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2-267호

2

2022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2년도 국방부 주관 육군·해군·공군 5급 이상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 계급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 험 장소

* 학교위치 및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은 학교 인터넷홈페이지(또는 해당학교 직접
문의)등 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당일 12:20부터 입실가능)
* 공고와 함께 첨부된 EXCEL 파일에서 검색 (Ctrl+F) 기능을 이용하여 응시번호를
입력하시면 배정된 응시 학교 및 교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2. 6. 30.(목)

국방부장관

공

1

시 험 일시 및 시 간

가. 시험일시 : 2022년 7월 16일(토) 14 : 00 ～

* 응시자는 13:20까지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람. (12:20 부터 입실가능)
*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시간

개

경

쟁

채

시험종류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계급
시험과목 수
시험시간
7급
4과목
14:00～15:40 / 총100분
9급
3과목
14:00～15:15 / 총75분
5급
2과목
14:00～14:50 / 총50분
경력경쟁
6․ 7급
2과목
14:00～14:50 / 총50분
채용시험
8․ 9급
2과목
14:00～14:50 / 총50분
* 장애인 등 편의지원 대상자는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공지시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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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응시직급

응시번호

행정 7급

001-0001~001-0381

전기 7급

018-0001~018-0065

사서 7급

003-0001~003-0054

화학분석 7급

030-0001~030-0047

건축 7급

013-0026~013-0048

항해 7급

034-0001~034-0002

시설 7급

015-0001~015-0010

영상 7급

027-0001~027-0013

토목 7급

011-0001~011-0010

통신 7급

021-0001~021-0007

건축 7급

013-0001~013-0025

군사정보 7급

005-0001~005-0175
006-0001~006-0158

전산 7급

023-0001~023-0117

전산 9급

024-0353~024-0376

재활치료 9급

038-0001~038-0031

영양관리 9급

041-0001~041-0031

전자 9급

020-0001~020-0013

인쇄 9급

033-0001~033-0037

수사 9급

010-0246~010-0270

행정 9급
행정 9급

002-0001~002-0438
002-0440~002-0950
002-0951~002-1599
002-1601~002-1875

시험장소

주소

(서울) 인헌중학교

서울시 관악구 인헌9길 35

(서울) 구산중학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0-23

(서울) 신서중학교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06

(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행정 9급

002-1876~002-2865

(서울) 구암중학교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53

행정 9급

002-2866~002-3565

(서울) 명지중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2길 56

행정 9급

002-3566~002-3593
002-3595~002-4265

(서울) 자양중학교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41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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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

