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구분

1 필/실기 서울상설시험장(휘경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6710-3144~7

2 실기 서울전문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숭인동 165 본관) 02-745-1472

3 실기 서울중장비직업전문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61 (관산동 47-1) 031-969-2245

4 실기 현대중장비운전학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나루길 253-24 (임진리 63-7) 031-953-4200

5 실기 북부신진중장비학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47번길 6 031-529-3131

1 필/실기 서울동부상설시험장(검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2길 38 (자양4동 63-7) 02-2024-1745

2 실기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월계1동 500) 02-916-0049

3 실기 오금중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5길 20 (오금동 34) 02-402-4777

1 필/실기 서울남부상설시험장(검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당산동 121-102) 02-6907-7192

2 실기 윤중중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여의도동) 02-873-2620

3 실기 경인중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1 02-2612-6508

4 실기 선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27 (양평동4가 10) 02-2069-0039

1 필기 신한대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 101-1 031-870-3114

2 실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52 031-828-8425

3 실기 천보중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61 (금오동 469-2) 031-852-3763

4 실기 서정대학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용암리 681-1) 031-859-6900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 서울동부상설시험장

□ 서울지사

□ 경기북부상설시험장

□ 서울남부상설시험장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부산지사상설시험장(검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금곡동 1877) 051-330-1945~7

1 필/실기 부산남부상설시험장(검정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용당동 546-2) 051-620-1951

1 필/실기 울산직업능력개발원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322번길 6-10 (신정동 1820-4) 052-261-3322

2 실기 울산중장비직업전문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29 (장생포동 335-1) 052-256-8255

3 실기 울산중장비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57-20 052-275-3003

1 필/실기 경남상설시험장(검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중앙동 105-1) 055-212-7298

2 실기 마산대학(식품관, 21호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용담리 110) 055-230-1212

3 실기 마산대학(7호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용담리 110) 055-230-1212

4 실기 창원문성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 (두대동 196) 055-279-5107

1 필/실기 대구상설시험장(검정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053-580-2371

2 실기 대구공업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본동 831) 053-527-0501

3 실기 경북산업직교-중기운전실습장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31길 21 (불로동 928-3) 053-985-3044

4 실기 우성중장비직교-중기운전실습장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7 (봉암리 595-1) 054-976-3389

□ 대구지사

□ 경남상설시험장

□ 울산상설시험장

□ 부산남부상설시험장

□ 부산지사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경북상설시험장(검정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명리 406-1) 054-840-3050

2 실기 안동과학대학교(과학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교리 496) 054-851-3500

3 실기 현대중장비직업전문학원 경북 영주시 영봉로 54 054-632-8960

1 필/실기 포항상설시험장(검정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9 (장성동 1370-11) 054-230-3291

2 실기 선린대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146-1) 054-260-2114

3 실기 영남직업전문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병로 25 (청림동 1105) 054-282-7733

4 실기 경주직업전문학교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78-9 (신당리 792-3) 054-742-8595

5 실기 건영직업전문학교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281(동산리281-1) 054-744-6699

6 실기 포항직업전문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냉천로 58 (인덕동 188) 054-274-0082

1 필/실기 광주상설시험장(검정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062-974-0650

2 필기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 (월계동 864-2) 062-970-0505

3 실기 금파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80 (운암동 133, 금파공고) 062-605-6100

4 실기 조선이공대학교 본부동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서석동 290) 062-230-8890

5 실기 광주중장비학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지실길 46 (산정동 117) 062-382-3330

6 실기 상무대학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50번길 19-27 (동천동 136) 062-606-7114

7 실기 대성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96 (동림동 899-4) 062-513-5000

□ 광주지사

□ 포항상설시험장

□ 경북상설시험장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전북상설시험장(검정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팔복동2가 750-3) 063-210-9281

2 필기 한국폴리텍대학익산캠퍼스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579 063-830-3028

3 실기 우석대학교(교양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후정리 490) 063-290-1114

4 실기 전주생명과학고(구전주농림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 (인후동 2가 24) 063-244-2103

5 실기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19 (남중동 460-5) 063-852-2300

6 실기 전주기전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063-280-5208

7 실기 삼영천장크레인학원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6 063-465-4033

8 실기 길중장비전문학원 전라북도 익산시 신왕길 16 063-831-0123

9 실기 현대직업전문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64 (호성동1가 664-1) 063-210-3000

1 필/실기 전남상설시험장(검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조례동 480) 061-720-8562

2 필/실기 순천제일대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제일대학길 17 (덕월동 535) 061-740-1234

3 실기 청암대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녹색로 1641 (덕월동 217) 061-740-7100

4 실기 순천중장비학원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원길 43 (연향동 420-5) 061-745-8080

