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 - 12호

제25회 기능검정원 연수교육 시행 공고
도로교통법 제107조(기능검정원)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연수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대상 :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
2. 교육시간 : 2일 16시간(기능강사 또는 학과강사 자격 소지자는 교육 1일차 8시간만 수강)
3.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교육장소
서
울(1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내 강북교육장)
서
울(2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내 강북교육장)
부
산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대
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인
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경
기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대
전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광
주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지부)

교육일정(2020년)

주 소

연락처

6. 25(목) ~ 6. 26(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02-3392-5620

7. 2(목) ~ 7. 3(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02-3392-5620

7. 8(수) ~ 7. 9(목)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051-629-9173

6. 25(목) ~ 6. 26(금)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31

053-659-6164

7. 2(목) ~ 7. 3(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 30

032-830-6114

6. 29(월) ~ 6. 30(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031-8006-1124

7. 2(목) ~ 7. 3(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21
․ ․
6. 29(월) ~ 6. 30(화)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01
․
※ 주소지 등에 관계없이 편리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042-520-0171
062-530-6114

4. 수강신청 : 6. 10(수) 09:00 부터 공단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에서 신청

※ 공단홈페이지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전체메뉴 > 강사 및 기능검정원 수강신청 > 연수교육 및 자격증>
연수교육 신청에서 온라인예약
※ 신청자에 한해 교육시작일 08:00∼08:50까지 해당지부에서 교육비 결제(현금 신용카드) 가능
(온라인 예약필수!!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현장방문 시 교육수강 불가)
5. 교육비 : 60,000원(2일 수강), 43,000원(1일 수강)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포함
※ 기능강사 또는 학과강사 자격소지자는 첫째 날 교육 1일만 수강
6. 준비물 : 신분증, 자격증 발급용 증명사진 1매(온라인 등록완료 시 불필요), 필기구, 교육비(현금/카드)
7. 기타사항
m 코로나19로 인해 체온 측정에 응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만 교육장 입실이 가능합니다.

※

m 교육시간 09:00~18:00 준수 바랍니다.( 09:00이후 입실불가)
m 비 합숙 교육이며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m 지역별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m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m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사실은 최종합격일 기준 2년간 유효하므로 올해 합격자는 반드시 금년 또는
내년 연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에 의한 교육 추가개설 불가)

※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교육을 시행하는 각 지부교육장으로 문의하시거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033-749-5318~9) 또는 공단홈페이지(http://www.koro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연수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