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카지노서비스운영사 2급 

자격 검정 시행 공고 
2021년도 카지노서비스운영사 자격검정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장 

1. 응시자격 및 검정기준

등급 응 시 자 격

2급

 - 연령: 해당없음

 - 학력: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색맹인자는 응시불가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카지노

서비스

운영사

2급

카지노 게임 진행을 위한 게임 진행 규칙, 실무 용어의 지식을 기반으

로 카지노게임 운영자로서 기초 지식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수준

2.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2급

필기(3과목)

1. 카지노 산업현황과 서비스

2. 카지노 게임운영 관리

3. 도박중독 예방

실기(3과목)

1. 바카라 게임운영

2. 룰렛 게임운영

3. 블랙잭 게임운영

* 시험형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1)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과목별 시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3. 2급 필기시험은 60분으로 배정한다. 



 2)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2급 실기시험은 준비 10분 실무 30분으로 전체 40분 배정시간으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시행 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원서 접수 일정 및 방법

 ◇ 필기 원서 접수 기간 : 2021년 5월 7일 ~ 2021년 5월 21일  

 ◇ 실기 원서 접수 기간 : 2021년 6월 2일 ~ 2021년 6월 8일  

 ◇ 원서 접수 방법 : 우편 및 E-mail 접수 

    (홈페이지 http://www.hotelkorea.or.kr [자격시험 접수] 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 우편 접수처 : (04630)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나길 26 (남산동2가 46-6) 크로스빌딩 3층

    2) 이메일 접수 : hpma@hotelkorea.or.kr

 ◇ 제출서류 

     1) 카지노서비스운영사 응시원서(소정양식)  

     2) 필기시험 면제시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면제사항 시행규정 참고)

     3) 검정수수료 : 필기시험 30,000원, 실기시험 60,000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004437-04-009500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 검정수수료 납부시 응시자 본인 명의 입금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자격 검정 시험 일정 및 장소

 ◇ 필기 시험 일자 : 2021년 5월 29일 

 ◇ 실기 시험 일자 : 2021년 6월 12일 

 ◇ 필기 및 실기 시험 장소 : 홈페이지 추후 공지 (http://www.hotelkorea.or.kr)

5. 합격자 발표

 ◇ 필기 합격자 발표 : 2021년 6월 2일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6월 22일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홈페이지 공고

6. 안내 및 문의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T. 02-2273-2183  E. hpma@hotelkorea.or.kr

http://www.hotel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