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4 – 228 호

2015 인천광역시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포함) 임용후보자경쟁시험(제1차)

제1차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시 험 일 시 
 

    - 2014. 12. 6(토)

2   시 험 시 간

   - 일반응시자 

교      시 시 험 과 목 배점 시  험  시  간 비        고

1  교  시 교  육  학 20 09:00 ~ 10:00 (60분) 08:20까지 입실완료

2  교  시 전   공  A
80

10:40 ~ 12:10 (90분) 10:25까지 입실완료

3  교  시 전   공  B 12:50 ~ 14:20 (90분) 12:35까지 입실완료

  - 장애인 특별관리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교      시 시 험 과 목 배점 시 험 시 간
 (1.2배 시간연장) 비         고

1  교  시 교  육  학 20 09:00 ~ 10:12 (72분) 08:20까지 입실완료

2  교  시 전   공  A
80

10:52 ~ 12:40 (108분) 10:37까지 입실완료

3  교  시 전   공  B 13:20 ~ 15:08 (108분) 13:05까지 입실완료



구    분 시  험  장 대상교과 수 험 번 호

제1시험장 부광고등학교 수학 
수학(장애)

14110001~14110137
14119001~14119002

생물 14150001~14150077

체육
체육(장애)

14280001~14280119
14289001~14289007

미술 14310001~14310043
음악

음악(장애)
14300001~14300076

143090001
특수중등

특수중등(장애)
14810001~14810180
14819001~14819011

  - 장애인 특별관리 대상자 시험시간 (1.5배 시간 연장)

교      시 시 험 과 목 배점 시 험 시 간
 (1.5배 시간연장) 비         고

1  교  시 교  육  학 20 09:00 ~ 10:30 (90분) 08:20까지 입실완료
2  교  시 전   공  A

80
11:10 ~ 13:25 (135분) 10:55까지 입실완료

3  교  시 전   공  B 14:05 ~ 16:20 (135분) 13:50까지 입실완료

 ※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으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준비한 간식은 먹을 수 있음

3  수험표 출력 안내
 

  가. 출력 가능시기 : 2014. 11. 28.(금) 10:00 부터 2014. 12. 06.(토) 18:00 까지
  나. 인터넷 접수사이트 접속 : http://cso.ice.go.kr/cso_cmm_cm99_001.do
  다. 수험표 출력 : 화면 상단 메뉴에서 “수험표출력” 클릭하여 수험표출력 화면으로 

이동한 후 칼라프린터로 출력

4   시 험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    분 시  험  장 대상교과 수 험 번 호

제2시험장 인천남고 국어
국어(장애)

14100001~14100193
14109001~14109002

영어
영어(장애)

영어(해사고)

14330001~14330202
14339001

14336001~14336012
역사

역사(해사고)
14190001~14190127
14196001~14196018

중국어
중국어(장애)

14360001~14360043
14369001~14369002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통신(장애)

14500001~14500038
14509001~14509002

제3시험장 석정여자고등학교 화학 14140001~14140020
지구과학 14160001~14160032
기계·금속 14510001~14510029

건설 14540001~14540046            
항해·기관

항해·기관(해사고)
14590001~14590004
14596001~14596016

사서 14710001~14710093
전문상담 14740001~14740032

보건
보건(장애)

14680001~14680072
14689001

※ 응시자는 본인의 수험번호를 미리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험번호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cso.ice.go.kr/cso_cmm_cm99_001.do)에서 출력한 수험표에 8자리로 기재되어 있음.
※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가 응시과목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② 응시자는 2014.12.06.(토) 07:30부터 시험장(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으며, 1교시 
시험시작 40분전 (08:20)까지 해당 시험실 책상의 우측 상단에 부착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매 교시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절대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 답안지 상단(1~3교시)의 성명과 수험번호 등 기재시 필요함
  ◦ 수정테이프 : 답안지 상단(1~3교시)의 성명과 수험번호 등 수정시 필요함. 단, 답란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으며 만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경우 수정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 답안 작성시 필요함.(1~3교시 전체) 
     연필이나 일반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금지 됩니다.
③ 시험실에 입실하면 시험실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일체의 행동이 

통제 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퇴장을 명하면 즉시 퇴실하여야 합니다.
④ 시험 당일 응시자 준비물

※ 시험장 및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용 시계(시각표시 기
능만 부착된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가능함. 전자시계 불가)를 지참바랍니다. 

※ 시험 당일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스마트 와치, 시각표시 외의 기능
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 시험실에는 소지(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등을 반입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실내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등을 반입 한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3교시 시험 종료 시 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물품의 보관 시 훼손 및 파손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험표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한 수험표여야 하고, 이면지를 사용하여 출력 
할 수 없으며, 수험표 여백(뒷면포함)에 낙서 및 메모는 절대 불가합니다.

