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 2014–110호

2015학년도 충청남도 공립 유치원ㆍ초등ㆍ특수학교(유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소 공고

  2015학년도 충청남도 공립 유치원ㆍ초등ㆍ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4.

충청남도교육감

1. 시험일자 : 2014. 11. 22.(토) 09:00∼

2. 시험장소 : 천안쌍용중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13/ ☏ 041-576-7362,7364]

3. 시험과목 및 시간
  ▣ 일반 응시자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1교시 교직논술 09:00~10:00[60분] 【08:30까지 입실완료】

2교시 교육과정A 10:40~11:50[70분]

3교시 교육과정B 12:30~13:40[70분]

  ▣ 편의제공 신청 응시자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1교시 교직논술 09:00~10:12[72분] 【08:30까지 입실완료】

2교시 교육과정A 10:52~12:16[84분]

3교시 교육과정B 12:56~14:20[84분]

 ※ 별도 점심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한 간식 섭취가 필요한 응시자는 지참하여 쉬는 시간(40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실 배정 현황

 ❒ 시험장 : 천안쌍용중학교(시험당일 시험장 및 시험실 개방 시간 ☞ 07:30~ )

선발분야 시험실 수험번호 배정인원 비고

유치원
(일반)

제1시험실 2101 0001 ~ 2101 0029 29

제2시험실 2101 0030 ~ 2101 0057 28

제3시험실 2101 0058 ~ 2101 0085  28

제4시험실 2101 0086 ~ 2101 0113  28

제5시험실 2101 0114 ~ 2101 0141 28

제6시험실 2101 0142 ~ 2101 0169 28

초등

(일반)

제7시험실 2103 0001 ~ 2103 0030  30

제8시험실 2103 0031 ~ 2103 0060  30

제9시험실 2103 0061 ~ 2103 0090  30

제10시험실 2103 0091 ~ 2103 0120  30

제11시험실 2103 0121 ~ 2103 0150  30

제12시험실 2103 0151 ~ 2103 0179  29

제13시험실 2103 0180 ~ 2103 0208  29

제14시험실 2103 0209 ~ 2103 0237  29

제15시험실 2103 0238 ~ 2103 0266  29



선발분야 시험실 수험번호 배정인원 비고

초등
(일반)

제16시험실 2103 0267 ~ 2103 0295  29

제17시험실 2103 0296 ~ 2103 0324  29

제18시험실 2103 0325 ~ 2103 0353  29

제19시험실 2103 0354 ~ 2103 0382  29

제20시험실 2103 0383 ~ 2103 0411  29

초등
(지역제한)

제21시험실 2103 9001 ~ 2103 9025  25

제22시험실 2103 9026 ~ 2103 9049  24

특수

(유치원)

제23시험실 2105 0001 ~ 2105 0019  19

제24시험실 2105 0020 ~ 2105 0038 19

특수

(초등)

제25시험실 2107 0001 ~ 2107 0024  24

제26시험실 2107 0025 ~ 2107 0048  24

특수

(초등)
제27시험실

2107 0049 ~ 2107 0070  22

특수

(초등-장애)

2108 0002 ~ 2108 0002

2108 0004 ~ 2108 0004    
2

특수

(초등-장애)

제28시험실 2108 0001 ~ 2108 0001  1

제29시험실 2108 0003 ~ 2108 0003  1

제30시험실 예비실

합계 741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09:00)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 할 수 없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시간 중 퇴실 할 경우 시험 시간 

중에 재 입실 할 수 없음.】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시험 당일 수험표 미지참자

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또는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니며, 수험표는『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cso.cne.go.kr)』에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디지털시계, 탁상 시계는 사용 절대 불가)

바.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 등 통신기기는 시험실 소지를 허용되지 

않으며, 모자, 귀마개 등도 착용이 불가합니다.(소지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거나 소지(반입)된 것이 발각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

