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35호

2020년도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로

‘21년

초까지

잠정연기한

「2020년도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을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에 따라 정부방역수칙 준수 하에 전주에서 응시자의 거주
소재지별로 분리시행 하고자 합니다.

※ 실기시험 응시자께서는 본인 거주 소재지별 시험장소 및 확진자
(자가격리자) 응시요령, 응시자 방역조치사항,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5일

농촌진흥청장
가.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2021. 2. 27.(토) 13:00~18:00

응시자는 12:30까지 해당 시험대기실로 입실바랍니다.
❍ 시험 당일 가축질병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차량소독(인체소독)과
체온측정 실시로 입실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시험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11:30부터 입실)
❍ 시험시작 이후에는 대기실로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실, 대기실 창문개방 예정입니다.
(개인 보온유지를 위한 준비 입장)
※ “ 실기시험응시 순서(당일 현장추첨)에 따라 시험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장 입장 전에 개인 중식은 해결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며, 시험장 입장 후에는 방역을 위해 음식섭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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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응시자 거주 소재지별 분리(상세주소 뒤쪽지도 참조)
❍ (1시험장) 경기, 서울, 인천, 대전(28명) : 국립축산과학원 배드민턴장
❍ (2시험장)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울산, 세종(75명) : 국립축산과학원 별관 대강당
❍ (3시험장)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72명)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별도시험장) 당일 코로나 증상 발현자 및 사전신청자 : 국립축산과학원 외부실험실

※ 실기시험 응시원서접수 시 등록한 주소지 기준으로 시험장 분리,
본인 해당 시험실과 대기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진행) 대기실 대기 → 시험실 시험응시 → 귀가
나. 실기시험 구성
구 분

평점요소

배

점

가.

발정현상 및 수정적기

10점

나.

돼지정액 주입

22점

다.

동결정액 융해절차 및 액상정액 사용방법

18점

라.

주입기 장착

15점

마.

소정액 주입

25점

바.

현미경 정액검사

10점

총

점

100점

※ 실기시험 합격기준: 100점 만점기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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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기시험 대상자: 175명
시험장별 시험실 안내
❍ 1시험장(국립축산과학원 배드민턴장)
- (1시험실) 201390001, 201390003, 201390012, 201390014, 201390020,
201390022, 201390023, 201390024, 201390038, 201390046, 201390048,
201390049, 201390053, 201390056 (14명)
- (2시험실) 201390059, 201390075, 201390085, 201390086, 201390090,
201390093, 201390096 201390097, 201390115, 201390116, 201390262,
201390264, 201390266, 201390267 (14명)
❍ 2시험장(국립축산과학원 별관 대강당)
- (1시험실) 201390249, 201390250, 201390274, 201390276, 201390279,
201390280, 201390285, 201390286, 201390287, 201390289, 201390298,
201390303, 201390307, 201390583, 201390584 (15명)
- (2시험실) 201390585, 201390591, 201390594, 201390600, 201390601,
201390603, 201390608, 201390609, 201390611, 201390613, 201390615,
201390618, 201390621, 201390622, 201390624 (15명)
- (3시험실) 201390627, 201390631, 201390632, 201390635, 201390642,
201390643, 201390649, 201390650, 201390651, 201390653, 201390654,
201390655, 201390658, 201390660, 201390663 (15명)
- (4시험실) 201390664, 201390665, 201390676, 201390677, 201390681,
201390688, 201390689, 201390698, 201390703, 201390709, 201390725,
201390741, 201390748, 201390751, 201390759 (15명)
- (5시험실) 201390764, 201390765, 201390767, 201390774, 201390778,
201390779, 201390789, 201390793, 201390802, 201390810, 201390812,
201390818, 201390829, 201390830, 201390835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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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험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1시험실) 201390135, 201390141, 201390144, 201390151, 201390156,
201390159, 201390163, 201390166, 201390168, 201390173, 201390177,
201390180, 201390183, 201390184, 201390186 (15명)
- (2시험실) 201390196, 201390198, 201390199, 201390216, 201390220,
201390227, 201390246, 201390277, 201390309, 201390310, 201390321,
201390322, 201390327, 201390328, 201390329 (15명)
- (3시험실) 201390334, 201390335, 201390340, 201390341, 201390342,
201390346, 201390352, 201390353, 201390357, 201390359, 201390360,
201390379, 201390386, 201390389 (14명)
- (4시험실) 201390390, 201390396, 201390402, 201390404, 201390408,
201390409, 201390418, 201390427, 201390431, 201390440, 201390450,
201390453, 201390467, 201390477 (14명)
- (5시험실) 201390479, 201390480, 201390491, 201390496, 201390502,
201390514, 201390532, 201390545, 201390548, 201390564, 201390566,
201390571, 201390573, 201390577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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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필독)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요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공평한 시험응시 기회 부여와
확진자(자가격리자)ž일반 시험응시자 간 접촉차단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기시험 응시를 차기 실기시험으로 유예
또는 별도시험장 응시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25일 이후
선별진료소 검사자는 기술지원과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 2.25일 현재까지 확진상태인자

