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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14-138호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 보건, 전문상담, 국립, 사립 포함)

임용후보자선정경쟁 제1차시험 장소 공고 

2015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 보건, 전문상담, 국립, 사립 포함) 임용

후보자선정경쟁 제1차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28.
서울특별시교육감

---------------------------------------------------

Ⅰ. 시험일자 : 2014. 12. 06.(토)

Ⅱ.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일  반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비  고

1교시 교    육    학 09:00 ~ 10:00(60분) 입실완료 08:30까지

2교시 전    공 A 10:40 ~ 12:10(90분)

3교시 전    공 B 12:50 ~ 14:20(90분)

    2. 장애인(시간연장 신청자에 한함)

구 분 시 험 과 목 제공 구분 시험 시간 연장 시간

1교시 교 육 학
1.5배 연장자 09:00 ~ 10:30(90분) 30분
1.2배 연장자 09:00 ~ 10:12(72분) 12분

2교시 전  공 A
1.5배 연장자 11:10 ~ 13:25(135분) 45분
1.2배 연장자 10:52 ~ 12:40(108분) 18분

3교시 전  공 B
1.5배 연장자 14:05 ~ 16:20(135분) 45분
1.2배 연장자 13:20 ~ 15:08(108분) 18분

   ※ 중식시간 없이 시험 진행
Ⅲ. 수험표 출력 안내 : http://cso.sen.go.kr

시 험 구 분 수험표 출력 기간 출력 가능자

제 1 차 시 험 2014. 11. 28.(금) ~ 2014. 12. 06.(토) 응시자 전원

제 2 차 시 험 2015. 01. 06.(화) ~ 2015. 01. 21.(수) 제1차 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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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험번호 및 고사장 확인

고사장 응시 교과 수험번호 고사장학교명 위치 및 교통안내

제 1
고사장

국  어

11100001 ~ 11101098 (일반)
11107001 ~ 11107028 (동원학원)
11109001, 11109003 ~ 11109009

(장애)

자 양 고 등 학 교

2호선 건대입구역

⑤번 출구

및

7호선 건대입구역

④번 출구

<도보 약 15분>

물  리 11130001 ~ 11130069 (일반)
11139001, 11139003 (장애)

자 양 중 학 교

화  학 11140001 ~ 11140070 (일반)

생  물
11150001 ~ 11150088 (일반)

11157001 ~ 11157008 (광성학원)
11159001, 11159002 (장애)

지구과학 11160001 ~ 11160049 (일반)
일반사회 11180001 ~ 11180141 (일반)

역  사
11190001 ~ 11190331 (일반)

11199001 ~ 11199003, 11199005
(장애)

제 2
고사장

지  리 11200001 ~ 11200125 (일반)
11209001 ~ 11209005 (장애)

무학여자고등학교

5호선 행당역

③번 출구

<도보 약 10분>

도덕·윤리 11210001 ~ 11210082 (일반)

체  육 11280001 ~ 11280492 (일반)
11289001 ~ 11289015 (장애)

음  악 11300001 ~ 11300102 (일반)
미  술 11310001 ~ 11310134 (일반)

영  어

11330001 ~ 11330771 (일반)
11337001 ~ 11337010 (광성학원)
11337101 ~ 11337117 (동원학원)

11339002, 11339003, 11339005
(장애) 무 학 중 학 교

중국어 11360001 ~ 11360151 (일반)

기  술 11410001 ~ 11410037 (일반)
11419001 (장애)

제 3
고사장

가  정 11420001 ~ 11420057 (일반)
11429001 (장애)

광 양 고 등 학 교
2호선 구의역

④번 출구

<도보 약 15분>

전기·전자·통신 11500001 ~ 11500035 (일반)

기계·금속 11510001 ~ 11510017 (일반)
11519001 (장애)

미  용 11630001 ~ 11630058 (일반)

연극영화 11660001 ~ 11660051 (일반)
11669001 (장애)

전문상담 11740001 ~ 11740074 (일반)

특수(중등) 11810001 ~ 11810191 (일반)
11819003, 11819006 (장애)

특수(영어) 11806001 ~ 11806008 (국립)

보건(중등)

11700001 ~ 11700131 (일반)
11707001 ~ 11707003 (보성학원)
11707101 ~ 11707108 (성암학원)

11709001, 11709002 (장애)

수  학

11110001 ~ 11110631 (일반)
11117001 ~ 11117021 (광성학원)
11117101 ~ 11117115 (동원학원)

11119001 ~ 11119011 (장애)

