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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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2호다·라목(‘18.12.31)개정】
․ 명칭 : 자격유지검사
․ 대상 : 사업용 화물 65세이상 고령운전자
․ 주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검해야 함.
※ 자격유지검사는 의료적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규칙 제18조의2 제3항), 현재 의료적성검사 시행방안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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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시기

최초 검사
(생년월일 기준)

계속 검사
(생년월일 또는
이전 수검일 기준)

ㅇ 시행일 당시 대상자(경과조치 대상자) : 1955.1.1 이전 출생자로서 19.12.31까지 입사한자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5.1.1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0.12.31까지 수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검)
ㅇ 시행일 이후 대상자(‘20.1.2일부터 입사자, 1955.1.2.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 도래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ㅇ 65세～69세 :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ㅇ 70세 이상 :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 과거 버스나 택시 업종에 종사할 당시 자격유지검사 수검자는 수검사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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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행
검사구성
검사방법
검사판정
검사시간
검사예약
검사비용
검사장소

시야각 검사 등 7종 (별첨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3호(‘19.5.13)에 명시
검사예약→검사접수→검사시행→교정교육→판정표교부

적합․부적합 판정(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
약 2시간 내외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 예약
20,000원(부가세포함)
전국 15개 검사장 (별첨2)

별첨1

자격유지검사별 세부내용

1. 시야각검사
검사목적
측정내용

- 전통적인 시야각검사를 사용하여 시야각(UFOV) 측정
- 운전시 필요한 시야각 측정
-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 연령 증가에 따라 시야각(UFOV)의 감소가 나타나고, 이는 사고와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밀접하게 관련됨.
- 시야각 감소는 야간시력 저하와도 관련됨.
- 가장 많은 연구에서 고령운전자 취약요인으로 나타남
- 전통적인 시야각 측정 기법을 반영하여 검사문항 구성

검사의 내용
및 구성

- 화면 가운데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주변부에 나타나는 타겟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과제
- 타겟제시 시 주변자극 출현여부에 따라 난이도 상, 하 구분
- 화면 중앙에 제시된 원의 색이 바뀔 때마다 반응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화면 가장자리에 나타난 자동차의 특정 위치를 보고 해당
위치를 버튼으로 표시
- 제시조건은 단순형, 복잡형 2조건이며 총 32회 시행

검사방법

(단순형)

(정답표시)

(복잡형)

- 각 시행에서 탐지의 정확도(타겟 출현 위치)
측정값

- 화면 중앙 자극의 색깔 변화에 대한 반응 정확도
- 점수 = Z(단순형 문항 정답수) + Z(복잡형 문항 정답수) + Z(색깔반응
과제 정답수)

2. 신호등검사
검사목적

- 시각적 자극을 지각하고 이를 운동기능으로 전환시키는 속도 평가
- 시각 운동 협응속도

측정내용

- 운전상황에서 시각정보 인식 후 이를 운동기능으로 빠르게 전환
하는 능력
- 고령자일수록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운전반응시간(Driving

Reaction

Time:

DRT;

엑셀에서 브레이크로의 전환속도)이 길어짐. 이 능력은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신호변화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임.
- 신체기능 저하와 더불어 눈 / 손 / 발의 협응력이 떨어지며, 이는
장애물 회피 능력, 대처능력 저하 등으로 연결됨.
- 신호등 및 돌발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측정

검사의 내용
및 구성

- 녹색신호에서

엑셀을

밟고

있다가

적색신호나

돌발자극이

제시될 때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를 밟도록 함
- 엑셀페달을 밟아 도로를 주행하면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거
나 화면에 위험 표지판이 나타나면 즉각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검사로 총 15회 시행

검사방법

(빨강신호등)

(위험표지판)

- 신호 및 돌발자극에 대한 반응여부
측정값

- 신호변화 및 돌발자극 출현 시 반응속도
- 점수 = 정답시 반응속도

3. 화살표검사
검사목적

- 운전 중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선택적으로 집중시키는 능력평가
- 선택적 주의력 측정

