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80호

국 토교 통부 일 반 임 기제 공 무원
경 력경 쟁 채 용 시험 공 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년 3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홍보A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세종)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ㅇ 기고․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및 검토
홍보A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ㅇ 홍보콘텐츠 기획 및 작성
ㅇ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 기관장 SNS 메시지 관리
ㅇ 언론 인터뷰 핵심 메시지 기획 및 작성

3. 응시자격
!. "#$%&
○ '!"()*& +33,& -./& 0123& 4& "()& 56789& :& ;<*9=&
/>?&@7A1B&CDE>D&F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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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HJ'&'K&LDA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MN/&O9=&PE>Q&A
- 20R&ST(2002.12.31. SU&VWA)/&O9=&PE>Q&A
○ XA/&YZ&[\B&]>^_`&a+b&A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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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6dCefg&@7A1$%&4&e(hij
코드번호

채용 분야

홍보A

정책홍보 메시지

임용예정직급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선발예정인원
1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세종)
○ 기고․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및 검토
주요 업무

○ 홍보콘텐츠 기획 및 작성

(직무분야)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 기관장 SNS 메시지 관리
○ 언론 인터뷰 핵심 메시지 기획 및 작성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필요 역량

○ (분야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언론·홍보분야 이해력

필요 지식

○ 언론·홍보분야 관련 전문지식, 국토교통분야 현안 관련 지식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경 력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응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무 분야*의

자
격

학 위

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무 분야*의

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방송영상학과,
공통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직무분야 경력 : 홍보분야(디지털콘텐츠 메시지 기획 등) 근무경력,
온라인매체 운영기관·언론사·출판사 등 에서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①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우대요건 평가에서 제외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 경력에 한하여 우대요건 인정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 실적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중앙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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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주당근무시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기간 계산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 불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 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직무분야 관련 학위’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①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대 15년,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경력에 한하여 우대요건으로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②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및 언론 기고 실적(최대 2건, 건별 차등우대)
* 출판물 :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 :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국민
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의 지면에 기고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이내 출판 및 언론 기고 실적에 한하여 우대요건 인정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최대 2건, 건별 차등우대)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은 등재확인서 및 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 (최대 2건, 건별 차등우대)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여받은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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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법령
○ '!"()*, "()569, "()56789, "()56kl, '!"()&
5678&4&m(no&p(qrDs(t2uvq&dk) :

5. 시험 방법
!. jwUx
○ 56dC&efgy&C>z&{Q&A1$%=&K|HD&?}~&jwUxf)•=j&
ja€y&•2>?&K1&‚Q&}K1B&ƒ„(@7t)S&c6t)/&8…S>)
○ „, @7t)S&56dC&efgy&†‡dCt)/&8…n&ˆ‰t&Š=Q&jw
Ux&h‹=&Œ•&†‡dCt)/&8…ny&|1A&0C
※ jwUx&h‹&&&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AhLœj
2. e(n”&<•j
3. ZI&$%&: ‘c6dCefg&@7A1$%&4&e(hij("z•&3žSD)’ Ÿz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aŽ78&
○ jwUx&|1A~&IT€y&aŽB&#P&U•D•‰&‘&@6’“, "()€yj/&
CvAR&:&e(n”=&]$H&’“&4&K1•B&–|K€y&—!
○ ˜|1&h‹=&PE>D&™Q&A&š=j&—C•KS&ZnH&A&›€y&|1A&0C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직급(분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세부평가 계획
언론사 기고문(보도자료 참고) 작성

* 평가방법: 면접당일 언론사 기고문 작성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 요소 항목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면접 전 작성한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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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78"z : 2022. 3. 25( ) ~ 22. 4. 6(n)
○ )jŽn&: 2022. 4. 1( ) ~ 22. 4. 6(n)
※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번호 개별 통보 예정
○ jwUx&|1A&‡¡&4&aŽ78&¢C&"z&(dC) : 2022. 04. 21.(£)
○ aŽ78(dC) : 2022. 4. 27(n)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예정