확진자

※ 시험유예 신청자 중 시험일 이전에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차기시험으로 자동 유예(금번 시험응시 불가)

❍ 2.25일 이후 신규 확진자
※ 2.25일 이후 신규확진 통보를 받은 자는 기술지원과 연락 후 사후 유예신청

❍ 시험일이 자가격리기간에 포함된 자
※ 2.26일 이후 자가격리 통보받은 자 기술지원과 연락 후 사후 유예신청

유예신청 대상
(2.25. 18:00)

유예신청 대상
(사후 유예신청)

유예신청 대상
(2.25. 18:00)

자가격리자
❍ 시험일 이전 자가격리 해제된 자
※ 2.25일 이전(접수시스템), 2.25일 이후(기술지원과 연락)신청

별도시험장
응시신청 대상
(2.25. 18:00)

❍ 확진자 접촉 및 접촉의심으로 검사자
- 시험 전까지 결과 미통보 및 음성 통보 받은 자
⇒ 별도시험장 응시
※ 기술지원과 연락 후 사후 별도시험장 응시신청

선별진료소
검사자
(2.25일 이후)

기술지원과 연락
(연락 시 조치사항 안내)

- 시험 전까지 양성 통보 받은 자
⇒ 시험응시 유예
※ 기술지원과 연락 후 사후 유예신청

❍ 유증상 의심으로 자발적 검사자
- 시험 전까지 결과 미통보 및 음성 통보 받은 자
⇒ 일반시험장 응시
※ 기술지원과 연락 후 조치안내

기술지원과 연락
(연락 시 조치사항 안내)

- 시험 전까지 양성 통보 받은 자
⇒ 시험응시 유예
※ 기술지원과 연락 후 사후 유예신청

※ 방역당국 확인절차 및 실기시험 사전준비를 위해 시험일 2일 전(2.25 18:00)까지
유예신청 및 별도시험장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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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2021.2.20.(토) ~ 25.(목) 18:00까지

* 25일 이후는 기술지원과 유선신고

❍ (신청방법) 실기시험 유예 신청서<붙임1> 또는 별도시험장 응시
사전신청서<붙임2>를 확진ž자가격리 증빙서류*와 함께
원서접수 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 업로드

*

증빙서류(확진ž자가격리 통보서, 입ž퇴원확인서 등) / 기술지원과 063-238-7000

❍ (조치사항) 시험응시 유예 및 별도시험장 시험응시

* 유예자는 차기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완치판정서류 제출 필수

※ 유예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번 시험에 응시가 불가하오니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시험응시 유예 신청바라며, 미신청 시에는 실기시험이 무효처리 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미각상실
신고기간 내(2.25.
18:00)
미신청
자 중시험에
확진ž자가격리
ž선별진료 검사, 기침ž고열ž
등과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응시하여
코로나19 확진 또는 전
파한
사람은
민
ž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응시자 방역조치 사항
❍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ž2시험장]

*

국립축산과학원

※ (자차이용자) 축산원동문입구차량ž인체소독→시험장입구마스크착용여부ž손소독ž체온검사실시
※ (대중교통이용자) 축산원동문입구인체소독 → 시험장입구마스크착용여부ž손소독ž체온검사
실시(도보 10분소요)

