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장소 안내
1. 시험일시
❍ 시험일시: 2018. 12. 8.(토) 10:00~11:40 (100분) ※ 09:20까지 입실

※ 시험시간 1/2이상 시간(10:50) 경과 후 퇴실 가능
2. 시험장소
❍ 국립한국농수산대학(http://www.af.ac.kr)
- 전 화: 063-238-9114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15(상림동 157)
- 시험장: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교육관(③)

※ 주차장(㉔)의 공간이 협소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당일 오전 08:00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만 하므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
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정테이프 등
수정도구 사용은 불가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정테이프 등 수정도구를
사용하거나, 칼로 답안지를 긁는 등의 훼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판독결과 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시작 이후 시험실로 입실 하실 수 없습니다.

※ 09: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

❍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배탈, 설사 등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실을 하실 수 없으며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퇴실이 가능한 시험시간 1/2경과 시(10:50)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하였다가 퇴실조치 합니다.

❍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의 통신기기와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산기 휴대가능(공학용계산기의 경우 초기화 처리함)

❍ 시험 종료 알림과 동시에 수험생은 답안OMR카드에 수정 및 마킹
하는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종료 예고시간 안내: 20분전, 10분전, 5분전 알림
❍ 시험 문제는 비공개 대상이며,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격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이 지참하는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합니다.
4. 시험장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사정 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장소 공고는 2018. 12. 12.(수)에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하며 진학사 원서접수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농촌진흥청 누리집 게시위치: 홍보뉴스(상단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게시위치: 축산소식(상단메뉴)→ 소식 및 행사→ 공지사항

6.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 시
시내버스 노선

교통별

최초도착지

학교까지 거리

교통편

택 시 요 금

시외버스

전주시외
버스터미널

7.8km

택시, 시내버스

약 8,000원
정도

전주고속
버스터미널

7.3km

택시, 시내버스

약 7,000원
정도

(전주대학교 하차 후)

고속버스

전주역

10.52km

택시, 시내버스

약 10,000원
정도

(영생고

철

도

(전주역)

72번
6 번→ 21번
119 번→ 21번
전주대사대부고)

※ 동산역(간이역): 103번→ 반원초교 하차 후 → 71번 버스 승차
103번→ 추천대교 하차 후 건널목 횡단 후 약 39m도보이동→ 7-2번 승차
❍ 자가용 이용 시
서
울
(한남IC)

경부고속도로→ 천안JC→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부
산
(사상IC)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남해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주JC→

강
릉
(강릉IC)
광
주
(동림IC)
대
구
(남대구IC)
대
전
(유성IC)

IC→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익산포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국립한국농수산대학
동해고속도로→ 강릉JC→ 영동고속도로→ 호법JC→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회덕JC→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JC→ 호남고속도로
→ 서전주IC→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옥포JC→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JC→ 통영
대전고속도로→ 장수JC→ 익산포항고속도로→ 익산JC→ 호남고속도로
→ 서전주IC→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JC→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국립한국
농수산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