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5-86호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16년도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일시 : 2016. 1. 9(토) 10:00 ~ 12:05(125분)

    ※ 시험시작 30분 전(09:30)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시 입실 절대 불가)

 2. 시험장소

   

시험장소 주 소 오시는 길

천성중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벌말1길 7번지
“교통안내” 참조(붙임)

 3. 수험생 준비물

   〇 응시표(응시표 출력 : 2016. 1. 4.(월) 10:00 이후 www.119gosi.kr)

   〇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공무원증 중 하나)

   〇 필기도구(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4.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 전 유의사항

     〇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시험은 미리 정해 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응시표에 명기된 장소 및 시험당일 응시

번호별 시험실(시험장 입구 게시예정) 확인     

  나. 시험당일 일반 유의사항

     〇 시험시작 30분 전(09:30)까지 시간엄수 입실 완료(미 입실자 입실 불가)

     〇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등] 을 반드시 

지참하고, 응시표와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〇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종류를 숙지하고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

계’등 모든 전자기기

     〇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답안지 기입(표기) 시 유의사항 

     〇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

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한다.

        (샤프 또는 연필, 적색펜 등으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됨)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〇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유형(A형, B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한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5. 부정행위

   〇 부정행위의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9)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〇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 해당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인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

   〇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영어성적, 가

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

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기  타

   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가점 대상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을 시 

가점되지 않음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공고된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정보 안내 1부.  끝.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1)



[붙임]

= 시험장 교통정보 안내 =

【자가용 내비게이션 이용시】

 ❍ 시험장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벌말1길 7(유량동, 천성중학교)

【대중교통】

구 분 택시이용 버스이용

천안역 약 15분 소요
51번, 52번(천안역 건너편 농협 

앞 출발, 약 20분 소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약 15분 소요
51번, 52번(터미널 앞 승강장 

출발, 약 35분 소요)

천안아산역(KTX) 약 30분 소요
13, 20, 920번 탑승 후, 

천안종합터미널에서 51, 52번 환승



[51번]

  종합터미널→방죽안오거리→복자여자중고등학교

→삼도상가→천안역→중앙보건지소→천안제일고교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원동교→동말→향교앞

→장애인체육관→천성중학교→아랫말→분텃골→양담말→

응담말→중앙소방학교후문→공원관리소(중앙소방학교 정문)

운 행 시 간(종합터미널 출발)

07:10 15:30

08:50 17:10

10:30 18:50

12:10 20:30

13:50

[천안역 부근 승차위치]

[52번]

  종합터미널→방죽안오거리→복자여자중고등학교

→삼도상가→천안역→중앙보건지소→천안제일고교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원동교→동말→향교앞

→천성중학교→아랫말→분텃골→양담말→응담말

→중앙소방학교후문→공원관리소(중앙소방학교 정문)

운 행 시 간(종합터미널 출발)

06:20 14:40

07:50 16:20

09:40 18:10

11:20 19:40

13:00

[종합터미널 부근 승차위치]

【버스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