  (감독관에게 적발 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음)
※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모자, 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⑤ 수험표 분실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50분전까지 해당 시험장교 별로 설치된 
시험본부에 신고하여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응시자는 시험도중 질문 할 수 없으며, 시험문제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이 직접 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시험 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답안교체 요구시 교체하여 주되, 종료시간까지 미작성시  
본인 책임이며, 교체 전 답안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답안 작성이 끝나도 중도 퇴실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시까지 지정된 좌석에서  
조용히 대기하여야 합니다.

⑨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확인이 완전히 끝난 후 퇴실 할 수 있습니다.
⑩ 응시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등의 행동이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⑪ 시험 시작 후에 응시자가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실하게 될 경우 퇴실 이전에 작성한 답안만을 인정하고, 재입실 할 수 
없으며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을 재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응시자는 각별히 
음식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⑫ 시험실내 작품 또는 비품, 비치물에는 일체 접촉을 삼가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화장실 등 시험장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⑬ 시험 당일은 시험장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오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단, 장애인차량 제외) 

⑭ 부정행위자의 답안지는 무효로 하고 퇴장시키며,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습니다.

⑮ 수험생 외에는 일체 시험장내 출입이 불가능하오니 수험생 관계자(가족, 친지, 동료 등)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6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넷북 등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테블릿PC,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스마트 와치,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7   답안지 작성요령
 

  ※ 〔1교시 : 교육학〕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용지 포함)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초안 작성용지와 답안지는 각 2쪽입니다. 초안 작성용지는 문제지에서 떼어내어 사용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1번째 답안지 표기 2번째 답안지 표기

교육학 논술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   ②

교육학 논술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①   ●



3. 문항에 대한 답안은 2쪽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용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초안 작성용지에 작성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답안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밑줄을 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에는  
   기타 어떠한 내용도 일절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8.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1.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번호, 쪽 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답안  
    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3교시 : 전공〕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

1.  문제지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상태를 확인합니다. 답안지는 2면입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를 해당란에  ‘●’ 표기합니다.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전용 답안지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필요한 경우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세로 선을 그어 다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6.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7.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답안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밑줄을 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에는 기타 어떠한 내용도 일절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9.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
로 간주됩니다.

1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실기시험 선택종목 신청서 제출
 

  가. 대상 : 체육, 미술과목 응시자 전원
  나. 방법 : 붙임의 실기시험 선택종목신청서 작성 후, 제1차 시험장에서 제출
  다. 일시 : 2014. 12. 6(토).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일괄 회수 예정
      ⇒ 본인이 신청한 선택 종목을 추후 변경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붙임】체육, 미술과목 응시자만 해당[1차 시험일(2014.12.6.) 시험장에서 제출]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 신청서

■ 응 시 과 목 :

■ 수 험 번 호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선 택 종 목 :

▷ 체육과목 응시자

구분 구기
(농구, 배구, 핸드볼)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비고

선택종목에 ○표시 ※ 구기, 무용 

     중 택1

※ 구기와 무용을 같이 선택할 수 없음, 남녀구분 없음

▷ 미술과목 응시자

구분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비고
선택종목에 ○표시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중 

택1

상기와 같이 201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실기시험

선택 종목을 신청합니다.

※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 6 .

위 응시자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시험 장소 안내

제1시험장 부광고등학교부광고등학교부광고등학교

대상교과
수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특수(중등)

 - 장애포함

주  소 (우403-023) 인천 부평구 화랑로 28(산곡3동 310-30번지)

연락처 032)500-9108(교무실), 500-9100(행정실)

교통편
수도권전철 1호선 백운역 하차(2번 또는 3번 출구), 

현대아파트 쪽 도보15분

  

※ 시험장은 주차장소가 협소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

여 시험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시험장 인천남고등학교인천남고등학교인천남고등학교

대상교과
국어, 영어, 역사, 중국어, 전기·전자·통신국어, 영어, 역사, 중국어, 전기·전자·통신국어, 영어, 역사, 중국어, 전기·전자·통신

 - 장애포함 - 장애포함 - 장애포함

주  소
(우405-810) 인천 남동구 석정로 551번길 41

             (간석4동 614-12)

연락처 032)722-1501(교무실), 722-1603(행정실)

교통편 수도권전철 1호선 간석역 하차(2번 출구), 도보10분

 ※ 인천남고는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 주차장이 매우 협소

하므로 수험생은 시험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시험장 석정여자고등학교석정여자고등학교석정여자고등학교

대상교과

 화학, 지구과학, 기계·금속, 건설, 항해·기관, 사서,  화학, 지구과학, 기계·금속, 건설, 항해·기관, 사서,  화학, 지구과학, 기계·금속, 건설, 항해·기관, 사서, 

 전문상담, 보건 전문상담, 보건 전문상담, 보건

 -장애포함 -장애포함 -장애포함

주  소
(우405-810) 인천 남동구 방축로 469번길 27

              (간석4동 614-11)

연락처 032)720-7211(교무실), 720-7200(행정실)

교통편 수도권전철 1호선 간석역 하차(2번 출구), 도보10분

※ 석정여고는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 주차장이 매우 협소

하므로 수험생은 시험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