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40 호

- 2020년도 대전 광 역시 지방 공 무원 -

제1회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0. 6. 13.(토) 시행하는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시험일시 : 2020. 6. 13.(토) / 수험생 입실완료 시간 09:20
○ 직렬(직류)별 시험시간
시험시간(분)

비 고

일반행정 등 20개 직류

10:00 ~ 11:40 (100분)

5 과목

운전직(운전), 의료기술직(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10:00 ~ 11:00 ( 60분)

3 과목

장애인 편의제공 중 시간연장 대상자

10:00 ~ 12:30 (150분)
10:00 ~ 12:50 (170분)

5 과목

구

분

2. 시 험 장 소 : 붙임 1
○ 대전광역시 지역: 남선중학교 등 15개 학교

※ 시험 응시표는 5월 20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 제공대상자 : 붙임 2
○ 편의지원 신청자는 응시번호로 제공내용 및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편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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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응시표에 표기된 시험장의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 대전 → 응시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유효한 여권 ,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표 뒷면 등 여백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금지)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MP3, 이어폰 등)와 전자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통신기기 및 전
자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시에는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 한 경우에는 OCR
기기 판독결과에 따르며,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만 표기하고 인적사항, 응시번호 등을 작성(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효 처리합니다.

사.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대로 채점되므로 선택과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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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시험과목은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가지고 갈 수
있으나,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한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문제책을 절취, 훼손하거나 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안내 또는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참고(붙임3)

카. 인사혁신처 수탁출제 문제 정답 이의 제기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 정답가안 공개: 2020. 6. 13.(토) 14:00
- 이의제기기간: 2020. 6. 13.(토) 18:00 ~ 6. 16.(화) 18:00
- 최종정답 공개: 2020. 6. 22.(월) 18:00
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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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가.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수험생은 아래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08:00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라.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마.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바.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아.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시작 전에 창문 등을 개방하오니 따뜻한 옷을 지참하시어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차. 코로나 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카. 코로나 19 격리대상자(자가격리자 포함)는 시험 응시 가능하며 아래의 사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자 사전신고기간: 2020. 6. 5.(금) ~ 6. 12.(금) 20시까지
- 제출서류: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붙임 4), 격리통지서 사본
- 제출방법: 시험시행본부 이메일 송부(doygi@korea.kr)

* 자가격리 사전신고 대상자에게 시험장소 및 시험장 출입 방법 등 향후 개별 안내

- 자가격리 신고자 중 격리해제 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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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0. 7. 10.(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열람 가능하며, 전화 열람신청은 불가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등 향후 시험 일정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변경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전화
042-270-2972~29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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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지원
구분

응시번호
(시작번호~끝번호)

편의

91200001~91200001

사회복지직(장애인)

〃

92200001~92200001

행정직(장애인)

〃

91200002~91200008

사회복지직(장애인)

〃

92200002~92200003

행정직(장애인)

〃

91200009~91200012

사회복지직(장애인)

〃

92200004~92200004

행정직(장애인)

〃

91200013~91200020

사회복지직(장애인)

〃

92200005~92200006

행정직(장애인)

〃

91200021~91200027

건축직(장애)

〃

96700001~96700001

일반

91200028~91200095

〃

92200007~92200017

행정직(임산부)

편의

91100001~91100003

속기직(임산부)

〃

91600001~91600001

농업직(임산부)

〃

93300001~93300001

토목직(임산부)

〃

96100001~96100001

간호직(임산부)

〃

87900001~87900001

행정직(일반행정)

일반

91100004~91100778

행정직(일반행정)

〃

91100779~91101428

행정직(일반행정)

〃

91101429~91102153

행정직(일반행정)

〃

91102154~91102678

행정직(일반행정)

〃

91102679~91102858

시험장

직렬(직류)

15학교

23개직류
행정직(장애인)

남선중
(10실)

행정직(장애인)
사회복지직(장애인)

글꽃중
(31실)
둔산중
(26실)
노은중
(29실)
관저중
(21실)
도마중
(9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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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시험장

직렬(직류)

지원
구분

응시번호
(시작번호~끝번호)

봉명중
(24실)

행정직(일반행정)

일반

91102859~91103458

행정직(일반행정)

〃

91103459~91103866

행정직(저소득층)

〃

91300001~91300102

사서직(사서)

〃

93100001~93100071

태평중
(24실)

사회복지직(일반)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

92100001~92100571
92300001~92300016

도안중
(18실)

전산직(전산)

〃

92600001~92600168

간호직(간호)

〃

87900002~87900272

공업직(일반기계)

〃

95100001~95100124

공업직(일반전기)

〃

95200001~95200138

공입직(일반화공)

〃

95300001~95300069

농업직(일반농업)

〃

93300002~93300105

농업직(축산)

〃

93400001~93400038

녹지직(산림자원)

〃

93600001~93600073

시설직(일반토목)

〃

96100002~96100219

시설직(건축)

〃

96700002~96700171

시설직(지적)

〃

97100001~97100076

세무직(일반)
보건직(보건)
식품위생(식품위생)
속기(속기)