광 양 중 학 교

※ 과목과 수험번호를 확인하여 고사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3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서울맹학교]

고사장 응시 교과 및 수험번호 고사장 
학교명 위치 및 교통안내

제 4

고사장

국어 : 11109002

영어 : 11339001, 11339004, 11339006

특수(중등) : 11819001, 11819002, 11819004,

11819005

물리 : 11139002

역사 : 11199004

서  울
맹학교

(용산구 
한강로2가)

4호선 삼각지역 ⑤번 출구

6호선 삼각지역 ⑦번 출구

<도보 약 10분>

Ⅴ. 수험번호 확인(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가 선발과목과 일치 하는지 확인)

▣ 일반(24과목) <공립> ▣ 장애인(14과목) <공립>
선발과목 수험번호 선발과목 수험 번호

국    어 11100001 ~ 11101098 국어 11109001 ~ 11109009

물    리 11130001 ~ 11130069 물리 11139001 ~ 11139003

화    학 11140001 ~ 11140070 생물 11159001 ~ 11159002

생    물 11150001 ~ 11150088 역사 11199001 ~ 11199005

지구과학 11160001 ~ 11160049 지리 11209001 ~ 11209005

일반사회 11180001 ~ 11180141 체육 11289001 ~ 11289015

역    사 11190001 ~ 11190331 영어 11339001 ~ 11339006

지    리 11200001 ~ 11200125 기술 11419001

도덕·윤리 11210001 ~ 11210082 가정 11429001

체    육 11280001 ~ 11280492 기계·금속 11519001

음    악 11300001 ~ 11300102 연극영화 11669001

미    술 11310001 ~ 11310134 특수(중등) 11819001 ~ 11819006

영    어 11330001 ~ 11330771 보건(중등) 11709001 ~ 11709002

중 국 어 11360001 ~ 11360151 수학 11119001 ~ 11119011

기    술 11410001 ~ 11410037

가    정 11420001 ~ 11420057 ▣ 일반(9과목) <국립 및 사립> 
전기·전자·통신 11500001 ~ 11500035 선발과목 응시번호

기계·금속 11510001 ~ 11510017 광성학원<영어> 11337001 ~ 11337010

미    용 11630001 ~ 11630058 광성학원<수학> 11117001 ~ 11117021

연극영화 11660001 ~ 11660051 광성학원<생물> 11157001 ~ 11157008

전문상담 11740001 ~ 11740074 동원학원<국어> 11107001 ~ 11107028

특수(중등) 11810001 ~ 11810191 동원학원<영어> 11337101 ~ 11337117

보건(중등) 11700001 ~ 11700131 동원학원<수학> 11117101 ~ 11117115

수    학 11110001 ~ 11110631 보성학원<보건(중등)> 11707001 ~ 11707003
성암학원<보건(중등)> 11707101 ~ 11707108
서울농학교<특수(영어))> 11806001 ~ 1180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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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험생 유의사항

가. 시험장 시험실 확인

응시자는 시험장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1) 응시자는 2014. 12. 06.(토) 07:30부터 시험장(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으며, 시험 당

일 1교시 시험 시작 30분 전(08:30)까지 해당 시험실에 부착된 좌석배치도를 확인하

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매 교시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절대 금지 됩니다.

2) 시험장에서는 수험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 출력 :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cso.sen.go.kr)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  

(출력 후 본인의 응시과목,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시험장(실) 등을 반드시 확인)

※ 시험당일 수험표 분실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08:20)까지 시험본부에서

재출력하여 휴대

※ 수험표는 이면지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없으며, 수험표 앞․뒷면 여백에 낙서 및   

메모는 절대 불가

다. 시험당일 준비물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결과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수정테이프 : 답안지 상단(1~3교시)의 성명과 수험번호 등 수정 시 필요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은 수정할 수 없으며, 만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경우 수정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 답안 작성 시 필요함.(1~3교시 전체) 
   → 연필이나 일반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 필기구는 본인이 준비해야 함.
◦ 간식(필요시) : 별도의 점심시간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약간의  

간식을 먹을 수 있음.

라. 응시 방법 및 시험 유의사항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본부의 안내방송(타종)에 따라 시험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시험 도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4) 기타 답안 작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5) 감독관확인란에 감독관이 날인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처리 되므로, 답안지 작성 또는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

6) 답안지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험 당일 문제지 표지에 제시됩니다. 따라서 시

험 당일 문제지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따라야 합니다.

