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2021 - 345(

!11"#$%&'(#)'·*+#,#-'./0&1#23#
2022)*&'11+&,(-./&0.·12&3&4.567-89&:;<&=>
$%?@:.
2021)&11A&190

!&"&#&1&B
1. ./05&: 2022)&1A&110(C) ～ 1A&150(D), 40E(1A&130&: FG0)
2. ./05H&./.E&3&./<I
./.E&3&./<I
.&/&
0&5

./
<I

.E

OP(QR)

L&&&N
.E

JK.E

OP(QR)

13:30-15:30 -UP(200R)

1A&110
(C)

$&&!

1A&120
(7)

P-!

10:00-11:10 STP(100R)
17:00-19:00 XYP(100R)
13:30-15:30 -UP(200R)
10:00-11:10 STP(100R)

- LM./&:
09:20
- LN./&:
F&&&&&G&&&&&0
./&.V
40W&M
※ 시험실개방
10:00-12:00 STP(175R) 14:30-17:30 XYP(175R)
08:20
17:00-19:00 XYP(100R)

1A&130
(I)
1A&140
(Z)

L&&&M

[-!

[-!
MO\&!]
․
1A&150 MO\ !]&
[-!
W^_&B`&
10:00-13:30
16:00-18:00
(D)
-UP(350R)
<I(T1)
W^_ B`&
-UP
(160R)
<I(T1)

3. ./12
4.a&bcd(

./12

2&e&f

건국대001 ~ 건국대23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경희대001 ~ 경희대087

경희대학교

구 한의대학관

고려대001 ~ 고려대196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001 ~ 서강대079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001 ~ 서울대191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001 ~ 서울시립대065

서울시립
대학교

성균관대001 ~ 성균관대137 성균관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인문관6관(6,7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국제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001 ~ 연세대225

연세대학교

백양관

이화여대001 ~ 이화여대200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중앙대001 ~ 중앙대159

중앙대학교

103관

한국외대001 ~ 한국외대093

한국외국어
대학교

인문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001 ~ 한양대22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001 ~ 아주대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인하대001 ~ 인하대084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동아대001 ~ 동아대134

동아대학교

종합강의동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스)

부산대001 ~ 부산대189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001 ~ 경북대188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001 ~ 영남대087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001 ~ 원광대097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001 ~ 전남대212

전남대학교

진리관

전북대001 ~ 전북대130

전북대학교

상과대학3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001 ~ 충남대19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001 ~ 충북대104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강원대001 ~ 강원대069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제주대001 ~ 제주대04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1. 11. 22.(월) 09:00 ～ 2022. 1. 10.(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bcd(g_&“hij&klmnB&025”op&Xeq&rs&./12t&hijuv&kl
mnB(w&a&xy)>z, ./K{&./0&|0&./1&}Jn_&#~q&“4.5&./K&
Q•a”€&•‚ƒ„&…‚†&./K_&JK, ‡|&bc_&ˆo‰&Š@:.

☞ 4.5t&./&M0‹f&Œ•.&./12€&•‚ƒ„^&ƒ%(Ž, ./1&}J{&•&7&•;),
./1_t&‘’9&“‘•&7&•o”p&j•v–7Ž9&>—ƒ.X&˜™@:.

