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일     시 비                   고

인증평가 

신청자격

‘21.1.31일 기준 해당 강좌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인증평가 신청자격 : 직무별 필수 강좌 모두 이수
※ 직무별 필수 강좌

직무 필수 강좌명 교육기관

신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물류 서울디지털 

평생교육원& 

서울디지털 

대학교

[스마트물류] 신선 직무 전문가

사료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물류

[스마트물류] 신선 직무 전문가

유통

[트렌드 인사이트] 4차 

산업혁명과 유통물류 멀티캠퍼스

Smart 물류 [유통 직무과정]

해운
스마트 해운물류 기본과정

중앙대학교
스마트 해운물류 심화과정

온 라 인 

원서접수

‘21.2.1(월) 14:00

~‘21.2.17(수) 18:00

◦ 온라인 접수만 실시(방문접수 불가)

▸ 매치업 홈페이지(http://www.matchup.kr)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 원서 수정·취소는 접수 승인 이후에는 불가

※ 자세한 안내는 시험 응시 신청 안내 [붙임] 참조

접수원서

확인
접수원서 신청 직후 가능

◦ 매치업 홈페이지(http://www.matchup.kr) 에서 확인 가능
※ 응시자격 미충족시 응시 불가

시험 일시
‘21.2.20(토) 

10:00 ~ 11:00

◦ 시험 실시 주소 : http://www.testasp.co.kr/matchup

◦ 2021.2.15~2.19(5일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서 

사전 모의테스트 가능

◦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작 10분 전 대기 가능

합격자

발표 
‘21.2.24(수)

◦ 매치업 홈페이지(http://www.matchup.kr) 에서 확인 가능
※ 합격발표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

‘21.2.24(수) ~ 

~'21. 2. 26(금) 15:00

◦ 매치업(Match業) 공식 이메일로 신청(matchup@nile.or.kr)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 이의신청 기간은 결과발표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스마트인재양성실(matchup@nile.or.kr, 02-3780-9950)

2020 매치업(Match業) 사업 스마트물류 분야
직무능력 인증평가 실시 안내문

1  시험 일정

- 2 -

붙임  시험 응시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가. 온라인 원서 작성 및 신청 : 매치업 홈페이지(http://www.matchup.kr)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원서 작성 및 신청(접수 후 수정 불가)

1 2 3

매치업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MyPage → 평가신청 클릭
▶

평가신청 탭에서 응시할 평가 

신청하기 버튼 클릭

▼

6 5 4
시험일시(2.20, 10:00~)에 

http://www.testasp.co.kr/matchup 

에서 시험 응시

◀ 신청이력 탭에서 신청 결과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후 원서 작성 및 신청

나. 신청기간 : 2021. 2. 1(월) 14:00 ~ 2021. 2. 17(수) 18:00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신청 불가

다. 응시료 : 없음

라. 신청자격 : 매치업 직무능력 인증평가는 직무별 필수 강좌를 모두 이수한 

이수자에 한해 평가 신청 가능

※ 직무별 필수 강좌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의 경우, 평가신청 페이지에서 평가

목록은 조회 가능하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신청 불가

※ 신청자격을충족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청이되지 않을 경우다음으로문의

(matchup@nile.or.kr, ☎ 02-3780-9950)

마. 응시방법 :

- http://www.testasp.co.kr/matchup 접속 후 로그인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매치업 회원번호로 설정되어있음)

- 해당 시험 선택 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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