5 실기 두산중장비학원 전라남도 순천시 연자로 53 061-754-0887

6 실기 석창중장비학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831 (봉계동 145) 061-684-5212

7 실기 진명중장비학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비매봉길 61-12 (복성리 278) 061-721-4422

8 실기 상무중장비학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210-27 (봉림리 5) 061-858-1700

□ 전남상설시험장

□ 전북상설시험장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목포상설시험장(검정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대양동 514-4) 061-288-3355

2 필/실기 목포공업고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0 061-800-7200

3 실기 목포과학대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상동 525) 061-278-8651

4 실기 한국직업전문학교((구)중앙직업전문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21(석현동 668-18) 061-283-6653

5 실기 초당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성남리 419) 061-453-4960

1 필/실기 대전상설시험장(검정원)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문화1동 165) 042-580-9145

2 실기 대전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자양동 2) 042-620-1114

3 실기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270 (구암동 27) 042-820-5800

1 필/실기 충북상설시험장(검정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 (신봉동 244-3) 043-279-9091

2 실기 대영중장비운전학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길 17 043-218-7701

3 실기 예일미용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3번길 103 (북문로2가 12) 043-224-2121

4 실기 충북중장비운전학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로18번길 34 (사천동 79-14) 043-212-5500

□ 충북상설시험장

□ 대전지사

□ 목포상설시험장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충남상설시험장(검정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신당동 434-2) 041-620-7691

2 실기 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부대동 275) 041-521-9114

3 실기 혜전대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남장리 392-1) 041-620-7691

4 실기 천안제일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원성1동 260) 041-551-3057

5 실기 온양아산중장비학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609 (염성리 129-23) 041-543-4888

6 실기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16 (대흥동 10-5) 041-557-0060

7 실기 보령직업전문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진등2길 18 (명천동 511-15) 041-936-9999

8 실기 천안중장비운전학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공단1길 69-4 041-569-9912

9 실기 동천안중장비운전전문학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배울1길 103(구룡동624-5) 041-557-4567

10 실기 현대직업전문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원성산1길 132 (삼화리 1301) 041-353-9968

1 필/실기 경인상설시험장(검정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032-820-8694~5

2 실기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03 (연수1동 535-1) 032-382-9251

3 실기 계산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도두리로 47 032-552-2034

4 실기 한국항만연수원(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53 (항동7가 1-31) 032-885-8011

5 실기 두산인프라코아기술교육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48 (팔곡이동 85-1) 031-400-2120

□ 충남상설시험장

□ 경인지사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경기지사상설시험장(검정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탑동 906) 031-249-1264

2 필/실기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탑동 614) 031-293-3090

3 실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0 (매향동 10-22) 031-250-2418

4 실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매향동 110-2) 031-654-0296

5 실기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구:엘림직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1100) 031-390-1004

6 실기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1 (평리 62-1) 031-3529-5114

7 실기 수원과학대학(도서관건물 지하1층)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보통리 141-44) 031-350-2114

8 실기 오산대학교(청학관건물)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청학동 17) 031-370-2500

9 실기 안성국가자격시험장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459-4 (성은리 332-5) 031-618-2500

10 실기 신안산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초지동 산671) 031-490-6000

1 필/실기 한국지식능력개발원 (구 YTC직업전문학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8 031-758-4500

2 실기 성남방송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58번길 7 (하대원동 153) 031-753-0253

3 실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산성동) 031-739-4000

□ 성남상설시험장

□ 경기상설시험장



순번 구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필/실기시험장 현황
※ 시험장명을 클릭하면 지도로 이동합니다.                                                                                  2016.2.13 기준

주 소시험장명 전화번호

1 필/실기 강원상설시험장(검정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학곡리 101-24) 033-248-8554

2 필/실기 영서고등학교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84 (반곡동 1090-1) 033-743-0704

3 실기 한림성심대학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장학리 790) 033-240-9034

4 실기 송호대학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남산리 66) 033-340-1000

1 필/실기 강릉상설시험장(검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방동리 649-2) 033-650-5750

2 필기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교동 526) 033-570-6114

3 필기 황지정보산업고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1길 1 033-550-6500

4 실기 가톨릭관동대학교(청송관)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033-641-1011

5 실기 강원도립대학(검정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교항리 8-2) 033-660-8000

6 실기 동해직업전문학교(검정원) 강원도 동해시 마상천길 77 (초구동 408-7) 033-534-3301

1 필/실기 제주상설시험장(검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669-2) 064-729-0752

2 필기 영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동길 92 064-702-6251

3 실기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1534) 064-741-7593

4 실기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광령리 2535) 064-740-8700

5 실기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18 (아라일동 362-22) 064-754-7100

□ 제주출장소

□ 강릉상설시험장

□ 강원출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