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0회 국가공인분재관리사 검정안내】

● 자격종목 및 등급 : 분재관리사(전문, 1급, 2급)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29일(월요일)부터 12월 15일(수요일) 18시마감(직접 또는 우편접수 원칙)

● 시험일시 : 2021년 12월 18일(토요일) 13:00시부터 18:00까지

● 시험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전라북도 진안군 전진로 2685-6)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사진(6개월 이내 3×4cm) 4매,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전문 25만원, 분재관리사1급 15만원, 2급 10만원(고등학생, 전문대학, 대학교

재학생 30% 할인) (계좌번호 - 농협 : 355-0016-8283-53 / 분재조합)

● 접수장소 : (사)한국분재조합 검정부 042)822-5037 / 5039

-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로 33(청과물동 2층 3-3)우34146

●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형태

검정종목
및 등급

분재관리사 2급 분재관리사 1급 분재전문관리사

필수과목

■ 분재학개론

■ 분재기초관리론

■ 분재수형론Ⅰ

■ 수형작업실기(초급)

■ 분재학각론

■ 분재수형론Ⅱ

■ 분재일반관리론

■ 수형작업실기(중급)

■ 분재지도 관리학 (분재수목 포함)

■ 분재미학 (분재문화사 포함)

■ 분재전문기법 (수목생리학 포함)

■ 수형작업 실기 (고급)

선택과목 ■ 원예학 ■ 조경학 중 1과목 선택 ■ 선택과목 없음

합격기준

■ 필기(100점 만점),실기(100점 만점)

(필기, 실기 별도구분 채점)

■ 필기 평균60점 이상

(단 과목당 40점미만 불합격)

■ 실기는 60점 이상 합격

■ 필기(100점 만점), 실기(100점 만점)

(필기, 실기 별도구분 채점)

■ 필기 평균60점 이상

(단 과목당 40점미만 불합격)

■ 실기는 60점 이상 합격

시험형태

■ 객관식 4지 선택형 ■ 과목당 25문항

■ 필기 - 시험시간 90분

■ 실기 – 분재관리사 전문 : 수형 작업형 실기(120분)

- 분재관리사 1급, 2급 : 수형 작업형 실기(90분)



● 응시자격요건

● 시험평가 과목 및 세부항목

분재관리사 2급 ·만 16세 이상은 응시 할 수 있다.

분재관리사 1급

·분재관리사 2급을 취득 후 동일 실무경력 3년 이상자

·분재유사관련 단체에서 60시간 이상 분재관련 교육 이수자

·분재 유사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자(졸업예정자 포함)

·본 조합가입 3년 이상자

·식물보호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종자기사, 조경기사 국가자격 취득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자격 취득자

·농·임업 분재관련 공공기관에서 해당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자

·3년 이상 분재 교습소를 운영한자(시·도 교육청 신고 필)

·분재경력 3년 이상으로 시·도 지부장의 경력확인서 첨부자

분재전문관리사

·분재관리사 1급을 취득 후 동일 실무경력 3년 이상자

·분재 유사관련학과 대학졸업자로 동일분야 경력 5년 이상인자

·분재 유사관련학과 석사학위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자격 취득자

·농·임업 분재관련 공공기관에서 해당관련 업무 10년 이상 근무자

·본 조합가입 5년 이상자

·5년 이상 분재 교습소 및 분재원을 운영한 자 (시·도 교육청 신고 필)

·분재경력 10년 이상으로 시·도 지부장의 경력확인서 첨부자

분재관리사 2급

분재학개론
분재의 개념과 역사, 도구 및 장비, 분재의 수종,

소재번식법, 토양 및 분갈이

분재기초관리론 분의 선택, 물주기, 시비, 배양, 병충해

분재수형론Ⅰ
수형의 이론과 실제, 수형의 종류 및 전면결정법,

정자, 철사걸이

선택과목
원예학 화훼, 온실관리, 병충해, 시비, 과수, 법식

조경학 조경수목, 석재, 경관미학
작업형 실기 (초급) 잡목류(3∼5년생)