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퇴장시키며, 관계 규정에 의거 향후 

2년간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 중 구두 질문은 불가하며, 모든 의문 사항은 거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시험 전에 「2015학년도 충청남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명시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장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 1교시 「교직논술」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상태를 확인하시고 답안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하시오.(“결시자 및 감독관 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유치원, 초등, 특수(유치), 특수(초등) - 2쪽

2. 문제지 표지에 해당하는 이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3.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사용사하시오

4.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순서

대로 정리하여 모두 제출하시오

5. 문제지에 제시된‘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및 ‘배점’을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6.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기구를 작성하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7. 답안지에는 문제는 기재하지 마시오

8.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원고자 작성법에 따르며(단,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도 가능),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등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오

9. 답안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밑줄을 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

에는 기타 어떠한 내용도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10.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기 바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1.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의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2.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의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수험번호 및 성명 기재란 예외)가 되어 있는 문답지 전체

13. 위에 명시한 유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3교시 「교육과정A,B」「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상태를 확인하시고 답안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하시오.[“결시자 및 감독관 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유치원, 특수(유치), 특수(초등) - 2쪽 / 초등 - 3쪽

2. 문제지 표지에 해당하는 이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3.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사용사하시오

4.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순서

대로 정리하여 모두 제출하시오

5.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기구를 작성하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6.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말고, 하위 문항의 번호[1), 2) 등] 및 기호

(A,B, ㉠, ㉡ 등)을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7. 답안은 문항 번호를 확인한 후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란에만 작성하시오

8. 답안 수정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쓰시오.

9.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기 바라며, 답안지 교체후에는 교체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의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1.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  답안란 이외의 공간(문항번호란, 답안지, 여백,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의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수험번호 및 성명 기재란 예외)가 되어 있는 문답지 전체

12. 위에 명시한 유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험장 위치 안내

 ❏ 시험장 : 천안쌍용중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12길 13【☏ 041)576-7362, 041)576-7364】

  【교통수단】

    ㅇ 자가용 : 천안IC→천안대로→청삼교차로→남부대로→쌍용동사거리→시험장(30분소요)

    ㅇ 기  차 : 천안역→시험장(12분 - 택시), 천안아산역(KTX)→시험장(7분 - 택시)

    ㅇ 버  스 : 천안터미널→시험장(30분 - 택시)

  

7. 수험표 출력 안내

  ❍ 수험표 출력은 2014. 11. 14(금) 10:00 이후 출력 가능

  ❍『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cso.cne.go.kr)』에서 출력



8. 시험실 배치도

미술실1,2 계단 동아리실 1학년부 화장실 계단

화장실  

제26시험실 제27시험실계단

                                                 5층

음악실

영어교과실 계단 2학년부 여교사휴게실 화장실 계단

화장실
        

제17시험실 제18시험실 제19시험실 제20시험실 제21시험실 제22시험실 제23시험실 제24시험실 제25시험실
계단

음악실

W.C(남)
                                     4층

W.C(여) 계단

체 육 관

계단

영어교과실1,2
계단 심성수련실

학생부
교무실 화장실 계단

영어연구실

화 장 실
  

에비실 제9시험실 제10시험실 제11험실 제12시험실 제13시험실 제14시험실 제15시험실 제16시험실

제28시험실

                                         3층제29시험실

화장실 계단

도서실
we class 및
진로상담실

계단

게단 수학교과실 회의실 화장실 계단

정보실        

학습도움실2
제1시험실 제2시험실 제3시험실 제4시험실 3학년

교무실
제5시험실 제6시험실 제7시험실 제8시험실

화장실

계단

                                      2층과․학준비실 

과학실Ⅰ,2

W.C(남)

계단W.C(여)

시험본부

계단

기술실
현관 창고 변전 계단

현관
(복도1)

서고 숙직실 W.C 창고 현관 계단
보건실

W.C(남)

정보실
성적처리실 방송실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인쇄실 현관

W.C(여)

계단
현관                                  1층학습도움실1

운동장

시청각실

급식관리실 계단

조리원휴게실

    조리     식당

    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