4. 4.567-8&š
›. ./K&JK&3&./&.V&M
○ ./1&J1&.#œ&./1&•_žt&Ÿ

¡€&Œ•.&~—ƒ„^&?@:.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1& J1& .& ①¢£& ¤¡& ②¥& 2¦& ③4.a& •‚& ④JK†& §‘€&
Œ•.&67ƒ„^&?@:.
○ !"#t&./K&•_&.¨€&'$ƒf&©o@(./K&•_ .¨›&ª•q rs«*
>€&x%ƒ„žt&¬&-), 4.5t&®‚— .¨€&6ªƒ„^ ?@:.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
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5t&./&|0 4.a, $$XB_ž&¢¯`&°W±(“[šY±, “[šY
².•‚±, ³M‰l±, „´, µi‚šY±, i•¶2°%±&š), ·Xn€&
fxƒ% ./&.V&40W&M‹f ‡|&./K_&JKƒ„^&?@:.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B¸B>&./K_&JK`&N&4.5t&¬•¹º&3&./B¸B†&f._&
»«&4.a, °W±, ·Xn€&'µ`&X¼&2f½(¾, Fj¿&š)9&À¸
ƒ„&./K&Á_&'}ƒ%&5¸_&~cƒ„^&?@:.
○ X¼&2f½9&À¸ƒ%&5¸_&~c`&4.5_ÂÃ&Ä¬f, !M&š9&Q#ƒz
2f½&À¸›&Åf&©Æ¶Ç&4.5›&•t&È5¸_t&Ä¬f, !M&š9&Q#
ƒf&©É@:.

○ ./&.V&30W&M#œt&./1&•_ž&x%5Ê€&Ët&¯w›&0§&Zf
Åz, Ä¬f, !M&š>&Q#q&N_t&!M9&ÌÍË¶Ç&Ä¬f, !M,
X¼&2f½(¾, Fj¿&š)9&./K&Îop&›f%&ÇÏ&7&•É@:.
○ ./B¸B†&lÐ&•>&²†p&…‚&bc>&ÑÒ&:Ó&bcop&ÔÕ&./_
4.•&7&•É@:.
○ fÀq&.E(./&.V&5W&M)_&O'f›&./K&¬op&ŒJÅ‰ 4.5t
./K_&§j&}J•&7&•%, Ö&.E‹f&JKƒf&Ñ@` -×{ Ö&./
.E&3&ÇØf&./XE†&./_&4.•&7&•É@:.
○ Ù&./.E†&fÀq&.E(./&.V&5W&M)_&./K_&JK`&kÚ_ž O'f›
./K&¬op&ŒJÅ‰&ÖÛ#œ&./_&4.`&Üop&ËÑ 4.Ý7_&ÞßŠ@:.
○ Ä¬f_& 7/d(, àá& 3& “[šYd(& š9& Xeƒf& ©¶Ç& â¸Â&
Xeƒ„&‚\-8>&•‚Åf&©t&rs_t&Ö&Ä¬9&ãR&ä¸?@:.
åæ&Ä¬f€&˜çè&:.&Vàƒt&rs, àá&š†&Xe€&éê¸f&©*Y&
ë†ƒ„^&?@:.
○ ./&.V&M&O'f&ì‚9&¥kƒt&rs, ì‚9&¥kƒf&©í«* O'f€
îït&¯w&šop&O'&•—9&ð¸&Ët&rs&Ö&Ä¬9 ãR&ä¸?@:.

Ç. ./&.E&•
○ ./K&bc_žt&4.a, °W±&3&·Xn&>µ†&ñ½(Þ òó, ôõf,
ö>÷ø, ù, ›w, ¦žj&š)9&2f•&7&•oz, ./&.E&•&FjMC,
Ÿòú•, "S>è¿&š&"S–°XX€&ªû`&M5XX€&2fƒ„žt&
¬&Š@:(w&XX€&.¨&—*p*&-—•&7&•;).
○ 2;․üý& š& ¼& 4.5†& ./9& ¹‡ƒt& ¯wt& ZfÅz& >_& j`&
./B¸B†&“†&3&.À&f._&»«^&?@:.
○ ./&.E&•_t&./&.V&N&30W&r<&.#œ&./&þÊ&20W&M‹f&
./B¸B†&f._&»«&C1K&-—>&›ÿ?@:.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
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Ä¬f&Và&.
【STP&./】
○ Ä¬&aXt&!&O8Ÿ:&Œ•.&ƒÇ†&ÄÃ9&"«&Ö&#5_& “●”PÚp&
aXƒ„^&ƒz, $0&O8_ž&fÀÅf&©{&·Xnp&%ª&aX`&Ä¬{&
•&&aX`&Üop&'¦Åè&(>)9&*9&7&+o”p&ë†ƒX&˜™@:.
○ Ä¬ft&Œ•.&“,À-&./œ—&-‚0”(-‚0_&‘./œ—’op&aXÅè
+t&Ü_&`ß)9&-—ƒ„&Vàƒ„^&?@:.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형광펜, 플러스펜,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하였다면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STP&OMR Ä¬f†&Ä¬&ÀÀ_&7Àö>1 -—>&›ÿ?@:(Ž, 7À2>Ç
7À 34t&-—(›).