○ ¤–&|1A&‡¡¢(dC) : 2022. 5. 4(n)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Žn¢7&4&¥*
○ Žn¢7&4&7¦&: 2022. 3. 25( ) ~ 22. 4. 6(n) 9:00 ~ 18:00 [§•7¦(12:00~13:00) +¨]
○ )jŽn&4&+V¥*&: :hZ©&Žn ※ ªy`19y&tP&Z©Žn«&m7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 (빠른 등기 )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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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Z©Žn&¬L&: (Z ) 30103 R–-gA®7&¯°6y& 11, C}R–±2&
'²³#} 552.&´µD)‰&t2¶&c6·E(¢¸5h+&@7)j&¹š)
- @7)jQ&º5&@7)j&»•&$9=&Œ•&¼½K€y&»•>?¾&¿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UÀ&: 044-201-3165
`. 3/2Á&
○ @7AQ& A1$%‰& ·E& dCp(& :S& K|H!~& Z†& ƒ„>?& )j~&
+VP¾&|GM.
○ ]n&jw~&+V>D&™B&YZ&)jŽnQ&!’Â&n&{€`, jwUx=j&
@7~&ÃhH&Ä€y&¦¬>ÅG, 3/>7h&ÆÇGM.
○ ¤–|1A& ‡¡& SÈ& @7A(ÉCb& c6& ITA& +¨)!& )Ê€y& +Vb&
jw/&¸ËB&)>Q&YZ&c6jw&¸Ë&±¼7&;Ìjw~&¸Ë>?&ÍÎGM.
„, )Ê&¸Ë7&2ÊÏ&78m7h;=j&¢C&h¦&Ð;ÑGM.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7)j&T/&h¹&ÒÅ&‚Q&ÓÔS`&OÔ&˜’, |1A‡¡&ÕÉt&:€y
tH&˜SÖÏ&@7A/&×Ø&23!&Ù&n&{€Úy, |1A&‡¡¢&:&78&
¢C‰&ÛÜ2Á, |1&?}~&¸Í7&Ét>?¾&|GM.
○ 78B&z/y&¥P>_`â&Ýf2m&h¹â&Þßj&f,â&}C”f&"à&4&±á&
:€y& 78/& "C•B& •->ã& äåH& YZ=Q& '!"()*& +æç,/èâ&
}C±á&4& é&:&nn/& D=&;H&*ê&+îëâ& }ì¥D&4&'JíÖ
f)•/&ï®ð&´µ=&;H&*ê&+æëâ& x*&:&;Ì&kC=&Œ•&qñ
Ù&n&{oGM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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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8=&{ój&}C”f~&>_`&78=&;H Lßjw=&Ýf2mB&h¹>?
780‰=& }EH& µôB& ¬Q& ”f~& H& 2õ=& I>?Q "()56789&
+51,=&Œ•&EP&78B&CD>_`&|10CB&öL>z&‘&q÷S&{Q&øy
}ù&5ú¦ û&9=&/H&78, ‘&ü/&'!"()56B&fH&78/&@7&A1B
CD|GM. }C”fy& q÷ýB& YZ& Mþ& "()& 78& m7h;S& ,•Â&
n&{¯ÿ&t2uvq=&œtCÐ~&+"Â&dC!GM.
○ +Vb&jw=&h¹b&Ü6S&2m‰&M~&YZ&56B&öLÂ&n&{oGM.
○ Ê&78<•Ï&˜!"H&2C=&/>?&#YÙ&n&{€$, #Yb&2ÁÏ&PE&78¢
7¢&U%D&¤ˆ"z&&½=&"zÂ&dC!GM.
○ @7A!&†‡t)‰&'_`&(B&YZ=Q&¹"z&Â&n&{oGM.
○ @7A!&Žn)*¢&MNø}ù&3¢&SÜ=&@7/2~&+•H&YZ=Q&,}H
@7nn-/&U.B&¸Ë>?&ÍÎ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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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제1호)

ㅇ 응시원서
ㅇ 응시원서수수료
- 일반임기제 5호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접수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ㅇ 이력서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ㅇ 자기소개서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ㅇ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7.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및
언론 기고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8.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ㅇ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전공분야 표시
ㅇ (추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 서식 제5호)
ㅇ (추가) 논문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ㅇ 경력(재직) 증명서
① 근무기간(연･월･일)･부서·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②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③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④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
※
※

