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통령경호처 7급 정기공채 필기시험 공지 안내

2019년도 대통령경호처 7급 정기공채 필기시험 시간‧장소 및
응시생 유의사항 등 공지 내용입니다.
* 당일 고사장 입실 전 本 공지내용 및 ‘채용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책임 임을 공지 드립니다.

□ 응시 대상
m 응시원서 접수자 中 영어성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어성적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가능한 시험의 전형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되며 허위기재 했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응시자격이

5년間 정지)

필기시험 응시 부적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7.19 限)

□ 시험 일시
m 2019. 7. 20. (土). 10:00 ~ 16:00 (1‧2‧3교시)
구

분

시험 시간

비

고

09:20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준비 및 응시자교육

09:20 ~ 10:00

40분

1교시 시험

10:00 ~ 11:00

60분

언어논리영역 (25문항)

중식 및 입실

11:00 ~ 12:30

90분

12:30까지 시험실 입실

2교시 응시자교육

12:30 ~ 13:00

30분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2교시 시험

13:00 ~ 14:00

60분

자료해석영역 (25문항)

휴식 및 입실

14:00 ~ 14:30

30분

14:20까지 시험실 입실

3교시 응시자교육

14:30 ~ 15:00

30분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3교시 시험

15:00 ~ 16:00

60분

상황판단영역 (25문항)

소지품검사, 답안지 배부 등

고사실 입실 완료(09:20, 12:20) 시점 기준, 고사장 정문 폐쇄 예정

□ 시험 장소
m 청운중학교(1고사장), 경기상업고등학교(2고사장)
구

분

수험 번호

청운중학교 (1고사장)
• 100001 ~ 100400

소재지

경기상업고등학교 (2고사장)

(경호 분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51

• 100401 이후

(경호 분야)

• 300001 이후

(ICT 분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6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他 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됩니다.

□ 필수 준비물
m (수험표)

경호처 홈페이지 – 채용(우측

m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원본) 만 인정

상단)

- 수험표 출력(좌측

하단)

* (신분증 불인정) 학생증, 각종 자격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

m (필기구)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수정액은 사용불가)

수정테이프 접착 불량에 따른 오답처리는 본인책임 사항임 (고사실別 예비답안지 보유)

□ 유의 사항
➀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➁응시자 개인별 시험실은 시험당일 고사장 정문 및 현관에 게시된 안내판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➂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종료 타종 後 문제풀이 및
답안지 기재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합니다
➃필기시험 시간 中 화장실 이용과 입실, 퇴실이 금지됩니다.
➄필기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포함한 문제지까지 회수하며 필기시험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➅시험시간 中 통신, 계산 및 검색기능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
➆고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일 고사장 및 주변에 자가용 주차가 불가합니다.
➇고사장 주변, 식사장소(식당)가 불비하오니 도시락 지참을 권장 드립니다.

□ 참고 사항
m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 7. 31. (水). 18:00 전후

* (공지)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www.pss.go.kr)

m 2차 시험(논술,

체력검정)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고사장 안내
청운중학교
★

경기상업고등학교
청운중학교
정류장
(01-108)

★
경기상고
정류장
(01-103)

경복궁역 정류장
(01-116)

경복궁역 정류장
(01-116)

*버스: 1020,7022,7212

*버스: 1711,7016,7018

* 해당약도는 응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시험장 위치,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은 응시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대통령경호처 인사과 / 02)738-0010
* 평일 (08:30~11:30, 13: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