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제2021-365호
'21년 5차 국방부 주관 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면접시험 계획 공고

년 5차 국방부 주관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일반임기제 군무원 5급이상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면접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1월 4일

2021

국 방 부 장 관
1. 합격자 명단

채용직위
합격
인원
소속
직위
직급
국군간호 군간호학교수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3
사관학교
(일반임기제 5급 상당)
국군재정 정보체계과장 일반임기제 군무원 6
관리단
4급(전산)

합 격 자 (응시번호)
001-001, 001-002, 001-003
002-001, 002-002, 002-003,
002-004, 002-005, 002-006

2. 실기시험 계획

가 대상직위 :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간호학교수(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나 시험관련 세부사항(일시, 장소, 연구강의 주제, 준비사항 등)은
붙임파일 참조
- 국군간호사관학교 문의처 : ☎(일반) 042-878-4514, (군) 975-4514
다 합격자 발표 ’21. 11. 15.(월)/국방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

.

.

:

3. 면접시험 계획

가 일시
화
나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단, 실기시험 대상 직위는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
.

:

'21.

11.

23.(

)

/ 14:00~

다 장소 : 국방컨벤션 층
.

4

1)

지하철 :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내려 1번 또는 13번 출구로 나와
이태원 방향으로 진행, 국방컨벤션 우측 출입구를 이용하여
대기장소 호 로 이동
버 스 : 정류장 하차 후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방법 참조
- 삼각지역 : 100, 150, 151, 152, 500, 501, 502, 504, 506, 507, 605,
750A, 750B, 751, 752, 6001(공항버스)
- 전쟁기념관 : 110A, 110B, 421, 740, 용산03(마을버스)
(408

2)

)

※ 면접장소 사정상 개인차량의 주차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주차할 경우, 본인 책임 하에 주차)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유선통보 합니다.

라 응시자별 면접 일자 및 시간
.

일자 장소
/

화

11.23.
(

)

오후

채용 직위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간호학교수
국군재정관리단
정보체계과장

시간
14:00 ~

15:00 ~

응시 대상자 응시번호
(

)

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001-001, 001-002, 001-003,
001-004, 001-005, 001-006

마 응시자 유의사항
.

◦ 지정된 면접시간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증명서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중 하나임.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 복장 : 단정한 복장
◦ 응시 대상자는 본인의 면접시험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시간 내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개인별로 지정된 면접시간 이외의 별도면접 또는 추가면접 없음.
◦ 면접 대기장소(408호) 도착 시, 전자‧통신 기기를 수거한 후부터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MP3플레이어,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장소 출입방법
국방컨벤션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 확인 및 발열 체크 후 대기장소로 이동, 면접시험 대기장소에
시험시작 분 전까지 도착하여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소 도착 시까지 신분증 소지 필요)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시험에서 합격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발표 '21. 11. 30.(화), 국방부 인터넷/인트라넷 홈페이지
(제복 착용 금지)

20

.

:

사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안내
아 문의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02-748-5397/5398/5305)
.

.

,

:

별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면접시험 응시자 안내 및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조사대상 有증상자, 예방적 격리대상자들
(이하 감염(의심)자 등이라 함)’ 은 면접 전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로 반드시 연락 바라며, 감염(의심)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접 시행 여부 및 시행일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02-748-5397,

5398,

(

5305)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등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하거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역학조사에서확정된자외에신고, 접촉자모니터링등을통해추가될수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면접시험 당일 37.5℃이상의 발열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의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음.
방문력이 있으며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나. 면접시험 당일 면접 응시자는 모두 마스크
동급 이상 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열여부와 손소독 후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KF80

)

다.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