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 능력 평가 (100점)

1. 전체 순서
  1) 출발 전 조치(1분 이내)
     조수석에 평가 교수 탑승→ ②피 평가 교육생은 차량키를 들고 조수석 옆에서 대기→ 
     ③ 교수의 “ ” 지시와 동시에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승차→ ④승차 후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 
      전 조치실시( 말로 설명하면서 실시)→ ⑤완료되면 피평가 교육생은 “출발준비 완료”라고 외친다.
  2) 주행 및 후진 주차(3분 이내)
     ①출 발→ ②1구역 진입→ ③S  통과→ ④외곽도로 진입→ ⑤정지·좌회전→ ⑥정지·우회전→
     ⑦정지·우회전→ ⑧2구역 진입→ ⑨지정장소 후진 주차, 시동 정지 후 하차
  3) 출발지점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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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점사항
   1) 출발 전 조치
      1분 이내 완료하고 “출발준비 완료” 외쳐야 인정
       이후 아래 사항 발견 시 감점 또는 실격
     ① 시동 걸지 못함(-30)
     ② 출발시 후진(기어R모드)(-20)
     ③ 안전벨트 미착용(-10)
     ④ 주차브레이크 미해제(-10)
     ⑤ 기어 D모드 않고 공회전 가속 시(–10)
     ⑥ 의자 간격 및 좌우 사이드미러 조정(–5)
     ⑦ 출발전 조치 1분 초과시(-20)

   2) 출발 이후 주행
     ① 시간 초과 (3분 이내)

-10점 3분 01초 ~ 3분 30초 이내 10초 단위

실격 3분 31초 ~

     ② 주행 중(전체구간)

-5점

㉠ 라바콘 충격 1개당(S코스)
㉡ 방향지시등 미작동(오작동)
㉢ 불필요한 장치 오작동
  - , 상향등 작동
  - 기어 D모드 미이행(1, 2단 등)
㉣ 제한속도 30km 초과
  - 1회 경고, 2회부터 회당 -5점

-10점

㉠ 외벽 가벼운 충격( 정도)
㉡ 경계석 가벼운 충격
    (차량 손상 없는 경우)
㉢ 중앙선 침범 1회당
    ( 앞·뒤 바퀴 모두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 경우)
㉣ 돌발 정지 실패
㉤ 경사로 밀림
㉥ 내리막 경사로 급정지 실패
㉦ 일시 정지 미준수

-20점
㉠ 외벽 강한 충격
    ( 손상은 없으나 큰소리 발생 시)
㉡ 코스이탈

-30점 ㉠ 출발지시 후 1분이내 출발 못함

실 격
㉠ 사고 발생 시
 중인 다른 차량 충격, 외벽이나 경계석 충격으로 
차량 또는 방호벽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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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후진주차

-10점

 ㉠측면 라바콘 충격 1개당
 ㉡ 시 가벼운 후면 벽 충격(1회당)
 ㉢주차선 실패
  -앞 범퍼가 주차선을 벗어난 경우
  -바퀴가 주차선을 밟고 있는 경우
   (측면선 바깥쪽)

㉠ 주차실패 : 바퀴 1개가 주차선에 
   닿지 않고 바깥으로 빠짐
㉡ 후진 주차 시 뒷면 벽 충격
   (30cm이내 벽 밀림)

-30점

㉠ 주차 완전실패 : 바퀴 2개 이상 
   선에 닿지 않고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남
㉡ 후진 주차 시 강한 벽 충격
   (30cm 초과 밀림)

실 격 후진주차 확인선 미진입시

  4) 종료   

-5점

㉠하차 시 기어 P모드에서
  주차브레이크 미조작
㉡ 시동 끄지 않고 하차
㉢ 하차시 차량 열쇠 미회수

-10점
ⓐ 시 기어, 주차브레이크 미조작
   - 기어 D 또는 R모드
   - 주차브레이크 미조작+N모드

정상 후진 주차 후진주차 확인선 미진입 실격

 
 3. 후진주차 확인선 미진입 관련

 4. 기타 착안 사항
     1) 교차로 교행 시 선(先) 도착 차량 선(先) 출발, 후(後) 도착 차량은 양보 
         이때 양보하는 차량 평가 교수는 정지 후 초시계를 멈추고 안전확보 후 출발
           명령과 함께 초시계 재작동
     2) 경미한 중앙선 침범은 감점하지 않고 경고
         운전석 쪽 앞·뒤 바퀴가 중앙선을 물고가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