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전화 : 1577-0990

□ 시험 접수시간 
ㅇ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시험응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화물ㆍ버스 CBT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 수수료 : 관계법령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수수료

□ 합격자 발표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fre
ㅇ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bus

※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합격자 발표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tra

※ SMS 문자 서비스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자 처리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 시험시작 전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달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화물운송종사 또는 버스운전 자격 
   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여, 조회 결과 교통안전법제53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교통안전관리자 응시수수료 환불 
ㅇ 접수기간 내 : 응시수수료 전액
ㅇ 접수 마감일 다음날 ~ 시험시행 7일 전 : 60%

□ 기타사항
ㅇ 자격시험 당일 시험장 및 합격자 교육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차량 진입통제)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험당일 준비물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 장소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 운전면허증, 응시수수료, 사진 2매(화물 여권사진, 버스 반명함)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신분증, 시험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고,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 2년 제한 등의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단의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수험용 참고자료ㆍ각종 서식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fre
ㅇ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bus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tra

□ 상기 시행일정은 수험자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사전 안내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자격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기타사항 (공통)

□ 시험 시행일정

구분 시행분야 인터넷ㆍ방문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정기 1차 도로 '19. 2. 20(수), 09:00 ~ 2. 26(화), 18:00 '19. 3. 24(일) '19. 3. 27(수)

정기 2차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19. 9. 25(수), 09:00 ~ 10. 1(화), 18:00 '19. 11. 3(일) '19. 11. 6(수)

□ 시험 시행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의정부 (접수인원,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자격 : 제한없음(다만,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 할 수 없음)
□ 접수대상 및 접수방법(제출서류)

ㅇ 인터넷· 방문접수 : 모든 응시자(단, 항만분야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으로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ㅇ 공통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여권사진 2매
ㅇ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석사학위 취득자 : 해당 학위 및 성적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자(도로분야만 해당) : 교육 수료증 원본 및 사본 1부

□ 시험과목

구분 필수과목 문항 수 선택과목 문항 수

도로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ㅇ 교통안전관리론
ㅇ 자동차정비

50문항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중 택일

25문항25문항

25문항

철도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ㅇ 교통안전관리론
ㅇ 철도공학

50문항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중 택일

25문항25문항

25문항

항공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ㅇ 교통안전관리론
ㅇ 항공기체

50문항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중 택일

25문항25문항

25문항

항만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입출항법)
ㅇ 교통안전관리론
ㅇ 하역장비

50문항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중 택일

25문항25문항

25문항

삭도
ㅇ 교통법규(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ㅇ 교통안전관리론
ㅇ 삭도구조

50문항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중 택일

25문항25문항

25문항

□ 시험시간, 시험방법 및 수수료
ㅇ 시험시간 : 09:30 ~ 12:20(1~ 3교시) / 필기시험(객관식) / 20,000원 

□ 합격자 결정 : 응시 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자격증 교부 신청 :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방문 신청(공휴일ㆍ토요일 제외)

ㅇ 신분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20,000원)

□ 응시원서 접수 및 자격증 신청ㆍ교부 장소
※ 시험장소 안내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별도 안내 (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접수ㆍ교부장소 주          소 안내전화

서울본부(마포)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02-375-1271

서울본부(구로)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02-372-5347

서울본부(노원) (01806)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02-973-0586

경기남부본부(수원)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031-297-9123

대전충남본부(대전)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042-933-4328

대구경북본부(대구)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053-794-3816

부산본부(부산)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051-315-1421

광주전남본부(광주)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062-606-7631

경기북부본부(의정부) (11708)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031-837-7602

인천본부(인천)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간석동) 032-831-6704

강원본부(춘천) (24397)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61-3386

충북본부(청주)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043-266-5400

전북본부(전주)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2-4743

경남본부(창원) (513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2층(석정동) 055-294-2508

울산본부(울산)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7층(달동) 052-256-9373

제주본부(제주) (63326)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064-723-311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안전관리자 지역별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및 자격증 신청ㆍ교부 장소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응시자격

ㅇ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 이상) / 만 20세 이상일 것
ㅇ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 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준용
□ 필기시험 : 응시 수수료(11,500원)

시험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계

문항수 25문항 15문항 25문항 15문항 80문항

배  점 문항당 1.25점 100점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합격자 교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일시/장소 : 매회 교육시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fre)에서 일시·장소 안내
ㅇ 교육시간/과목 : 8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5개 과목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수수료(11,500원)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가정법원, 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발급 가능, 교육일 1개월 이내 발행분)

□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8시간 이수 후 교육 당일 자격증 교부)
ㅇ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10,000원)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응시자격

ㅇ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보통 이상) / 만 20세 이상일 것
ㅇ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 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준용
□ 필기시험 : 응시 수수료(11,500원)

시험과목 교통ㆍ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계

문항수 25문항 15문항 25문항 15문항 80문항

배  점 문항당 1.25점 100점

□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운전면허증,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10,000원)

화물운송종사ㆍ버스운전 자격시험

□ 시험접수
ㅇ 인터넷 접수 : 화물(https://lic.kotsa.or.kr/fre), 버스(https://lic.kotsa.or.kr/bus) 자격시험 홈페이지
ㅇ 인터넷 접수 시작일 : 2018년 12월 24(월) 09:00~(매월 시험접수는 전월 10일전부터 접수시작 단, 접수 시작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인 경우 
    그 날로 부터 첫 번째 평일에 접수 시작)
※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 시 :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 시험 시작일 : 2019년 1월 2일(수)∼
□ 시험장소(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ㅇ 시험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수수료, 사진 2매(화물 여권사진, 버스 반명함)
ㅇ CBT(컴퓨터를 활용한 필기 시험) 운영

자격시험 종목 시험 등록
시험
시간

상시 CBT 필기시험일 (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전용 CBT 상설 시험장
(서울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강원, 청주, 전주, 창원, 울산)

기타 CBT 시험장
(서울노원, 제주, 상주)

화물ㆍ버스운전 자격 시작 20분전 80분 매일 4회 (오전 2회, 오후 2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각 2회

※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매월 상시 CBT 필기시험일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직후 합격자 발표

화물운송종사·버스운전 자격시험 접수 안내

□ 교육 접수방법
ㅇ 인터넷 접수 : 화물(https://lic.kotsa.or.kr/fre), 버스(https://lic.kotsa.or.kr/bus) 자격시험 홈페이지

    ※ 교육일정 및 교육과목은 홈페이지 참조 
□ 교육시간, 수수료 및 준비물 

ㅇ 화물 : 총16시간(2일/평가시간 포함) / 192,000원 /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2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가정법원, 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발급 가능, 교육일 1개월 이내 발행분)
ㅇ 버스 : 총24시간(3일/평가시간 포함) / 288,000원 / 운전면허증, 반명함 사진 2매

□ 평가방법
ㅇ 화물 : 필기(40점)/실기(60점)      ㅇ 버스 : 필기(20점)/실기(80점)  

□ 합격자 결정 : 교육 종료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
□ 자격증 발급 : 교육 종료 후 합격자가 발표되며, 당일 자격증 발급 가능(수수료 : 10,000원)
□ 교육 장소 및 문의전화

교육장소 주          소 안내전화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37257)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마공리) 054-530-0100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8247) 경기 화성시 삼존로 200(삼존리) 031-8053-9800

화물운송종사ㆍ버스운전 자격취득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

[ 화물운송종사ㆍ버스운전ㆍ교통안전관리자 ] 시행계획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도
국가자격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