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 구분 7급 시험 과목

감사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건축구조학, 건축계획학, 건축시공학, 물리학개론

 [지방직] 국어(한문포함)+영어, 한국사, 건축구조학, 건축계획학, 건축시공학,

             물리학개론

[경채]  [경기도]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검찰(사무)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고용노동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관세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교육행정직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교정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기계직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기상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공채]  PSAT+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경채]
 필수 : 재배학, 식용작물학

 선택 :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中 1과목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통싞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물리학개론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공채]  [지방직] 국어+영어, 한국사, 통싞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물리학개론

농업직

건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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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직

[보건복지부]
[경채]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감염의료관계법규, 역학

법무행정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민사소송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법

보건직 [공채]  [지방직] 국어+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보건직

[보건복지부]
[경채]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

보호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사서직 [경채]  행정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선거행정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직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지방직] 필수 : 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中 1과목

외무영사직 [공채]
 필수 : PSAT+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 : 일본어,중국어,독어,불어,러시어어,스페인어 中 1과목

인사조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일반행정직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지방직]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中 1과목

임업직

[산림자원]
[공채]  PSAT+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재경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전기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산직

[전산개발]
[공채]  PSAT+영어, 한국사,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지역인재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지적직 [경채]
 필수 : 지적학, 행정법

 선택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中 1과목

철도경찰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토목직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지방직] 국어+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통계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화공직 [공채]  [국가직] PSAT+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공채]  [지방직] 국어+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경채]  [환경부]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회계직 [공채]  PSAT+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검은색으로 표기된 과목은 현재 에듀피디에서 강의중인 과목입니다.

환경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