41-02232

이*호

2022-01-41-01184

강*일

2022-01-41-00505

최*문

2022-01-41-02798

임*선

2022-01-41-02180

배*수

2022-01-41-00518

노*현

2022-01-41-02800

정*용

2022-01-41-02304

정*주

2022-01-41-01679

도*찬

2022-01-41-02893

하*일

2022-01-41-03002

김*웅

2022-01-41-00923

박*경

2022-01-41-03012

오*도

2022-01-41-03235

김*영

2022-01-41-01016

고*호

2022-01-41-03386

김*홍

2022-01-41-03276

고*훈

2022-01-41-01033

명*

2022-01-41-03465

전*운

2022-01-41-02652

김*주

2022-01-41-01041

정*연

2022-01-41-03692

최*천

2022-01-41-02695

추*엽

2022-01-41-01083

김*환

2022-01-41-03723

김*영

2022-01-41-02703

서*빈

2022-01-41-01864

장*재

2022-01-41-03832

김*영

2022-01-41-00251

김*민

2022-01-41-01938

최*식

2022-01-41-03855

이*승

2022-01-41-00649

이*한

2022-01-41-01959

이*지

2022-01-41-04183

박*순

2022-01-41-00713

김*능

붙임2 1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증빙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22.7.15.(금) ~ 2022.7.27.(수), 18:00까지
○ (제출방법) 한국에너지공단에 등기우편 제출
*

* 등기우편은 봉투에 표기된 소인 날짜가 제출기한 이내인 경우 인정하며
배달사고로 인한 제출지연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대상) ‘22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16년∼‘21년 응시자격 증빙서류 기제출자는 ‘22년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제외 대상임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22년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작일인 2022.7.15.
(금)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함

○ (제 출 처)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3층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요건별 필요한 증빙서류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2년 이상

2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3년 이상

3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5년 이상

4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4년 이상

5

관련학과 졸업(3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5년 이상

6

관련학과 졸업(2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 6년 이상

7

관련직무 실무 7년 이상

8

관련 기술사

9

건축사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첨부1]경력증명서 원본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부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1부
⦁[첨부1]경력증명서 원본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부
⦁[첨부1]경력증명서 원본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원본 1부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 안내

○ (산정기준) 제1차 시험일(2022.7.2)까지의 경력을 산정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1부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획득실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중 1개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는 [첨부1]의 양식에

따라 각각 제출해야 함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과거 근무시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인정 가능한 협회 경력증명서
번 호

인정 가능한 협회 경력증명서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2

한국광물자원공사 발급 경력증명서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4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舊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6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7

공간정보산업협회(舊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8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9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舊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1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13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협회 경력증명서에 졸업(학위)사항, 자격사항 및 자격번호가 함께 명시된
경우 추가서류 없이 협회 경력증명서만으로 인정 가능

○ 폐업 등에 따라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첨부1]의 경력
증명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적격여부 안내

○ 최종 응시자격 적격 여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자격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별도 공지 없이 1차 최종합격자 발표로 갈음

□ 유의사항

○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함

※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응시자격 적격여부의 최종 심사 결과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02-6362-2012)로 문의

[첨부1] 경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제출인 전화번호
(본인)
주소

년 월
년 월
년 월
증명사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출합니다.

(앞 쪽)

생년월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시행한

소속 및
담당 업무 내용
재직기간
직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년 개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또는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귀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기관명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귀하

전화번호 :
대표자

년

월

일



(뒤 쪽)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수수료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첨부서류 1.
2.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없음
3. 건강보험자격획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유의사항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주소 :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성명 : 한글로 적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 내용 :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