【56P&./】
○ d7&šop&‚`&4.5&(>)&¹f€&wƒ„&7à0>Ç&m·{&-—•&
7&•oz, 8-&9t&:-&·XnÃ9&-—ƒ„^&?@:.
○ Ä¬{&Œ•.&O'&d(_&j`&‡|&Ä¬f&•_Ã&Vàƒ„^&ƒz, ;&O8†&
Ä¬f€&˜çè&Vàƒt&š&‡|&O'&d(†&Ä¬f_&Ä¬9&Vàƒf&©o‰
Ö&Ä¬{&ãR&ä¸?@:.
○ Ä¬f_t&O'&d(Ã&Xeƒ%&O'&•—9&Xe•&·<›&•oz, Ä¬
•—&>µ†&-89&Xeƒ¶Ç&=>&X¼&è?`&a.*&ƒ„žt&¬&Š@:.
Ä¬9& ÀÀ•& rs_t& @& >p& A%& :.& Xeƒ„^& ƒz, 7À2․7À
ö>1&š{&-—•&7&•É@:.
○ 56P&./_&'$Åt&./—&!M{&af_&7/d(, àá9&Xeƒ%,
./&.E>&þÊÅ‰&BC&!M&ËB—&ªDE_&Fè&Gì`&N&'}ƒ„^&
?@:.
○ ./—& !M_tÞ

òóš& #~ñ9& -—•& 7& •oz, 56P& ./&

Ä¬f&Và&.&-—Åt&8-&9t&:-&·Xnp&ŽH&=>AXÃ&l—&
Š@:.
※ !"#$%&'$!"()$*+,$-#$.$/0123$14$567 89: ;<+,
=>?@$A@$B$CDEF.

«. ./&þÊ&.
○ ./&.E&•&Ä¬f&v¤€&<n`&rs_t, ./&þÊ&.;_&²Iƒ„&
Ä¬f&v¤&<n€&`&rs«*&./&.E&þÊ&N&J.&Kp&Và`&
Ä¬f€&+7?@:.
○ ./&þÊ&N_t&Ä¬f&Và9&0§&•&7&•oz, >€&wŒƒ„ ./
.E>&þÊÅL;_*&(nƒ%&¨M&Ä¬9&Và•&rs&Ö&Ä¬{&ãR&
ä¸?@:.
○ +7q&Ä¬f, !M&š>&‡|&./K&4.5&7N&0•ƒtf&„#›&Oþ&
•‚q&N, 4.5t&…‚&bc_ž&~c, jXƒ:›&./B¸B†&f._&
»«&PKƒÅ&Á-×<†&EQ9&RWæ&ƒ„&Sž&+Â&>$ƒ„^&?@:.

Ÿ. X&¼
○ 4.5&>µ_t&./1_&}J•&7&•É@:.
○ ｢,(-./!｣ '6y_&»Ó&4.&TQ5, '7y_&»Ó&4.&'`5&š&BU&
!V_&»«&./_&4.•&7&•t&-×{&./1_&}J•&7&•É@:.

