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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육군학생군사학교 ****-47(2022.4.12.)호, "22년 학군사관 선발 필기시험 일정
변경에 따른 방역관리 안내 재협조"
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402(2022.4.27.)호, "22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사전 통보"
라.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7911(2022.4.28.)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마. 산림청 운영지원과-7133(2022.4.29.)호, "2022년 임업직9급 경력경쟁채용 면접
시험 외출허용 협조요청"
바. 태드솔루션 TADs 202204291(2022.04.29.)호, "2022년 상반기 한전 KDN 채용 필
기시험"
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인사팀-1988(2022.4.29.)호, "한국체육산업개발(주)
NCS기반 블라인드 면접전형 응시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외출 허용 요청"
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양성팀-580(2022.4.29.)호, "2022년
도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허용 요청"
자.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2948(2022.5.2.)호,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차. 출산물품질평가원 인재개발처-801(2022.5.3.)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필기시
험 응시 허용 요청"
카.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6753(2022.5.3.)호, "'22년 제2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타.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제111-718(2022.5.4.)호, "안산도시개발(주) 2022년 신입
직원채용 면접전형 확진자 및 자가격리 시험 응시 협조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
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붙임)을 보건소 홈페
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3.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
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2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일정변경)
- 시험일시: '2022.5.14.(토) 12:50 ~ 17:10
2. '2022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1.(토) 10:20 ~ 11:20
3. '2022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0:00 ~ 11:40
4. '2022년 임업직9급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09:00 ~ 17:00
5. '2022년 상반기 한전KDN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10.(화) ~ 11.(수) 09:00 ~ 18:00
6. '2022년도 NCS기반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신규직원 블라인드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5.9.(월) ~ 5.13.(금) 08:00 ~ 19:00
7. '2022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0:00 ~ 11:40
8.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2.5.10.(화) ~ 6.10.(금) 09:00 ~ 18:00
9. '2022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5.7.(토) 08:30 ~ 13:00
10. '2022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9.(월) (오전조)08:40 ~ 12:00, (오후조) 12:00 ~ 16:00
11. '안산도시개발(주) 2022년 신입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1차) 2022.5.9.(월) ~ 5.10.(화) 09:00 ~ 18:00
(2차) 2022.5.16.(월) 09:00 ~ 18:00

붙임: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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