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충청남도 공고 제2020 -1076호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등 변경공고
2020. 6. 20. (토) 시행하는 제1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별 응시인원 축소(25명→20명)에 따른
응시분야별 시험장소 및 시험실이 변경되었으니, 모든 수험생들은 수험
번호에 따른 시험장소 및 시험실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1.

시험 장소

변경 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 3개교
(공주고, 공주여고, 공주여중)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 5개교
(당진정보고 , 당진중 , 원당중 , 호서중 , 호서고 )
※ 응시표는 6. 16.(화)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및 응시표 내 시험장소에서 응시

2.

변경 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 3개교
(공주고, 공주여고, 공주여중)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 4개교
(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호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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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유의사항

시험실 개방

가. 시험실 입실은 시험당일 07:30부터 가능합니다. (발열체크 후 입장)
※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가능하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당해시험 무효처리)

나. 모든 수험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모든 수험생은 손 소독 및 발열검사를 통과한 후 건물 내에 입장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장 안내

가. 시험 당일에는 모든 학교의 시험장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2. 수험생 중 ‘코로나19’ 의사환자 *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므로 ,
반드시 사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
1.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관련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
○ 신고대상 :‘코로나19’의사환자·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신고기간 :‘20. 6. 15.(월) 09:00 ~ 6. 18.(목) 18:00
○ 연 락 처 :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041-635-5563)
○ 응시자 본인의 건강상태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감염 의심이 되거나, 6.1.(월) 이후 해외 방문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유선연락 바랍니다.
※ 상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2. 시험장 위치

공고문

[

붙임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필히 확인바랍니다)
구분

공개

응시 직급(직렬)

응 시 번 호
(시작번호 ~ 끝번호 )

시험 장소

소방사(소방분야:남)

11000001 ~ 11000480

공주고등학교

소방사(소방분야:남)

11000481 ~ 11001000

공주여자고등학교

소방사(소방분야:남)

11001001 ~ 11001232

경쟁
채용
시험

공주여자중학교
소방사(소방분야:여)

12000001 ~ 12000117

소방사(구조분야)

16000001 ~ 16000350

소방사(구급분야:남)

14000001 ~ 14000385

소방사(항해사)

18000001 ~ 18000013

당진정보고등학교

당진중학교
소방사(기관사)

19000001 ~ 19000024

소방사(화학분야)

17000001 ~ 17000034

소방사(소방관련학과분야:남)

20000001 ~ 20000760

소방사(소방관련학과분야:남)

20000761 ~ 20000824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원당중학교

호서중학교
소방사(소방관련학과분야:여)

21000001 ~ 21000180

소방사(구급분야:여)

15000001 ~ 15000220

호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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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시험장 위치
공주고등학교
충남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지번 : 충남 공주시 중학동 137-1)
041-855-1702

공주여자고등학교
충남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지번 : 충남 공주시 금학동 241)
041-855-1223

공고문

공주여자중학교
충남 공주시 용당길 54 (지번 : 충남 공주시 교동 3-2)
041-851-1003

당진정보고등학교
충남 당진시 운학길 5 (지번 :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5-1)
041-351-9002

공고문

당진중학교
충남 당진시 운학길 41 (지번 :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
041-357-2651

원당중학교
충남 당진시 밤절로 72-34 (지번 : 충남 당진시 원당동 1224)
041-358-2363

공고문

호서중학교
충남 당진시 밤절로 2-31 (지번 : 충남 당진시 원당동 918-6)
041-352-2522

호서고등학교
충남 당진시 밤절로 2-13 (지번 : 충남 당진시 읍내동 11-13)
041-354-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