개

경

쟁

채

용

응시직급

응시번호

행정 9급

002-4266~002-4985

행정 9급

002-4986~002-5358

환경 9급

017-0001~017-0002

사서 9급

응시직급

응시번호

시험장소

주소

행정 7급

001-0382~001-0430

사서 7급

003-0055~003-0071

군사정보 7급

005-0176~005-0207
006-0159~006-0180

004-0001~004-0150

토목 7급

011-0011~011-0014

사서 9급

004-0151~004-0157

건축 7급

013-0049~013-0064

군사정보 9급

007-0001~007-0092

전기 7급

018-0066~018-0086

기술정보 9급

009-0001~009-0256

통신 7급

021-0008~021-0010

수사 9급

010-0001~010-0245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화학분석 7급

030-0048~030-0061

대전시 동구 대성2길 20

수사 9급

010-0271~010-0350

항해 7급

034-0003~034-0004

토목 9급

012-0001~012-0091

영상 7급

027-0014~027-0019

방사선 9급

036-0001~036-0024

시설 7급

015-0011

시설 9급

016-0001~016-0035

전산 7급

023-0118~023-0132

차량 9급

032-0001~032-0110

033-0047

의공 9급

040-0001~040-0009

편의제공
대상자

환경 9급

017-0003~017-0023

행정 9급

002-5959~002-6633

(대전) 관저중학교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143

병리 9급

035-0001~035-0055

행정 9급

002-5359~002-5958

(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대전시 유성구 은구비로
138번길 70

사이버 9급

025-0001~025-0074

영상 9급

028-0001~028-0046

행정 9급

002-6634~002-6776

건축 9급

014-0001~014-0030

영상 9급

028-0047~028-0053

건축 9급

014-0031~014-0144

사서 9급

004-0158~004-0202

화학분석 9급

031-0001~031-0026

전기 9급

019-0001~019-0088

화학분석 9급

031-0027~031-0031

지도 9급

026-0001~026-0022

기술정보 9급

009-0257~009-0302

일반기계 9급

029-0001~029-0073

전자 9급

020-0014~020-0016

치무 9급

037-0001~037-0027

군사정보 9급

007-0093~007-0114

(대전) 대전대성중학교

대전시 중구 목동로 23

의무기록 9급

039-0001~039-0057

의공 9급

040-0010~040-0011

통신 9급

022-0001~022-0216

병리 9급

035-0056~035-0080

전산 9급

024-0001~024-0077

통신 9급

022-0217~022-0276

전산 9급

024-0078~024-0352

재활치료 9급

038-0032~038-0041

방사선 9급

036-0025~036-0029

의무기록 9급

039-0058~039-0080

편의제공
대상자

002-0439, 002-1600,
002-3594

시험장소

주소

(서울)
중앙대학교사범부속중학교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124

(서울) 선린중학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서울) 숭곡중학교

구분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08

공

개
(서울) 서울여자중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5길 34

경

쟁

채

용

(서울) 명일중학교

(서울) 장승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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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57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25

- 4 -

구분

공

개

경

쟁

채

용

응시직급

응시번호

수사 9급

응시직급

응시번호

010-0351~010-0429

토목 9급

012-0135~012-0140

지도 9급

026-0023~026-0034

의공 9급

040-0012

영양관리 9급

041-0032~041-0038

통신 9급

022-0277~022-0294

토목 9급

012-0092~012-0134

의무기록 9급

039-0081~039-0086

치무 9급

037-0028~037-0033

건축 9급

014-0145~014-0218

영양관리 9급

041-0039

전산 9급

024-0377~024-0447

기술정보 9급

009-0303~009-0318

차량 9급

032-0111~032-0147

건축 9급

014-0219~014-0225

전기 9급

019-0089~019-0122

환경 9급

017-0032~017-0033

인쇄 9급

033-0038~033-0046
033-0048~033-0069

차량 9급

032-0148~032-0163

환경 9급

017-0024~017-0031

전기 9급

019-0123~019-0129

일반기계 9급

029-0074~029-0114

영상 9급

028-0054~028-0055

사이버 9급

025-0075~025-0080

군사정보 9급

007-0115~007-0127

시설 9급

016-0036~016-0057

일반기계 9급

029-0115~029-0117

인쇄 9급

033-0070~033-0072

병리 9급

035-0081~035-0086

화학분석 9급

031-0032~031-0034

방사선 9급

036-0030

치무 9급

037-0034~037-0037

재활치료 9급

038-0042~038-0043

행정 7급

001-0452~001-0492

사서 7급

003-0084~003-0092

군사정보 7급

005-0230~005-0262
006-0195~006-0208

토목 7급

011-0017~011-0019

건축 7급

013-0075~013-0085

행정 7급

001-0431~001-0438

군사정보 7급

005-0208~005-0215
006-0181~006-0189

시설 7급

015-0012

영상 7급

027-0020

전기 7급

018-0087~018-0094

화학분석 7급

030-0062~030-0067

사서 7급

003-0072~003-0075

건축 7급

013-0065~013-0067

시험장소

(대전) 대전대성고등학교

주소

구분

대전시 중구 목동로 23

공

개

경

쟁

채

용

(원주) 진광고등학교

강원도 원주시 진광길 50

전산 7급

023-0133~023-0135

행정 9급

002-6777~002-7065

사서 9급

004-0203~004-0213

전산 9급

024-0448~024-0467

전산 7급

023-0142~023-0152

시설 9급

016-0058~016-0061

시설 7급

015-0014

지도 9급

026-0035

통신 7급

021-0012

수사 9급

010-0430~010-0447

영상 7급

02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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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주소

