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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감정사 작업형 실기시험 변경 안내

 ▢ 변경목적 : NCS 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에 따라 실기시험에 적용

 ▢ 적용시기 : 2020년 기능사 제 1회

  ※보석감정사 시험석 일람표는 사전 공개되나, 실기시험 시간에는 실기시험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하여‘보석감정사 시험석 일람표’와‘보석성질표’를 제공하지 않으며, 

열람할 수 없습니다.(지급불가, 개인지참 불가)

  ※시험석의 교체, 분실, 손상 등을 유발시킨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실격 처리하며, 

분실 및 손상 시 수험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전 ▶ 변경 후

총 시간 2시간 동일

대상 다이아몬드 1개, 유색보석 5개 동일

시험석 

일람표
108종류 72종류

보조 수단 유색석 일람표, 보석성질표 열람 열람 불가

다이아몬드 

감정 

항목

1. 작도

2. 클래리티 등급

3. 컬러 등급

4. 테이블 크기(%)

5. 크라운 각도(°)

6. 거들 두께

7. 퍼빌리언 깊이(%)

8. 큐릿 크기

9. 주요 대칭성

10. 폴리시 및 미소 대칭성

1. 연마 형태

2. 추정 중량(ct)

3. 컬러 등급

4. 자외선 형광 반응

5. 클래리티 등급 

유색보석 

감별

항목

1. 외관검사

2. 굴절률

3. 편광성

4. 다색성

5. 확대검사

6. 자외선 반응

7. 분광성

8. 비중

9. 보석명

1. 외관검사

2. 굴절률

3. 편광성

4. 다색성

5. 확대검사

6. 자외선 반응

7. 분광성

8. 비중(정수법) 

※ 시험문제 세부 배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비공개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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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석 감 정 사  시 험 석  일 람 표 

보 석 명 보 석 명
1 헤마타이트(Hematite) 또는 적철석 38 서펜틴(Serpentine) 또는 사문석

2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Synthetic Cubic Zirconia 또는 CZ) 39 코럴(Coral) 또는 산호 

3 지르콘(Zircon) 40 래브라도라이트 펠드스파(Labradorite Feldspar)

4 알만다이트 가닛(Almandite Garnet) 41 선스톤(Sunstone) 또는 일장석

5 로돌라이트(Rhodolite) 42 아마조나이트(Amazonite) 또는 천하석
6 차보라이트(Tsavorite) 43 문스톤(Moonstone) 또는 월장석
7 스타 루비(Star Ruby) 44 로즈 쿼츠(Rose Quartz) 또는 장미수정 
8 루비(Ruby) - 위 1종 이외의 것

45 밀키 쿼츠(Milky Quartz) 
9 스타 사파이어(Star Sapphire)

46 백수정(Rock crystal) 
10 사파이어(Sapphire) - 위 1종 이외의 것

47 시트린(Citrine) 또는 황수정
11 알렉산드라이트(Alexandrite) 

48 자수정(Amethyst) 
12 캐츠 아이(Cat's Eye) 또는 묘안석 

49 자황수정(Ametrine)13 크리소베릴(Chrysoberyl) 또는 금록석 – 위 2종 이외의 것 
50 침수정(Rutilated Quartz) 14 로도나이트(Rhodonite) 또는 장미휘석
51 스타 쿼츠(Star Quartz)15 스피넬(Spinel) 또는 첨정석

52 어벤츄린 쿼츠(Aventurine Quartz) 16 탄자나이트(Tanzanite)

53 타이거즈 아이(Tiger's Eye) 또는 호안석 17 조이사이트(Zoisite) - 위 1종 이외의 것

54 혹스 아이(Hawk's Eye) 또는 응안석18 스타 다이옵사이드(Star Diopside)

55 아이올라이트(Iolite) 또는 근청석 19 다이옵사이드((Diopside) 또는 투휘석– 위 1종 이외의 것

20 쿤자이트(Kunzite) 56 앰버(Amber) 또는 호박 

21 히데나이트(Hiddenite) 57 덴드리틱 아게이트(Dendritic Agate) 

22 스포듀민(Spodumene) - 위 2종 이외의 것 58 모스 아게이트(Moss Agate) 또는 태마노

23 제이다이트(Jadeite) 또는 비취 59 사드(Sard) 또는 자마노

24 말라카이트(Malachite) 또는 공작석 60 아게이트(Agate) 또는 마노 
25 페리도트(Peridot) 또는 감람석 61 오닉스(Onyx) 
26 안달루사이트(Andalusite) 또는 홍주석 62 크리소프레이즈(Chrysoprase)
27 투어멀린 캐츠 아이(Tourmaline Cat's Eye)

63 파이어 아게이트(Fire Agate) 
28 투어멀린(Tourmaline) 또는 전기석- 위 1종 이외의 것

64 진주(Pearl)
29 토파즈(Topaz) 또는 황옥

65 모조 진주(Imitation Pearl)
30 터쿼이즈(Turquoise) 또는 터키석

66 셸(Shell) 또는 패각31 네프라이트(Nephrite) 또는 연옥
67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또는 청금석 32 로도크로사이트(Rhodochrosite) 또는 능망간석
68 소달라이트(Sodalite) 또는 방조달석33 고셰나이트(Goshenite)

69 오팔(Opal) 또는 단백석34 골든 베릴(Golden Beryl)

70 인조 유리(Man-made Glass)35 모거나이트(Morganite) 

71 플라스틱(Plastic) 36 아콰마린(Aquamarine)

72 더블릿(Doublet) 또는 이중 접합석37 에메랄드(Emera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