측정내용

- 불필요한 간섭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
- 고령자는 주의분배능력 감퇴로 인해 정보 취사선택과 처리에 어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려움을 겪게 됨.
- 운전상황에서는 다양한 자극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때 반드시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
- 선택적 주의를 측정하는 Stroop 검사의 변형 : 일치(A형)와 불일

검사의 내용
및 구성

치(B형) 조건에서의 반응속도 차이를 계산
- 화살표가 제시되는 곳(좌, 우)과 화살표의 방향(좌, 우)에 따라 일
치와 불일치 조건으로 구분
- 화면 좌우측에 무작위로 좌우 방향의 화살표가 하나씩 제시되는데,
나타난 화살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 해당되는 버튼을 누름
- 제시조건은 일치, 불일치 2조건이며 총 60회 실시

검사방법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 일치 조건에서의 반응속도와 정확도, 불일치 조건에서의 반응속
도와 정확도
측정값

- 각 반응속도의 차이값, 각 정확도의 차이값
- 점수 = (검사A - 검사B) 정답수 차이 등급점수 + (검사B - 검사A)
반응속도 차이 등급점수

4. 도로찾기검사
검사목적

측정내용

- 공간적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 공간판단력
- 복잡한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고령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와 의사결정 속도의 감소, 판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단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운전은 주어진 공간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중요함

검사의 내용
및 구성

-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도로를 빠르게 선택하는 검사
- 출발지점 도로의 수, 도로의 교차횟수에 따라 난이도가 서로 다
른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됨

- 화면에 여러 개의 도로가 서로 얽혀있는데, 도로의 시작점에 위
치해 있는 자동차가 차고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로 가야 하
는지를 빠르게 찾는 검사로 총 20회 시행

검사방법

측정값

- 각 시행에서의 정답여부
- 점수 = 총 정답수

5. 표지판검사
검사목적
측정내용

- 시각적 자극을 적절하게 기억하는 능력 평가
- 시각적 기억력
- 운전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
- 입력된 정보를 저장, 변경, 기억하는 활동 전반에 걸쳐 장애가 나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타날 수 있음. 특히, 운전상황에서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많
고, 시각자극을 기억해야 하는 경우(예: 표지판, 신호등, 경로 등)
가 많으므로 시각기억을 중심으로 측정.
- 기억에 대한 요구는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켜 안전을 저해함.
- 단순시각기억을 묻는 문항(재인과제: A-난이도 하)과 공간기억을

검사의 내용
및 구성

묻는 문항(B-난이도 상)으로 구성
- 난이도 하에서는 “정확하게”기억하는 능력을, 난이도 상에서는
“적절하게” 기억하는 능력평가
- 화면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시되면 이를 기억하여 동일한 교통
안전 표지판을 찾아야 하고, 또한 도로표지판이 제시되면 이를
기억하여 특정 지역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찾는 검사
- 제시조건은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표지판 2조건이며 총 30회 시행

검사방법
교통안전 표지판(난이도 하)

도로표지판(난이도 상)
측정값

- 각 시행에서의 정답여부
- 점수 = 검사A 정답수 등급점수 + 검사B 정답수 등급점수

6. 추적검사
검사목적

측정내용

- 운전 중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유지시키며 추적하는 능력평가
- 주의지속능력 측정
-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자극에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주의, 집중력의 감퇴, 주의지속 능력의 감소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운전은 교통흐름이나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적절한 수
준의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잠깐의 부주의가 사고
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내용
및 구성

- 움직이는 5대의 차량 중 승객이 탑승한 차량(타겟) 찾기
- 각 시행마다 차량은 약 10초 정도 주행함
- 차량의 차선변경횟수에 따라 난이도 1~4까지 제시
- 자동차 5대중 한 대에 사람이 탑승하면 자동차들이 도로를 제멋
대로 주행한 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찾는 검사
- 제시조건은 난이도에 따라 4조건으로 총 12회 실시