출판, 언론기고 사본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이내 한하여 출판 및 언론기고 실적 우대요건 인정

ㅇ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서식 제5호)
ㅇ (추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 등재확인서(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히 제출

9.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0년 이내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 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0.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해당자에 한함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ㅇ 자필 서명 필수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할 것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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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용 예정일, 채용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56&dC¢ : 2022. 5/&dCS`, h;&2C&:=&Œ•&#û&!’
○ c6h¦ : c6¢y}ù&2ú¦&(0(mKS&ZnÂ&YZ, ;Ì*9&:=&Œ•&Oë&!’)
○ Ðn : 「"()ÐnkC」 :&Ðn&;Ì&kC=&/_>?&ØC
- 5h+&e1g&O2&H<.
구

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상한액

하한액

84,408

47,976

비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7.

- O2.Ï&Y“&:B&z3>?&Ðn&;Ì&kC=&Œ•&0C>$, Th&O2.&
S¨=¯&C.1•4, e1Ð,4&:&¢C&O2&¨&1?&D1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PE& p(~&n”>Q5& K1A!& (Q&YZ& UxB& _6&c6>D& ™B& n&
{oGM.
○ "()569&+13,2/&5678/&3dQ&Ê&78<•&|1A=ãQ&‹69D
™oGM.
○ ¤–|1Ay&0C9:•¯&v),2(,•), "()c6v½;2&:=j&"()
€yj&}K1€y&ƒßÙ&YZ&|1B&öLÂ&n&{oGM.
○ Y“Y<c678€y&56b&AQ&"()569&:&;<*9=&Œ•&¤ˆ&56
ef=&56&È&¢Ch¦&UÐ!&+H9$, û&h¦&SÈ&56dCh;/&2C
:=&Œ•&UÐ!&!’|GM.
○ Ó¼=D&Y“Y<c678=&;H&Þßjw=&_>&2mB&K_`&‘&jw~&
f,·#,>?&780‰=&}EH&µôB&¬Q&}C”f~&?ã&b&ŠQ&t2
uvq=&@•t&vzÂ&n&{oGM.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hA&•/2ÁÏ&'²³#}&´µD)‰(044-201-3165)y&•/&ÆÇ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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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w&¡D>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_홍보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서식구분

제출
여부

비고

1.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별지서식 제1호

□

필수

2.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

필수

별도자료

□

해당자에 한함

5-1. 학위논문 요약서(석·박사 학위소지자 경우) 별지서식 제5호

□

해당자에 한함

5—1-1. 학위논문 사본(표지 및 목차, 서론 표시)

별도자료

□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재직) 증명서

별도자료

□

해당자에 한함

7. 출판, 언론 기고 사본

별도자료

□

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5호

□

해당자에 한함

8-1. 연구논문 사본(표지 및 제목, 발표자 표시)

별도자료

□

해당자에 한함

9. 표창(상훈) 증빙자료

별도자료

□

해당자에 한함

10. 주민등록초본

별도자료

□

필수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

필수

12.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목

록

5.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8. 연구논문 요약서

별도자료

* !"#$%&'%()*%+,-%%./01(√) 2%!"
* !"#$3%4%5#+6%78%93%:;%<=%>?,-%@A%!"(BCDEF% >?GH)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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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gDj•&+1.>

(N&a)

@&&&&7&&&&)&&&&j&()Ê)
'²³#}ë;

×>

ÊtÏ& '²³#}& Y“Y<c6& †‡78=& @7>zA& )j~& +V>$& MN&
2ÁB jO|GM.
FP&h¹2ÁÏ& 2m‰&MQ(€$& «¢& 780‰=&}EH& µôB&RS& £K€y& Ýf2mB&
h¹>^B&Š=Q&;<*9=&/_&EP78S&CD&‚Q&(T!&9z&ôÈ&5ú¦&@7A1S&CD
9ó¯&S/~&+h>D&™UoGM.