[3시험장]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자차 및대중교통이용자) 시험장입구마스크착용여부ž손소독ž체온검사실시

❍ 시험 당일 차량ž인체소독 및 마스크 미착용자, 손소독ž체온검사 거부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험장 입실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차량ž인체소독(축산원 동문) 및 손소독ž발열검사(시험장 입구) 등으로
입실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시험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11:30부터 입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구멍을 뚫어 마스크를 훼손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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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대상자 응시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기술지원과 유선신고(063-238-7000)
❍ 시험 당일 모든 시험장의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 주차장에도 외부인 대기 불가(보호자 등)
❍ 시험장 입실 및 퇴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침 및 발열(37.5℃이상)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
바랍니다.

* 개인보온복장 준비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후각ž미각
손실 등 코로나19 의심증후가 있을 경우, 기술지원과(063-238-7000)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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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12:30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대기실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당일 오전 11:30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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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작 이후 시험장으로 입실 하실 수 없습니다.

※ 13:0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 (동문에서 시험장까지 도보 10분 소요)

❍ 실기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설사 등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 대기중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 시험 중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하실 수 없으며 시험점수는 시험을 실시한 부분까지만 인정됩니다.
❍ 시험장 입장 후에는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의 통신기기와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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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형>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 중 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시험이 시작된 이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본 시험은 비공개이므로 시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바. 시험 및 시험장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 실기시험 특성상 의류나 신발에 오물이 묻을 수 있으므로, 작업형
실기시험에 적합한 복장으로 시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에서 발생하는 의류 등의 복장에 오물이 묻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훼손 시 변상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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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 최종합격자 결정
- 100점 만점기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1. 3. 8.(월)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및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 결과 이의제기 가능기간: 2021. 3. 8.(월)∼11.(일) 18:00까지
※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 2021. 3. 18.(목) 18:00까지
(이의제기 결과는 원서접수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아. 찾아오시는 길
■ 국립축산과학원(전북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주차장

출구

출입통제구역

배드민턴장
(시험장)

별관대강당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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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420)

n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출발
택시
터미널 → 혁신도시 입구(우회전) → 정여립로 약 1km 전방 U턴 → 정문(약200m)
버스
72번 승차 → 두현마을 하차(약 45분 소요) → (도보) 횡단보도 건넌 후 좌측방향 20m → 정여립로에서 우회전 후 200m 직진
n 전주역 출발
버스
72번 승차 →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 두현마을 하차(약 60분 소요) → (도보) 횡단보도 건넌 후 좌측방
향 20m → 정여립로에서 우회전 후 200m 직진
n 자가용 이용시
* 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 서전주IC(전주방면) 출차
① 서전주IC → 콩쥐팥쥐로 → 안전로 → 농생명로 → 정여립로 → 정문
② 서전주IC → 콩쥐팥쥐로 → 정여립로 → 정문
* 순천완주고속도로 : 상관IC(전주방면) 출차
① 상관IC → 21번 국도(서전주IC 방면) → 콩쥐팥쥐로 → 안전로 → 농생명로 → 정여립로 → 정문
② 상관IC → 21번 국도(서전주IC 방면) → 콩쥐팥쥐로 → 정여립로 → 정문

■ 별도시험장(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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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실기시험 유예 신청서
○ 코로나19 확진자ž자가격리자에게 공평한 시험응시 기회 부여 및 확진자(자가격리자)와
일반응시자 간 접촉차단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자는 아래 기한까지 원서접수
시스템에 시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1.2.20.(토) ~ 25.(목) 18:00까지 * 신청 승인자는 차기 실기시험으로 응시 유예
- 제출자료 : 확진ž자가격리 입증 증빙자료(확진ž자가격리 통보서, 입원확인서 등)
-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 업로드
* 신청기한 내 미신청자는 시험응시 및 유예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차기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완치판정서류 제출 필수)

구

분

성

명

내

용
생년월일

휴대전화
응시번호
주

소
※ 실거주지 주소 기재

코로나19 확진일

자가격리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 응시 유예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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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도시험장 응시 사전 신청서

시험명
인적사항
주소지

2020년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
성

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본 인
가족 등

사전신청
사 유

※ 실기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 별도시험장 응시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신청자 :

농촌진흥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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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