- 평가항목 분갈이, 가지정리, 철사걸이, 수형

분재관리사 1급

분재학각론 송백류, 상화, 상과, 잡목

분재일반관리론 시비 및 배양, 병충해, 번식, 정자

분재수형론Ⅱ 철사걸이, 분갈이, 합식, 분경, 석부
선택과목 원예학 화훼, 온실관리, 병충해, 시비, 과수, 번식

조경학 조경수목, 식재, 정관미학

작업형 실기 (중급) 송백류(5∼7년생)

- 평가항목 가지정리, 철사걸이, 수형

전문관리사

분재미학 분재미학의 정의, 진열 및 연출, 감상 및 평가
분재지도 관리학 분재관리지도법, 분재경영, 강의지도법

분재전문기법 창·개작, 조각, 철사걸이, 분과의 조화

작업형 실기 (고급) 송백류(7∼12년생)

- 평가항목 가지정리, 철사걸이, 수형



● 시험면제기준

● 응시원서 교부 및 문의처

검정종목·등급 면제기준 면제과목

분재관리사2급

· 외국의 분재기술 관련분야 동등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 본 조합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재관련 대회에서 입상자
작업형

실기 면제

분재관리사1급

· 외국의 분재기술 관련분야 동등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 본 조합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 실시한 분재관련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작업형

실기 면제

분재전문관리사

· 외국의 분재기술 관련분야 동등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 본 조합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 실시한 분재관련 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작업형

실기 면제

(사) 한국분재조합 전국 시·도 검정지부

본부

(대 전)
(사)한국분재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번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3-3호(우 34146)

042-822-5037

042-822-5039

Fax.042-822-5034

서울
동욱분재

(이 동 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목동신시가지A 109동102호(우 07980)
010-5250-6360

부 산
미소원

(강 남 철)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335번길81-8(우 46280) 010-3581-6413

대 구
목림조경분재

(권 오 열)

대구 동구 율하서로 휴먼시아 501동 601호

(우 41097)
010-3545-7189

인 천
풀잎

(이 종 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86(우 14400) 010-3328-3000

광 주
원예가이드

(강 남 길)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벽진길 20(우 61999) 010-4322-2366

대 전
한국분재유통

(이 화 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0<구암동>

(우 34156)
010-4400-8445

울 산
쌍림조경

(이 충 환)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5길7(우 44105) 010-3566-2724

세 종
임금봉분재원

(최 정 호)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10-5<학봉리>

(우 32626)
010-5428-4110

경 기
곰솔원예자재

(김 석 헌)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04(우 13820) 010-3080-1919

강원
솔표조경

(이 석 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복골길 75

(우 25005)
010-5363-8869

강원

영서

봄내철쭉원

(정 재 학)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39-5(우 24226) 010-3392-0113



※ 기타 문의사항은 분재 조합 홈페이지(http://www.koreabonsai.com)을 참조하시거나

대전본부(검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o 응시자가 지참할 준비 물품 등

신분증 및 작업형 실기시험에 필요한 소도구는 반드시 개인이 지참하여야 함

o 코로나19의 방역수칙 준수

- 2차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자(QR코드 등 전자증명서 확인) 및 48시간 내 PCR음성확인 자(문자 및

종이 증명서 확인)만 참여

-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은 시험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열이 있는 사람은 참여 금지

- 실내 음식(거피 등) 섭취 금지(개인 물은 제외)

o 보수교육 실시(당해 연도 합격자 포함)

국가공인 분재관리사 자격취득자는 자격기본법 제 35조 및 자격검정 운영관리 규정 제61조

규정에 따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교육비 50,000원)

<참고> 국가공인 분재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관련 법규

□ 자격기본법 제 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 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산업 교육기관의 장은 입학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충 북
새솔분재원

(이 상 욱)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 101-2

(우 28181)
010-5465-6323

충 남
목화분재원

(박 윤 복)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76(우 32508) 010-5425-8838

전 북
목화원

(송 근 섭)
전북 익산시 마동 145번지(우 54597) 010-3656-2374

전 남 김 용 묵 전남 여수시 안산4길 13(우 59661) 010-9904-3502

경 북
송암분재원

(이 원 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3리 161-29

(우 37916)
010-4533-8343

경 남
산들해

(이 일 문)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962(우 50877) 010-5838-9440

제 주
키움분재원

(현 경 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2동 1339-3번지

(우 63245)
010-6765-6020

http://www.koreabons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