2022ú&&/&&&¢

@&&7&&)&&j()Ê)

”C2(;(¢¸5h+) / BÐA

@7e1&4&÷¾

□ C2+Y“5ú&□ Y“8ú&□ 61(TE)ST&"()+Y“2ú&

@7A1

□ e(;Ì&D2&□ e(;Ì&E2+Y“1ú&□ e(;Ì&C2+Y“3ú
(HG)

※@7F.

•&ß

Wú/¢

Hn'K
PE?}

¬&&L

(HA)

(Z&&&&&&&&)
C}n!tD
ºSQ&I

UAZ©
U&&À
(JIUÀ)

@&&7&&¡&&&(¢¸5h+&Y“Y<c6&†‡78)
@7e1&4&÷¾

¢¸5h+&5.&/ BÐA

@7A1

□ C2+Y“5ú&□ Y“8ú&□ 61(TE)ST&"()+Y“2ú&
□ e(;Ì&D2&□ e(;Ì&E2+Y“1ú&□ e(;Ì&C2+Y“3ú

※@7F.

•&ß

(HG)
(HA)

¬&&&&/&&&&2&&&&Á
1. @7¡~&ýQ&K7&@7F.ð&Žnt&øt?}~&Ét>?¾&|GM.
2. @7¡~&÷m>^B&ŠQ&78¢&U¢%D&'²³#}&´µD)‰=&Å7a ¹³} ýB&n&{oGM.
3. 78E¢Ï&@7¡, ¬J:ÿÞ&:B&DŸ>z&787»&10÷U%D&78ëL=&L0>?¾&|GM.

※ÐM2Á

~(B)

/&&&¢%D&ÐM>?¾&|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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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7)j&»•$9
1. @7)j&»•7&@7A&}¬/y&tH&WXb&h¹`&¡hQ&@7A&Êt/&
˜SÖS&bM.
2.『@7)j』Q&FP/《»•$9》=&Œ•&»•HM.

《 »&&•&&$&&9&&》
① @7e1&4&÷¾&: "z•‰&º5&Y¢B&Ÿz>?&@7>zA>Q&e1‰&D)ªÍ&h¹&
(d) ”C2(;(¢¸5h+) BÐA
② @7A1&: "z•‰&º5&Y¢/&@7A1$%B&Ÿz>?&@7A1$%&š&†Z
③ ¬L : [¹&_¬>Q&\(Z©]&n9&:)B&CÉ^&h¹¿
④ •ß·Wú/¢·UAZ©·(JI)UÀ : _`(S&CÉ>ã&h¹¿
⑤ Hn'K : Hn'KA/& YZ& öaH& ¨''Kß& h¹, Hn'KA!& Fb&
YZ&‘PE(N’ h¹
⑥ C}n!tD&: ¢¸5h+ 5.Q&10,000)&TE/&C}n!tD(Z½'=j&¼!)~
}Ò>9, ?c&&(枚)¢&YZ&

.B&ÉtÂ&n&{¯ÿ&º5

*「'JhˆWd& Ðë*」=& Œþ& n1A& ‚Q& eTf<fS_`「H}à!gD)*」=
Œþ&Ð.ITAyj&@7nn-~&a+ýB&YZ&n!tD&Iv&PE&Þßj&h}
『※』¡7I&: @7AQ&h¹>D&i&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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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j•&+2.>

S&&“&&j
가. 공통사항
@7F.

BÐj

@7÷¾

@7A1$%

kkk

•ß

□ C2+Y“5ú&□ Y“8ú&□ 61(TE)ST&"()+Y“2ú&
□ e(;Ì&D2&□ e(;Ì&E2+Y“1ú&□ e(;Ì&C2+Y“3ú

나 . 응 시 자 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Y
“
C
f

0(h;

0(h¦

e&f

kkkk

opòoòo&q&oròoèòî

‰ë

(부서)

mkk‰n

U"÷¾
v•¥tC

0(
xl

·Ep(

(직급)

T0s4T0s
7¦+

mç1n

Cf&öamdCn¢
‘uuòuuòuu

Cf&–w
v•¥tC&E2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Y
“
V
ƒ
v
w
h
z
x
•