(원주) 진광고등학교

강원도 원주시 진광길 50

(창원) 창원고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45

- 6 -

구분

공

개

경

쟁

채

용

응시직급

응시번호

전기 7급

응시직급

응시번호

018-0101~018-0118

행정 9급

002-8568~002-8895

화학분석 7급

030-0075~030-0079

기술정보 9급

009-0340~009-0389

항해 7급

034-0005~034-0008

수사 9급

010-0504~010-0592

행정 9급

002-7718~002-8117

(창원) 마산동중학교

영양관리 9급

041-0043~041-0050

행정 9급

002-8118~002-8567

(창원) 반림중학교

행정 7급

001-0439~001-0451

건축 9급

014-0244~014-0300

군사정보 7급

005-0216~005-0229
006-0190~006-0194

시설 9급

016-0066~016-0078

사서 7급

003-0076~003-0083

의무기록 9급

039-0090~039-0094

건축 7급

013-0068~013-0074

차량 9급

032-0189~032-0251

화학분석 7급

030-0068~030-0074

전산 9급

024-0505~024-0560

토목 7급

011-0015~011-0016

사서 9급

004-0224~004-0262

환경 9급

017-0038~017-0048

시설 7급

015-0013

일반기계 9급

029-0130~029-0162

통신 7급

021-0011

토목 9급

012-0153~012-0189

영상 7급

027-0021

사이버 9급

025-0085~025-0087

전기 7급

018-0095~018-0100

의공 9급

040-0013~040-0014

전산 7급

023-0136~023-0141

행정 9급

002-7066~002-7717

수사 9급

010-0448~010-0503

전산 9급

024-0468~024-0504

방사선 9급

036-0031~036-0037

차량 9급

032-0164~032-0188

군사정보 9급

007-0136~007-0156

영상 9급

028-0056~028-0057

화학분석 9급

031-0037~031-0038

통신 9급

022-0317~022-0359

시험장소

주소

구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북7길 4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37

공

개

경

(창원) 창원상남중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55번길 9

쟁

채

용

방사선 9급

036-0038~036-0044

병리 9급

035-0102~035-0128

통신 9급

022-0295~022-0316

재활치료 9급

038-0054~038-0065

영양관리 9급

041-0040~041-0042

인쇄 9급

033-0076~033-0083

건축 9급

014-0226~014-0243

치무 9급

037-0038~037-0040

의무기록 9급

039-0087~039-0089

전기 9급

019-0142~019-0167

사이버 9급

025-0081~025-0084

지도 9급

026-0040~026-0047

전기 9급

019-0130~019-0141

전자 9급

020-0018~020-0026

일반기계 9급

029-0118~02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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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주소

(창원) 창원중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고계로 107번길 10

(광주) 동신대학교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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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
력
경
쟁
채
용

응시직급

응시번호

전자 9급

020-0017

병리 9급

035-0087~035-0101

재활치료 9급

038-0044~038-0053

기술정보 9급

009-0319~009-0339

시설 9급

016-0062~016-0065

사서 9급

004-0214~004-0223

군사정보 9급

007-0128~007-0135

지도 9급

026-0036~026-0039

인쇄 9급

033-0073~033-0075

토목 9급

012-0141~012-0152

환경 9급

017-0034~017-0037

화학분석 9급

031-0035~031-0036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군사정보 5급
군수 5급
기술정보 5급
수사 5급
전자 5급
통신 5급
행정 5급
화학분석 5급
(서울) 편의제공
대상자

시험장소

(광주) 동신대학교

주소

구분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

3

응시직급

시험장소

주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행정 5급
군수 5급
통신 5급

응시번호

(광주)
동신대학교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행정 5급
군수 5급
군사정보 5급
전자 5급
항공보기 5급

(창원)
창원고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45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직급과 응시번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장소의 지정좌석에서 응시하
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
* 매년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시간을 맞추지 못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승중학교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25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13:20까지 응시표,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대조용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는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My Page
→ 응시표 출력]에서 시험전일까지 출력 가능

042-0003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군사정보 5급
군수 5급
기술정보 5급
수사 5급
통신 5급
항공보기 5급
행정 5급
화학분석 5급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행정 5급
군수 5급
군사정보 5급
기술정보 5급

(원주)
진광고등학교

대전시 동구 대성2길 20

강원도 원주시 진광길 50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합니다.(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사인펜 본인 지참)

* 매년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답안지가 무효처리 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으
므로, 답안지는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마킹(적색 플러스팬, 연필, 사프펜슬 등 포함)은 정답불인정

라.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시행본부
에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는 경우 오답처리 될 수 있으며, 수정스티커 또는 수정액 사용 불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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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마. ‘화장실 이용서약서’에 동의한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 1회에 한하여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 : 시험 시작 후 2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 화장실을 1회 이용한 응시자가 다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장실 이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파. 관련서류의 미제출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 시험문제 관련 의견제시 기간 : '22. 7. 16.(토) ～ 7. 20.(수) / 5일간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시험안내-시험묻고답하기 이용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 및 음성․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시계는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됨.

자.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답안지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기재사항이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시험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이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시험지 및 시험문제와 정답을 기재한 자료의 반출 등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카. 아래 제출서류는 시험 시작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제

출

서

류

법원 결정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둥본 각 1부
* 개명한 응시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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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정 행 위 등 유의 사 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 제 항 제 호～ 호 위반행위
.