5. WpÇ19 •X5&3&5›Q¸5&./&4.&§‘
›. •X5&./&4.&§‘
① •X'À9&*{&J.&!"#&!y‚Y<_&mÐ
- 4.5›&•X'À9&*{&rs, J.&ëS(02-2110-3876, 3245)op&•X&-K9&
Z¸%, |-5&…‚>&f5¤&[|5(Ëh2&•X–Ë&[|5)_Â*&./&4.&
-K9&Z\^&./4.&6ª›&›ÿ?@:.
② •X5&4.&-M°:
- -M&°:XE&: 2022. 1. 9.(0) 18:00‹f
- '}ž]&: 4.&°:ž(Hf&^G), ./4.›&›ÿƒ:t&“•†&2_ž
- '}¹!&: !"#&!y‚Y<(02-2110-3876, 3245)_&°:†-€&Z¸%, >ô0
(bangori80@korea.kr)p&ž]&'}(C7„#&•‚·<)
◆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 판정 받은 경우
- 사전 신청기간(2022. 1. 9.(일) 18:00)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09:30)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ë†-8
- °:`Ê&3&ž]*~&„#€&!y‚Y<_&MC(02-2110-3876, 3245)p&Œ•.&
•‚ƒ„^&?@:.
- ./a¦B&b_, ./1&6ª, ./O'&>º&š†&O'p&-M_&4.&°:ž€&
'}ƒf&©{&•X5t&./&4.›&(›?@:.
- •Ê.c&„h, 4.5†&hdkÚ&š_&»«&./&„h{&:€&7&+É@:.
- ;&feH&•X5†&%À&./1{&ÑfN&=É@:.
••X&'À9&*{&rs, 4.5&…‚>&Ëh2&•X&–Ë&[|5N&f5¤&
gk& QÀ& [|5_Â& …‚†& 4.fe_& »Ó& Ñf†& XBop& gk9&
QÀ‡&h«%&<:ƒ.X&˜™@:.
•!"#t& 4.5& •_ž& •X5›& ¢i•& rs& Ñf†& XB_& •X5›&
Jjƒ„&4.•&7&+*Y&•7…<&f5¤&š_&ky€&n`&kÚJ@:.
••X5†&hdkÚ, ./&K.XB†&-À&šop&./1{&,rl&7&+É@:.
••X5& 4.5›& ¼& gj_& Jj`& rs& 2¹:& š& ëBXB<& kyƒ„&
4.5›&./1op&>ºl&7&+*Y&Oj`&mYƒnÉ@:.

확진자 응시 지정 기관 현황
지역

거점 병원(중증 응시자용)

생활치료센터(경증 응시자용)

서울

서남병원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

대구동산병원

중앙교육연수원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KT대전인재개발원

강원

원주의료원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국세공무원교육원

※ 병원ㆍ생활치료센터 현황은 추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Ç. 5›Q¸5&./&4.&§‘
① 5›Q¸&–Ë€&*{&J.&!"#&!y‚Y<_&mÐ
- 4.5›&5›Q¸&–Ë€&*{&rs, J.&ëS(02-2110-3876, 3245)op&5›
Q¸&-K9&Z¸%, |-5&…‚>&f5¤&[|5(Ëh2&5›Q¸&[|5)
_Â*&./4.&-K9&Z\^&./4.&6ª›&›ÿ?@:.

② 5›Q¸5&4.&-M°:
- -M&°:XE&: 2022. 1. 9.(0) 18:00‹f
- '}ž]&: 4.&°:ž(Hf&^G), 5›Q¸&–fž, µ}l›±
- '}¹!&: !"#&!y‚Y<(02-2110-3876, 3245)_&°:†-€&Z¸%, >ô0
(bangori80@korea.kr)p&ž]&'}(C7„#&•‚·<)
◆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 신청기간(2022. 1. 9.(일) 18:00)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09:30)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ë†-8
- ./4.€&w`&².&µ}&l›€&…‚†&B•&Ëh2_&<:ƒ„&l›€&
*{&N, 4.5&…‚>&>$7Ž9&ŸUƒ„&H*&./1‹f&./.E&•_&
*~, ./&þÊ&N&&o›&›ÿ‡^&?@:.
- °:`Ê&3&ž]*~&„#€&!y‚Y<_&MC(02-2110-3876, 3245)p&Œ•.&
•‚ƒ„^&?@:.
- ./a¦B&b_, ./1&6ª, ./O'&>º&š†&O'p&-M_&4.&°:ž€&
'}ƒf&©{&5›Q¸5t&./&4.›&(›?@:.
- 5›Q¸5†&./1{&H*&ëS&9t&O5p&%f•&%ÀJ@:.