〃
〃
〃
〃

91700001~91700313
97600001~97600262
94800001~94800022
91600002~91600027

환경(일반환경)

〃

93900001~93900153

방송통신(통신기술)

〃

92800001~92800060

방재안전(방재안전)

〃

95600001~95600024

운전(운전)

〃

97400001~97400231

의료기술(치과위생)

〃

버드내중
(25실)

만년중
(21실)

지족중
(23실)

송촌중
(27실)

월평중
(11실)

법동중
(19실)

98100001~98100020
98100021~98100036
98490001~98490004

의료기술(임상병리사)

〃

98490005~98490064
98490065~98490066

의료기술(방사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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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0001~98390018
98390019~98390022

비고

(붙임 2)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제공 대상자 명단 및 제공내용
구 분

응시직렬(류)

응시번호

제공내용

시험장

7개 직렬(류)
행정9급(장애인)

91200001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사회복지9급
(장애인)

92200001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91200005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답안지 기입형(A3),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5배 연장,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91200006

시험시간 1.5배 연장

91200007

시험시간 1.5배 연장

91200008

시험시간 1.5배 연장

92200002

시험시간 1.5배 연장

92200003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별도시험실배정 (좌석간격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남선중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118%) (3시험실)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휠체어 전용책상, 확대문제지(118%),
별도시험실배정 (좌석간격조정)

91200002
91200003
91200004
행정9급(장애인)

사회복지9급
(장애인)

91200009
장애인

행정9급
(장애인)

사회복지9급
(장애인)

행정9급
(장애인)

사회복지9급
(장애인)

남선중
(1시험실)

91200010
91200011
91200012
92200004
91200013

휠체어 전용책상,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14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15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16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17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18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19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20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2200005

휠체어 전용책상,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2200006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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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중
(2시험실)

남선중
(4시험실)

구 분

응시직렬(류)

응시번호
91200021

제공내용

시험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150%),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조정)

91200022 확대문제지(118%), 확대답안지 표기형(A3)
91200023 확대문제지(118%), 확대답안지 표기형(A3)
행정9급(장애인) 9120002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남선중
(5시험실)

91200025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91200026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91200027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설9급(건축)

96700001 확대문제지(118%)
91100001 시험중 화장실 이용

임신부

행정9급(장애인) 91100002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시험중 화장실 이용

91100003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시험중 화장실 이용

속기9급(속기)

91600001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농업9급(일반농업) 93300001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시험중 화장실 이용

시설9급(일반토목) 96100001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시험중 화장실 이용

간호8급(간호)

87900001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시험중 화장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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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중
(10시험실)

(붙 임3)

시험장 위치 및 대중교통 안내
※ 교통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선중학교 : 서구 월평북로 41(월평동) ☎ 484-6214
- 교통안내 : 버스 104, 116, 514, 602, 916

◈ 글꽃중학교 : 중구 계룡로 918번길 103(문화동) ☎ 250-0307
- 교통안내 :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②번 출구 / 버스 311, 317, 513, 61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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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산중학교 : 대전 서구 갈마역로25번길 70 ☎ 486-6146
- 교통안내 : 버스 104, 106, 911

◈ 노은중학교 : 유성구 노은동로 104(노은동) ☎ 479-5553
- 교통안내 :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⑤⑥번 출구 / 버스 101, 1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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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중학교 : 서구 관저동로 143(관저동) ☎ 545-4762
- 교통안내 : 버스 114, 201, 203

◈ 도마중학교 : 서구 도솔2길 22 ☎ 525-6892
- 교통안내 : 버스 312, 216, 301,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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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명중학교 :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71(봉명동) ☎ 826-6872
- 교통안내 : 지하철 유성온천역 ①번 출구 / 버스 3, 114

◈ 버드내중학교 : 대전 서구 유등로 285 ☎ 527-2053
- 교통안내 : 버스 1, 119, 201, 202,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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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중학교 : 중구 수침로111번길 12 ☎ 481-0860
- 교통안내 : 버스 612, 318

◈ 도안중학교 : 서구 원도안로 160번지(도안동) ☎ 545-9701
- 교통안내 : 버스 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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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년중학교 : 서구 만년남로 17(만년동) ☎ 480-2805
- 교통안내 : 버스 514, 916

◈ 지족중학교 : 유성구 노은동로 193(지족동) ☎ 477-4630
- 교통안내 : 지하철 노은역 3번 출구 / 버스 101, 1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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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촌중학교 : 대덕구 계족산로 110 ☎ 627-4931
- 교통안내 : 버스 103, 311, 314, 616, 617, 620

◈ 월평중학교 : 대전 서구 월평동로 21 ☎ 600-7800
- 교통안내 : 지하철 월평역 1번 출구 / 버스 102, 113,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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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동중학교 : 대덕구 쌍청당로 55 ☎ 336-3005
- 교통안내 : 버스 311, 616, 617,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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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자가격리자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번호:
❐ 지원사항(직렬/직급):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
❍
❍

본 인:
가족 등 :
기 타:

※ 필기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위와 같이 2020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격리통지서 사본 1부.
신청일자 2020. 6. .
신청인
(서명)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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