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2-96호

대구문화재단 직원(일반직5·6급)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2-89호에 따라 2022년 6월 8일에 시행한 대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동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직급 (채용분야)

응시번호

일반직5급(회계)

2102, 2103, 2104

일반직 6급(문화정책)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일반직 6급(문화행정)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일반직 6급(회계)

2. 필기시험 시행계획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분야 :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서술형
○ 출제방식 및 세부내용
직무분야

유형

분야

인성 검사

문항수
210문항

전 분야
직무능력검사 125문항
(문화정책
회계
대구
문화행정)
서술형 문화
4문항
일반

시간

채점기준
‘인성검사+직무능력검사’의 종합평가와
30분 종합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평가
‘B 또는 보통’이상인 자를 평가대상으로 함
90분 ※ 인성검사 의견보류 판정자는 종합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이론적 지식
10
문항당
문장작성 능력
15
30분
계
25
배점
소 계(4문항)
100
출제수준
대구문화일반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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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22. 6. 13.(월) 09:30 / 입실 가능시간: 09:00~09:20
※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입실시간 경과 후 응시 불가

- 시험장소 : 대구상공회의소 10층(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 준 비 물 : 신분증, 흑색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 액상형 수정펜, 연필 종류 사용불가
※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합격자 결정
- 직무능력검사 기준점(종합평가 B또는 보통) 이상 득점자 중 서술형 시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결정
- 합격선에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기회 부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6. 20.(월)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게시(개별 연락하지 않음)

3.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

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예비시험
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단, 시험 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별 마스크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분
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를 권장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로서 시험일(6. 13.(월)) 현재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응시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협의 후 외출 허용 등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 및 문의 : 경영관리팀 053-430-1207

○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붙임4)”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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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

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시험일(6. 13.(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일반시험장

에서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외출 허용 등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별도시험장 준비 등의 관계로 응시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2. 6. 9.(목) 15:00 ~ 6. 12.(일) 14:00
2. 신청방법
① 응시자는 확진 판정 즉시 대구문화재단 경영관리팀으로 유선 신고
② 신청사항 확인 및 응시절차(제출서류, 별도시험장 등) 안내
- 제출서류(제출처: recruit-dgfc@naver.com)
·입소,입원치료자: 별도 시험장 응시신청서, 응시가능함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재택치료자: 별도 시험장 응시신청서
③ 시험당일 별도 시험장 이동

*붙임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시 주의사항 참고’

④ 별도시험장 입실 및 시험 응시

5.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번호는 접수하신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출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인신분증 미소지 시 응시 불가

○ 정해진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 053-430-12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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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기시험장 안내
○ 시험장소: 대구상공회의소
○ 주

소: (우.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신천동)

○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 1호선 동대구역 하차(2번 출구), 범어네거리 방향 도보 15분
- 버 스 : 상공회의소앞 (814번, 수성4), 현대 시티 아울렛 앞(814번, 818번,
399번, 수성4)
○ 대구상공회의소 내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문의: 053-2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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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

대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필기전형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지원분야 :
❐ 확진일자 :
❐ 격리유형 : □ 입원·입소 격리 □ 재택치료 / 해당사항 √ 체크
❐ 주 소 지 :
※ 실제 격리장소(거주지)의 주소, 확진되어 입원 중인 경우 의료기관명과 소재지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 가족 등 :
※ 필기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본인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통보받아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2.
신 청 인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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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붙임2] 예비시험실 등 응시에 따른 응시자 동의서

예비시험실 등 응시에 따른 응시자 동의서
시험명
인적사항

대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필기전형
성명 :

응시번호 :

연락처 :

시험장소
(주소)

응 시 자 동 의 서
본인은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등 감염증 증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당해 시험장 담당자의 문진 결과에
따라 예비시험실 등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2. 00. 00.
응 시 자

성 명

(서명)

예비시험실 감독관

(서명)

방 역 책 임 관

(서명)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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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시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시 주의사항
○ 시험당일(6. 13.(월))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승 운전자 1인
(예방접종완료자)만 동행합니다.
- 응시자 및 동승 운전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이상)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응시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
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
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수시로 열어 환기합니다.
- 응시자 이송 후 차량의 손길이 닿은 표면(손잡이 등)을 소독합니다.
-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별도 시험장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합니다.
○ 시험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격리대상 응시자가 지정된 별도시험장 이외에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당해 시험 응시 목적 이외에 이동하는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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