6. #À¯w5&3&4.567-8&wŒ5_&j`&y•&B¨&!V
›. #À¯w5
GH-!"%$ISTJUKLMNO+$PQ$JRV
&&q& !"#1B{&:;&;&(†&èp&ƒÇ_&‡|ƒt&-×_&jƒ„t&‡|&
./9&Àf.r¶Ç&?Q&TÀ9&ý2ƒ%u&Ö&Às_&»«&äW9&`&t#œ&
v)&>•†&XE9&Àƒ„&>&!_&»Ó&./†&4.5Q9&Àf•&7&+:w
&&&xw&./_ž&j–VVop&Àƒt&#À`&¯w€&`&-×
&&&zw&'vy'{8_&»Ó&4.5Q_&B`&2áž]_&¶yop&XY`&-×
&&|&!"#1B{&'x8_&»Ó&äW9&`&rs_t&Ö&äW9&*{&-×_Â&
f¤•>&–fƒ„^&`:w&

GH-!"%$ !MW$ ISXJUKLMNV& !& 'x}y'x8'x(_ž& “j–VVop&
Àƒt&#À`&¯w”g&:;&;&(N&=:w
&&&xw&j¸./9&†~ƒ¶Ç&j¸p&./_&4.ƒt&¯w
&&zw&:Ó&7/i†&Ä¬f€&Ë¶Ç&…‚†&Ä¬f€&Ë„&“t&¯w
&&{w&–°XXÇ&Ö&Î†&°(&š9&>—ƒ„&‡|&./•—_&Bƒ„&:Ó&
-×<&†-2–ƒt&¯w
&&•w&#À`&5Ê€&›f%&+¶Ç&>—ƒt&¯w
&&vw&Ö&Î†&#À`&7Žop&…‚&9t&:Ó&-×†&./&T<_&ã€9&
ð•t&¯w

Ç. 4.567-8&wŒ5

GH-!"%$ ISTJ6XUY!OZB-[$ N/O+$ PQ$ JRV$ ./†& $À`&
B¸€&wƒ„&j–VVop&Àƒt&4.567-89&wŒ`&-×_&jƒ„t&
Ö&./.E&9t&ÇØf&./.E†&./_&4.•&7&•Â&ƒ¶Ç&Ö&Ä¬9&
ãR&ä¸•&7&+:w
GH-!"%$ !MW$ ISXJ6XUY!OZB-[V$ !& 'x}y†z_ž& “j–VV
op&Àƒt&4.567-8”>g&:;&;&(†&-89&•`:w
&&xw&fÀq&.E‹f&fÀq&./K_&JK•&Ü
&&zw&./†&.¯_&Bƒ„&./B¸B†&f._&»«^&ƒzu&./B¸B†&
‚‚9&*f&Ñ@ƒ%&./.E&•_&./K_ž&PKƒf&Ñ@•&Ü
&&{w&fÀq&·Xn€&-—ƒ„&Ä¬9&Vàƒ„^&ƒzu&Ä¬f_&Ä¬•—&
µ†&-89&Xeƒf&Ñ@•&Ü
&&•w&./&.V&M_&./O'€&£×ƒf&Ñ@•&Ü
&&vw&./&.V&M&9t&./&þÊ&N_&Ä¬9&Vàƒf&Ñ@•&Ü
&&ƒw&Ö&Î_&./†&$À`&B¸€&wƒ„&!"#&1B>&Àƒ„&'zy_&
»«&$%`&-89&67•&Ü

`\]$^_a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 (확진자 □, 자가격리자 □)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주

※ 해당란에 ✔ 표시

□ 관할보건소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 기

(관계 :

)

타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1. 11. 19.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확진자) 주치의 소견서 1부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사본) 1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1부

신청일자
신 청 인

법무부장관 귀하

.

.

.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