0(h;

0(h¦

e&f

opòoòo&q&oròoèòî

‰ë

(부서)

kkkk

0(
xl

·Ep(

(직급)

¬&uu7¦&
0(

mç1n

Vƒh;

+£

Vƒ¢

hzh;

+£

hz¢

+£

L]Aß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ã¹Dß
(발표기관)

‡¡mã¹n
O)¢

:¹
¼÷

Cf
x•
x•&
h?¯
?}

HGßmµ•ßn

¡
y
T
z

¡ymTznß

¡ymTznÜ6&

n?h;

ë;¡y

kkkk&‡U&3"

{{}

(표창(상훈) 대상자)

mkkkn

(간략히n

nT&
O/¢

f=&h¹H&2ÁÏ&2m‰&MQS&(NB&Ét|GM.
2022ú&&&&/&&&&¢
•&&&ß&: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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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j&»•$9
□『S“j』Q&FP/&$9=&Œ•&_`(S&»•>?¾&|GM.
① @7F. : h¹>D&™N
② @7÷¾ : @7>zA>Q&D)ªÍ&»•
③ @7A1$% : "z•&3žSD&e(hij/&@7A1$%&1~6F&š&†Z
④ @7A1 : PEA=&H>?&»•
【경력】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홍보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하며,
동일 근무지내 경력을 응시자격요건과 우대요건으로 분리하여 적용 가능)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학위】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15 -

⑤ ZI$% : PEA=&H>?&»•
【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출판 및 언론기고】
- 언론기고는 10대일간지 기고에 한하여 인정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으로 증빙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간이 기입된 사본으로 증빙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5년이내 한하여 출판 및 언론기고 실적 인정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
(KCI 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해당 없음)
- 논문관련 등재확인서 및 증명서 등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 논문 등재확인서 및 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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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¹2ÁS&|B&YZ&GA&}hâ&ë—&:B&,~>?&èë&SÜy&»•&!’
<gDj•&+3.>

자 기 소 개 서
•&&ß

@7e1&4&÷¾

”C2(;¢¸5h+
(
) / BÐU•!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jç6D&è&&S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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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j•&+4.>

직무수행 계획서
•&ß

@7e1&4&÷¾ ”C2(;¢¸5h+
(
) / BÐU•!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Ï&•+&È&»•&$€
k&»•$9
- -gH& ••& (S& @7A!& A3‚ã& hi>9, jw(CØ․2p/& ûô&
4&U€&Ã¿), CØ(2p)£¡, 7ƒU„, n„, ¥*, 7ƒ¢C&:S&Ã¿
9¯ÿ »•¿
- ÷…Ï&$Oj&A4 1&&+ A46D&5&(†&6&&SÜ)y&>z&HGB&26>?&»•
- Ðzj&&&ë)M&‡&F.~&}?
- •j&)Dˆ=&»•¢Að&jß&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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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j•&+5.>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C f · O ¼ ) x • &$ O j
•&ß

Cf·e(÷¾

@7e1

‰&x•+£
&▪ HGß&Š&
&▪ µ•ß&Š&
‰&x•&ã¹D&4&ã¹¢A
&▪
:¹¼÷m‹√‹&
¡hn&
□ A&HCI
□ SCI
□ SSCI
□ SCIE □ SCOPUS □ KCI(H'O¼¹„ :¹D)
&▪ ã¹Dß&Š&
&▪ ã¹¢A&Š&
‰&‡¡A&•ßm"ûO¼A&Ã¿n&Š&
&▪ @7Amx•h?¯n&Š&BŒû&m+è•Asîtn
&▪ "ûO¼A&Š&