7) 문제지 표지의 수험생 유의사항(별첨1)과 답안지 양식(별첨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제공되는 답안지 양식은 출제 상황 및 과목 특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 시 수험생 유의사항

▣ 1교시(교육학)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 및 답안지(OMR)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초안 작성 용지와 답안지는 각 2쪽이며, 초안 작성 용지는 문제지에서 떼어내어 사용합니다.

2) 답안지 매 쪽(2쪽 모두)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와 쪽 번호를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예시>

[1번째 답안지 표기] [2번째 답안지 표기]

교육학 논술

전용 답안지

쪽번호 표기란 교육학 논술

전용 답안지

쪽번호 표기란

●   ② ①   ●

※결시자 확인란, 감독관 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문제에 대한 답안은 2쪽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5) 답안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초안 작성 용지에 

작성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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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할 수 없습니다.

8)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답안 작성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정보의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예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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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 번호,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매 교시 순서대로 

정리하여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지 및 초안 작성 용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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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교시(전공)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문제지 및 답안지(OMR)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각 2쪽이며, 초안 작성 용지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여백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 매 쪽(2쪽 모두)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를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결시자 확인란, 감독관 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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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안지에 문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5) 필요한 경우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세로 선을 그어 다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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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할 수 없습니다.

8)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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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예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1)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매 교시 순서대로 정리하

여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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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주의 사항

1) 주민등록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넷북의 전원을 끈 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사용여부 불문)하고 있

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사. 부정행위 관련사항”의 부정행위 유형 및 소지 금지물품 참조

3) 시험도중 학용품 상호대여를 금지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 종료 시간 이전에는 일절 퇴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도

중 화장실 출입 등 모든 행동이 통제되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시작 전 또는 휴식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과 무관한 질문 등으로 시험 진행

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시험 당일 시험을 방해한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엄정처리합니다.

7) 각 시험실 내에 있는 시계는 참고용이며 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

니다. 단, 개별적으로 준비 시에는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지

참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당일 점심시간은 별도 없으며 필요한 경우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준비해온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9) 시험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시험장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시험당일에는 응시자 및 보호자의 차량은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

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장애인차량 제외)

사. 부정행위 관련 사항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의 행위에 대한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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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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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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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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북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스마트워치 및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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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고사장 위치 안내 

가. 시험장 주소 및 전화번호

시 험 장 소 주    소
전  화  번  호

교무실 행정실

[제1고사장]
자양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7길 28 02)2049-4100 02)2049-4101

자양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1길 33 070-4673-3710 070-4673-3702

[제2고사장]
무학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97 02)2200-1710 02)2292-2469

무학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20 02)2298-6141 02)2292-9847

[제3고사장]
광양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가길 31 070-7130-1401 02)446-1435

광양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길 7 02)456-7432 02)452-6921

[제4고사장]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5 070-4628-5049 070-4628-5041

   ☞ 제 1고사장 안내 (자양고, 자양중)

 7호선 건대입구역 ④번

2호선 건대입구역 ⑤번

자양고                   자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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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고사장 안내 (무학여고, 무학중)

행당역 3번출구

무학중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 제 3고사장 안내 (광양고, 광양중)

대흥역 ②번

공덕역 ②번

광양고                     광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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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고사장 안내 (서울맹학교-용산교육관)

    ※ 제4고사장 시험장소는 서울맹학교 용산교육관(용산구 한강대로57길)이며, 

       종로교육관이 아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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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1교시 1문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별첨1-1> 교육학 문제지 표지(예시)

201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 육 학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 초안 작성 용지와 답안지는 각 2쪽입니다. 초안 작성 용지는 문제지에서 떼어 내어 사용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 번호와 쪽 번호를 해당란에 ‘●’ 로 표기하시오.

   ◇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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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대한 답안은 2쪽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 초안 작성 용지에 작성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 수정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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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지 마시오.

8.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 답안지로 처리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 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1.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 번호, 쪽 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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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교 육 학 (2면 중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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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1차 시험 2교시 전공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별첨1-2> 전공 문제지 표지(예시)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 답안지는 2면입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 번호를 해당란에 ‘●’ 로 표기하시오.

   ◇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필요한 경우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세로 선을 그어 다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하시오.

6.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시오.

7.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 수정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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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지 마시오.

9.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 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 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ㆍ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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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국어 전공A (8면 중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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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교시 교육학(논술) 답안지(견본)

      2. 2교시 전공A(기입형) 답안지(견본)

      3. 2교시 전공A(서술형) 답안지(견본)

      4. 3교시 전공B(서술형) 답안지(견본)

      5. 3교시 전공B(논술형) 답안지(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