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17-3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인·적성 검사 및 직무수행능력테스트 안내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개 채용 인·적성 검사 및 직무수행능력
테스트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시험 장소
응시지역
제주

장소
노형중학교

주소
제주 제주시 노형1길 28

서울

윤중중학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2. 인․적성 검사 / 직무수행능력테스트 안내
❍ 일정표
시 간

주요내용

09:00

응시자 입실 완료

비 고

09:00 ~ 09:20

20분

응시자 사전 교육

유의사항, 답안 작성 방법 등

09:20 ~ 10:10

50분

인성검사

전 분야(경력・신입・상용정규직)

10:30 ~ 11:30

60분

적성검사

신입 전 분야 ・상용정규직

11:50 ~ 12:30

40분

직무수행능력테스트

6급(전 분야) 및 7급갑(행정직군)

※ 응시자는 반드시 09:0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09:00 이후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제공되는 문항에 따라 OMR 카드에 기재
예) 나는 활동 계획을 미리 짜기를 좋아한다. ( YES / NO 선택)
∘ 적성검사 :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이해력 등 평가 (객관식)
∘ 직무수행능력테스트 : 시사상식, 상황판단능력 평가 (객관식)
※ 단, 인・적성 검사 및 직무수행능력테스트의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출제 과목 및 문항 수는 사전 공개하지 않음
❍ 준비물 :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3. 인・적성 검사/직무수행능력테스트 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 2017. 1. 13 (예정)
❍ 발표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공고
※ 합격자 발표 시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발송이
되므로, 문자 확인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4.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당일 09:00까지 해당 고사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문답지가 고사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수험생은 고사장 입실이
불가하며 현관 출입구는 봉쇄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하여 수험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증 인정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은 검사 종료 시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습니다.
❍ 검사 문제지는 가져갈 수 없으며, 가져갈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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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즉각 퇴실조치하며 해당 검사는 “0”점 처리합니다.
-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수험생 본인 이외의 자가 인(적)성 검사 또는 직무수행능력테스트를 치룬
경우
-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감독관의 퇴실조치를 받은 경우
❍ 응시자가 많은 관계로 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장소, 교통편, 이동소요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전 구역에서는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
적발 시 퇴실 조치를 당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교육팀
(☎ 064)780-3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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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중학교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

전화번호 : 064-740-8901
홈페이지 : http://nohyeong.jje.ms.kr

【대중교통 안내】
출발지

교통수단

노선번호

비고

500(한라대행)

- 약30분 소요

제주국제공항

좌석
버스

90(한라수목원행)

- 약30분 소요

택시

-

- 약15분 소요

※ 제주한라대학교 정류장 ⟶ 시험장소(노형중학교) : 도보4분(2,800M)
※ 휴일 운행여부 및 버스 시간표는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 윤중중학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전화번호 : 02-780-8842
홈페이지 : http://www.yunjung.ms.kr

【대중교통 안내】
교통수단
지하철

노선번호
- 5·9호선 여의도역 하차 도보 8분

노선버스
-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비고
- 6번 출구

버스(B) : 162, 261, 262, 362, 461, 503, 753
버스(G) : 5012, 5613, 5618, 5623, 6621 - 대한지적공사
버스(Y) : 61, 62
정류소 하차
버스(R) : 9409

※ 휴일 운행여부 및 버스 시간표는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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