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2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직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종합직무능력검사 일정 공고
2022년 하반기(2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직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종합직무능력검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일정 확인하시어 종합직무능력검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서류심사 합격자(가나다순, 성명+핸드폰 끝 4자리)
서류심사 합격자(종합직무능력검사 대상자)
강*지(7228)

김*나(8634)

김*윤(8500)

박*종(3003)

박*지(2116)

윤*현(7207)

이*우(1304)

이*림(6403)

최*연(4454)

한*혜(7447)

함*지(0728)

황*현(1375)

□ 종합직무능력검사 일정 안내
○ 일시: 2022. 9. 17.(토) 14:00~16:00(13:50 이후 입실 불가)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 오시는 길: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Kcci/appl/KcciLocation.asp 참고
※ 종합직무능력검사 응시자에게는 주차 협조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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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 직업인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성, 직무능력 및 직무 지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선발검사
- 평가과목: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 (인성검사)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 인성 측정(30분, 택일형)
· (직무능력검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기본능력 측정(90분, 5지 선다형)

○ 유의사항
- 시험 당일 13:49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3:30 이후 시험실 개방, 13:50 이후 입실 불가능)
※ 손 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응시자는 입실 전 체온을 측정(기준체온: 37.5도)할 예정
이며,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코·입 노출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입실 전 체온 측정 결과 기준체온(37.5도)을 넘는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단,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응시자 필수 준비물: 신분증,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마스크
※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 여권만 허용)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허용 신분증 외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플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직무능력검사 합격자 발표 안내
○ 종합직무능력검사 합격자 발표(예정): 2022. 9. 21.(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 공고 게시 시, 지원서에 기재하신 핸드폰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통신 사정에 따라 문자
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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