x•œ$

Š&

¬$Ü6&&$O
Ⅰ. O¼£K
1.
!.
1)
!)
(1)
(!)
Ⅱ. O¼Ü6
Ⅲ. O¼0‰/&d6¯(¼½K€y)
Ê& x•$Oj/& h¹Ü6Ï& 2m‰& MQ(€$& Ýf2mS& Ícø& YZ& à=&
*K&Ø5B&ÊtS&DUoGM.
2022.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학위논문)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첨부
※ (연구논문) 논문의 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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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j•&+6.>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Ê& h;=jQ& "()& c6& 4& ;r~& fP& 「œtCÐ& Ð.*」+15,, +17,& :&
;<&*9=&Œ• FPð&'S&œtCÐ~&nL&4&S6>zA&|GM.
&mon&œtCÐ&nL&4&S6&£K&Š&"()&c6&4&;r
&mèn& œtCÐ&nL&Á£m]nn&Š&•ßâ& ¬J:ÿF.•â& JI‘F.â& @7A1$%=&Œþ&C“․Y“Ž
A1ŽaÝ2Áâ&çI&Ð8&A1&amâ&La .Þßâ&¨'ó•KŽx•ŽnTmK&:&ZI$%=&
PE>Q&2Á

&m•n&œtCÐ&Ð3&4&S6h¦&Š&¤–|1A&‡¡¢y}ù&îú
&&&&œtCÐ&d6&£K&’•&SÈ&""hÿ]&;r=&;H&*ê=&Œ•&Ð3&È&Yh
&“&œtCÐ/&nLŽS6‰&;Ì>?&û/~&_}Â&ír!&{€$â&M«&û/_}&7&"()&
c6&4&56&+HB&ýB&n&{oGMò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J:ÿF.Q&œtCÐÐ.*&+èç,/è&+oÁ&+o.=&Œ•&CÐ¬½/&û/&(S&nLŽS6|GMò
œtCÐ&qr23

œtCÐ&Á£

nL&0_

c6•2~&fH&ÊtÉt&4&
•2A-

¬J:ÿF.

「"()56789」
+34,&+5Á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c6&4&;r~&fP&œtCÐmJ*CÐn~&nL>z&{oGMò
&mon&J*CÐ&nL&4&S6&£K&Š&"()&c6&4&;r
&mèn&J*CÐ&nL&Á£&Š&–—Y“CÐ
&m•n&J*CÐ&Ð3&4&S6h¦&Š&¤–|1A&‡¡¢y}ù&îú

&&&&œtCÐ&d6&£K&’•&SÈ&""hÿ]&;r=&;H&*ê=&Œ•&Ð3&È&Yh
&“& J*CÐ/&nLŽS6‰& ;Ì>?&û/~& _}Â&ír!&{€$â& û/_}& 7&"()& c6& 4&
56&+HB&ýB&n&{oGMò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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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ò&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â&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oî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
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Ž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ò&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하고â&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î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ò&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ò
mon+"ýQ&A

;Â&
V!'Ž¨'
t±m2(Ln

mèn&+"£K

"()&c6&
;r
mHn'K&
,•n

œtCÐmA1
ÞŽY“ŽC
fn&Éth;

"()&c6&
;r

t2uvq

"()&78&
@7A1&CD&
?}&•v

mA1Étn

m•n&+"&Á£

Hn'K&?}&
,•=&]$H&2Á
A1Þâ&Y“2Áâ&
Cf&:&@7$%&
˜g&4&+Vjw&
ƒf?}&Ét=&
]$H&2Á
•ßâ&¬J:ÿF.•â&
78O¯â&78ßâ&
@7+Hh¦â&
;Ðã¹¢â&q÷±

mçn&+"ýQ&A/&Ð3‧S6h¦

CÐqr&£K&’•&7%D
mœtCÐ& d6& £K&’•&SÈ&
""hÿ]&;r=& ;H&*ê=&
Œ•&Ð3&È&Yhn
CÐqr&£K&’•&7%D
mœtCÐ& d6& £K&’•&SÈ&
""hÿ]&;r=& ;H&*ê=&
Œ•&Ð3&È&Yhn
q÷S&{Q&øy}ù&
îúm”CCÐzûS6&ÞK&
Ð;n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œtCÐ&+"‰&;Ì>?&û/~&_}Â&ír!&{€$â&M«&û/_}&7&"()&c6&4&56&
+HB&ýB&n&{oGMò

본인이 서명Ž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â&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èuèèú&&&&/&&&&¢
&&&&성명 Š&&&&&&&&&&&&&&m서명n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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