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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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3327(2022.9.16.)호, "시험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5807(2022.9.19.)호, "'22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사전 통보"
라. 전라북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1143(2022.9.19.)호,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마.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4968(2022.9.20.)호, "공군 제52기 학군사관후보생
추가 모집 필기시험 관련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7098(2022.9.20.)호,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1362(2022.9.21.)호, "2022년 시추기능사 실기시
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2213(2022.9.21.)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2
차 필기시험 관련 협의요청"
자.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5416(2022.9.22.)호, "한국전력공사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3회차 직무능력인증평가)"
차.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185444(2022.9.2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
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시험 방역관리 안내
내 붙임 9)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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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급 승진 기초역량평가
시험일시: 2022.10.8.(토), 15:00 ~ 16:00
2022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10.1.(토)
22년 제2차 경찰공무원(공채·경채) 채용 시험
시험일시 (체력, 양일) 2022.9.28.(수),9.30.(금), 13:00 ~ 18:00
(적성) 2022.10.7.(금), 13:00 ~ 18:00
공군 제52기 학군사관후보생 추가 모집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9.24.(토), 13:30 ~ 17:00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인명구조사, 화재능력대응)
시험일시: 2022.10.8.(토), 10:00 ~ 11:50
시추기능사 실기시험
시험일시: 2022.10.1.(토), 09:00 ~ 18:00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22년도 한국전력공사 3회차 직무능력인증평가
시험일시: 2022.10.13.(목), 13:00 ~ 15:00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임용 역량평가시험
시험일시 (면접) 2022.9.28.(수), 08:00 ~ 18:00
(필기) 2022.9.29.(목), 08:00 ~ 15:00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
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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