검사방법

(탑승준비)

측정값

- 각 시행에서의 정답여부
- 점수 = 총 정답수

(탑승차량 확인)

7. 복합기능검사
검사목적

-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 평가
- 다중과제 수행능력

측정내용

-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
고 반응하는 능력
- 고령운전자는 인지부하로 인한 기능의 저하, 복잡한 과제에서 급
격한 수행의 저하가 나타나고, 이것이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것으

운전상황 및
사고연관요인

로 알려짐.
- 고령자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높은데, 이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에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실
수가 발생하기 때문임. 즉, 다중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교
차로사고 등 복잡한 상황에서의 사고와 관련됨.
-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수에 따라 난이도 하, 상 구성

검사의 내용
및 구성

- 난이도 하 : 청각 + 운동
- 난이도 상 : 청각 + 운동 + 시각
* 자극유형 : 청각(숫자 7에 반응), 운동(장애물피하기), 시각(도형 색)
-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면서 숫자
7이 들릴 때마다 반응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상단에 제시되는 원
의 색깔과 같은 반응버튼을 누르는 검사
- 총 검사는 장애물 피하기와 청각 과제가 혼합된 A형 검사와 색
반응 과제가 추가된 B형 검사로 구성

검사방법

(청각자극)

(시각자극)

- 장애물 충돌 횟수, 청각자극 및 시각자극에 대한 정답 수
측정값

- 점수 : Z(검사 A 충돌횟수)x(-1) + Z(검사 B 충돌횟수)x(-1) +
Z(검사 A 청각과제 정답 수) + Z(검사 B 청각과제 정답 수)
+ Z(검사 B 시각과제 정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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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장 현황

지역별
검사장

우편번호

서울
(성산)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436-1)

02)375-1271

서울
(노원)

01806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252)

02)973-0586

경기북부
(의정부)

11708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031)837-7602

경기남부
(수원)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9-19)

031)297-9123

인천

21544

인천 남구 백범로 357(간석동 172-1)

032)579-5007

강원
(춘천)

24397

강원 동내면 거두리 926-5, 3층

033)262-3367

대전・충남
(대전)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83-1)

042)933-4328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260-6)

043)262-5002

대구・경북
(대구)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435)

053)794-3816

부산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1287)

051)315-1421

경남
(창원)

513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12층
(석전동 259-6)

055)294-2507

울산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달동 1296-2)

052)256-9371

광주・전남
(광주)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251-4)

062)606-7626

전북
(전주)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 211-5)

063)211-9523

제주

63326

제주시 삼봉로 79(도련동 568-1)

064)723-3112

상주
체험센터

37257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1로 80-15

054)530-0114

충북
(청주)

주

소

전 화

자격유지검사 홍보영상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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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사업용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 제공
ㅇ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필요성 강조 및 검사 이해도·친숙도 유도

□ 영상 구성

ㅇ제편
1

-

:

(8분 50초)

고령운전자의 건강한 노년

·

고령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인지적 신체적 감퇴가 일생생활 및 운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전달함과 동시에
안전운전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ㅇ제편
2

-

:

(7분 20초)

안전운전과 자격유지검사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자격유지검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검자 현장 인터뷰 및 자격유지검사 내용 소개를 통해 검사 이해도와
친숙도 유도

□ 영상 경로

ㅇ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tsdms.kotsa.or.kr/com/mainForm.do) 링크 안내
ㅇ 공단 홈페이지
게시
(http://www.kotsa.or.kr)

* 알림마당 -> 홍보영상 -> 1부 건강은 곧 안전입니다 / 2부 모두가 행복해지는 약속
ㅇ 공단 네이버블로그 게시(다운로드 가능)
* https://blog.naver.com/autolog/221439638578
* https://blog.naver.com/autolog/221439649028

