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응시자 준수사항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1-25호

가.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정해진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을 마친 후 대기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등록시간 이후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도착하는 응시자는 면접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등록일시

등록장소

도정 사진촬영
및 편집

2021. 6. 8.(화) 09:00까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B동 102호

28일

나.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주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등록번호 기재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1개)과 응시표(우편접수자는
당일 배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전형 합격 및 면접시험 대상자

다. 면접시험 등록 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기기
임용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응시번호)

도정 사진촬영
및 편집

21318001, 21318002, 21318003, 21318004, 21318005

비고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테이블릿, 전자담배 등)를 휴대
할 수 없으며 외부출입을 금지합니다.
라.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면접시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2. 온라인 인․적성검사 안내
가. 일

시 : 2021. 5. 28.(금) 14:00 ~ 2021. 5. 31.(월) 24:00

- 위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인・적성검사 실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검사 문항에 성실
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 상 자 : 5명(서류전형 합격자)
다. 검사방법 :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검사

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손소

- 인터넷주소 : http://qtest.co.kr/cb3.asp

독제 사용 및 발열체크 후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로그인계정 : (아이디) 응시번호 8자리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본인성명(한글입력)
- 소요시간 및 검사문항 : 90분/ 298문제

사.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http://sihum.chungbuk.go.kr )를 통해 게시합니다.

3. 면접시험 시행계획

아. 문의처 : 043-220-2532(충청북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가. 등록일시 : 2021. 6. 8.(화) 09:00까지
나. 등록장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B동 102호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다. 대

상 : 5명(서류전형 합격자)

라. 지 참 물 : 응시표, 신분증, 자가문진표(붙임)

붙임 자가문진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