51

1

1

5

가. 일 자 : 2022. 8. 19.(금) 예정

6

* 채점 일정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나. 합격자 확인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합격자발표]란
에서 확인 가능
다. 성적조회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My Page] ⇒ [성적조회]에서 확인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위 사유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명단은 관보에 게재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4항)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 제 항 제 호 호 위반행위
.

51

2

1

~ 4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필기시험
.

OM R

답안지 응시자 준수사항

■ 그 시험을 무효로 함

필 기시 험 합격 자 발표

6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가산 자격증 수정입력

가. 자격증현황 수정입력
∙ 취업지원대상 자격, 직급별 응시 자격증‧면허증,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
지원대상 자격 및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신규로 취득하여 원서접수 시
기재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아래 수정입력기간에 국방부 군무
원채용관리 홈페이지 (http://recruit.mnd.go.kr)에 접속하여 해당 변동
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정입력 할 필요 없음

나. 입력기간 : '22. 7. 16.(토) 09:00 ～ '22. 7. 20.(수) 18:00 / 5일간(기한내 중단없음.)
다. 입력항목
(1)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2) 응시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및 취득일
(3)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라. 입력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의
<My Page> → <자격증현황> 에서 수정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2-748-5106/511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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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 추가 등록기간 안내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안내 및 유의사항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영어 성적 입력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자, 점수(성적)

(2)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
표된 영어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함.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한국사/영어 성적현황> 에서 수정
※ 추가등록기간 : '22. 7. 16.(토) 09:00 ～7. 20.(수) 18:00 / 기간내 중단 없음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인증번호(기관 발급), 급수(성적)

(2)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
표된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함.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한국사/영어 성적현황> 에서 수정
※ 추가등록기간 : '22. 7. 16.(토) 09:00 ～7. 20.(수) 18:00 / 기간내 중단 없음
다. 시험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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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
리를 할 예정이며, 수험생은 아래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12:20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운동장 포함)에 수험생 이외에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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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제를 사용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
와서도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시작 전에 창문 등을 개방하오니 따뜻한 옷을 지참하시어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실 시 시험장 내에서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 모든 물품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
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차.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종료 후 퇴실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층별, 시험실별 퇴실시간을 조정합니다.
타. 응시자 중 시험응시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
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관련 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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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가. 코로나 19 확진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
는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을 거쳐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응
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현재(7.16.(토)) 코로나19 격리해제, 재택치료 기간종료, 완치된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신청기간: 2022. 7. 11.(월) ~ 7. 15.(금) 16:00까지
다. 시험신청방법: ➀ 신고 → ➁ 응시대상 확인 → ➂ 시험장 이동 → ➃ 시험응시
① (수험생 신고 )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국방부 시험시행본부에 연락
- 수험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채용팀 (☎
031-292-5290)으로 확진판정사실을 유선으로 알림
-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신청서’(공고문 붙임 1)을 담당자 이메일 (super52ji@hanmail.net)
로 제출 후,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채용팀 담당자와 반드시 메일 발송 확인 및 통화
(031-292-5290)
② (응시대상 확인 )
- 재택치료자: 수험생의 시험응시 신청사항 확인 후 시험응시 절차 안내
- 입원․입소 치료자: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채용담당 제출
③ (시험장 이동 ) ※ 시험장 개방시간 : 12:20
-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대중교통 이용 금지)
④ (시험응시 ) 별도시험장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 입실 및 응시
- 개인별 지정 별도시험장 및 세부 응시절차는 원서접수 시 등록한 수험생의 전
화번호로 개별 안내 예정
마. 기타 유의사항
- 시험장으로 이동시 개인차량 ,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
- 시험응시자는 외출 시 시험응시표 등의 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자는 필요시 재택치료키트 또는 처방받은 먹는 치료제를 지참하시기 바
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응시 신청서

붙임1

2022년도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지원사항(직렬/직급) :
❐

❐

연락처

본 인:
❍ 가족 등 :
❍

(관계)

필기시험 방문수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기재)
※ 입원치료자는 해당 주치의 소견서(시험 응시 가능여부) 제출 요

※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2. 7. .
신청인
(서명)
국방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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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응시자 동의서

예비시험실 등 응시에 따른 응시자 동의서

시험명 2022년도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7.16(토) 시행)
응시번호 :
연락처 :
인적사항 성명 :
시험장소
(주소)

응시자 동의서
본인은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등 감염증 증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당해 시험장 담당자의 문진 결과에
따라 예비시험실 등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2. 7. 16.

응시자

성 명

(서명)

예비시험실 감독관 :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방 역 책 임 관 :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국방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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