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연구(교육정책 일반) 직무설명자료

일반요건
연령 Ÿ 제한 없음

성별 Ÿ 제한 없음

교육요건

학력 Ÿ 제한 없음

전공
Ÿ 무관
Ÿ 우대사항(필수 아님) : 교원자격증 교육 관련 전공, 행정학‧법학 전공

필요지식

지역사회분석
Ÿ 교육정책‧아젠다(agenda) 형성과 대안형성
Ÿ 자료수집 관련 지식
Ÿ 교육정책 수립 계획

사회문제사정
Ÿ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 교육법
Ÿ 교육 정책 문제의 이슈화

필요기술

지역사회분석
Ÿ 문서작성 기술
Ÿ 교육정책 특성 분석 능력

사회문제사정
Ÿ 교육 문제 분석 능력
Ÿ 컴퓨터 활용 능력

필요자격 없음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참고사이트
https://noworry.kr/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noworry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블로그
http://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직무 정책연구

분류번호 능력단위

0701010101_13v1 지역사회분석

0701010103_13v1 사회문제사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안대응, 정책개발, 입법활동 등

직무수행내용

Ÿ 교육정책 연구 및 조사
Ÿ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석하는 업무
Ÿ 교육 문제 사정
Ÿ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설정하고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업무
Ÿ 교육 관련 현안대응(기자회견, 토론회 등 기획‧진행)

Ÿ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필기시험有) → 최종합격자 발표



■ 정책연구(수학교육) 직무설명자료

일반요건
연령 Ÿ 제한 없음

성별 Ÿ 제한 없음

교육요건

학력 Ÿ 제한 없음

전공
Ÿ 무관
Ÿ 우대사항(필수 아님) : (수학) 교원자격증, 수학‧수학교육‧통계학‧자연

계열‧ 이공계열 전공자

필요지식

지역사회분석
Ÿ 교육정책‧아젠다(agenda) 형성과 대안형성
Ÿ 자료수집 관련 지식
Ÿ 교육정책 수립 계획

사회문제사정
Ÿ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 교육법
Ÿ 교육 정책 문제의 이슈화

필요기술

지역사회분석
Ÿ 교육정책 특성 분석 능력
Ÿ 통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

사회문제사정
Ÿ 교육 문제 분석 능력
Ÿ 컴퓨터 활용 능력

필요자격 없음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참고사이트

https://noworry.kr/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홈페이지
https://noworry.kr/math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소개
https://blog.naver.com/noworry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블로그
http://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직무 정책연구

분류번호 능력단위

0701010101_13v1 지역사회분석

0701010103_13v1 사회문제사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안대응, 정책개발, 입법활동 등

직무수행내용

Ÿ 수학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수학교육, 수학 교육과정 등)
Ÿ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해석하는 업무
Ÿ 교육 문제 사정
Ÿ 수학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설정하고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업무
Ÿ 수학 교육 관련 현안대응(기자회견, 토론회 등 기획‧진행)

Ÿ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필기시험有) → 최종합격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