ㅇ 공단 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PqX-Zbqx8PQ
* https://www.youtube.com/watch?v=83ySuen4LBs

ㅇ 공단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tsa.or.kr/videos/vb.147546385331464/388993901873423/?type=2&theater
* https://www.facebook.com/kotsa.or.kr/videos/vb.147546385331464/796206210735775/?type=2&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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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조기 수검 협조

□ 시행일 : 2020. 1. 1
□ 대상자 : 65세 이상자(매 3년), 70세 이상(매 1년)
□ 검사시기(최초검사, 생년월일 또는 입사일 기준)
ㅇ 시행일 당시 65세 이상자(경과조치 대상자) : 20. 12. 31까지 수검

* 경과조치 대상자 : 19.12.31까지 입사등록된 자 중 55.1.1 이전 출생자

ㅇ 시행일 이후 65세 도래자
- 20.1.1 이전 입사자로 20.1.2 이후로 부터 65세 도래자 : 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수검

* 55. 1. 2 이후 출생자

ㅇ 20.1.2 이후 입사 당시부터 65세 이상인자 :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수검
□ 계속검사(두번째 검사 : 최초 수검일 또는 생년월일 기준)
ㅇ 65세～69세 : (원칙)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 검사일 기준)
- 최초 검사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3년이 경과되기 전에 70세가 도래한
경우 : 70세가 도래한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70세 생일기준)
- 최초 검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먼저 도래한 경우 : 최초 검
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소 1년 보장, 최초 검사일 기준)
ㅇ 70세 이상 : (원칙)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후 1년이 경과된 경우 :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먼저 도래한 경우 : 최초 검
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최소 1년 보장, 최초 검사일 기준)
□ 계속검사(세번째 검사) : 두 번째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경과조치 대상자별 수검일자별 유불리 비교
- 경과조치 대상자 : 19.12.31까지 입사등록된 자 중에서 55.1.1 이전 출생자
- 수검기한 : 2020. 12. 31.
- 나이별 수검시 유불리
·현재 65세～66세 : 늦게 받는게 조금 유리하나, 두 번째 검사부터 차이 없음
·현재 67세～68세 : 지금 받으나 늦게 받으나 차이 없음(3년 이내에 70세 도달)
·현재 69세～70세 이상 : 늦게 받는게 유리하나 노화에 따른 불합격율도 그
만큼 높아짐(최초검사 받은날로부터 매년 받아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종사자격 관련 법령 및 벌칙사항
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
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7. 3. 21.>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
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
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
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
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
2호 개별기준의 제3호서목, 제10호바목 및 제17호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
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

정 2013. 7. 11., 2018. 12. 31.>
1. 삭제

<2018. 12. 31.>

2. 삭제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3. 7. 11., 2017. 1. 6., 2018. 12. 31.>

1. 신규검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
려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
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일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라 한다) 시작일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
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
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
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29.][시행일 : 2020. 1. 1.] 제18조의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시행 2019. 5.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3호]
제12조(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
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
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10호서목
[시행일: 2019. 7. 1.] 제2호의 제10호어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9.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법 제19조제1항제6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운송하게 한 경우(운송사업자)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3호머목, 제2호의 제17호차목,
제2호 비고 제1호
[시행일: 2019. 7. 1.] 제2호의 제3호버목, 제2호의 제17호카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 징 금 의

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
동차
운송주
선사업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법 제19조제1항제6호
운송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

60

60

60

-

-

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법 제32조제1항제2호
운송하게 한 경우 (가맹사업자)

-

-

-

-

60

위 반 행 위

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금 액

근거 법조문

화물자
동차
운송가
맹사업

[별표 4]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10호카목
[시행일: 2019. 7. 1.] 제2호의 제10호타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법
운송하게 한 경우(가맹사업자)
호

처 분 기 준

제32조제1항제2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1.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 금액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