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2-122호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 도로순찰 및 요금징수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안내 공고
2022년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3.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1. 서류전형 합격자(접수번호순)
가. 도로순찰
2022-도로순찰-01

2022-도로순찰-02

2022-도로순찰-03

2022-요금징수-03

2022-요금징수-05

나. 요금징수
2022-요금징수-02

2022-요금징수-06

2. 면접전형 안내
가. 면접일자: 2022. 4. 20.(수)
나. 집결시간: 개인별 지정받은 집결시간 내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 면접시험 등록
집결시간

면접시간

접수번호

13:30~14:00

14:00

2022-도로순찰-01 2022-도로순찰-02 2022-도로순찰-03

14:00~14:30

14:30

2022-요금징수-02 2022-요금징수-03 2022-요금징수-05 2022-요금징수-06

다. 집결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동백꽃방(면접대기실)
1)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범전동)

라. 면접시험 당일 준비사항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중 1개
2) 마스크 ▷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면접대기실 내 마스크 착용 필수
※ 마스크 미착용 시 면접대기실 입장 불가
마.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지정된 집결시간 내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 면접 시작
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3) 면접시험 중 부정행위 및 대리응시 적발 시 당해 면접시험은 0점 처리되며, 향후
부산시설공단 채용에 응시가 제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 이용 시 주차요금은 본인 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인 사유로 면접일자 및 면접시간 변경은 불가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설공단(☎051-860-7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온라인 면접 안내
가. 확진자, 격리자 중 시험 응시희망자 신고 절차
1) 확진판정 혹은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51-860-7666)으로 연락
2)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별도시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나. 신고기한: 2022. 4. 19.(화) 17:00까지
※ 확진자·자가격리자 중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4. 장소 위치안내
□ 장
- 주

소: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동백꽃방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범전동)

※ 집결시간 내 미등록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기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도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온라인 면접 응시 신청서
1. 인적사항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생년월일

명

본인연락처

비상연락처

격리기간

관할보건소

격리지 주소

2. 제출서류
확진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1부.

끝.

위와 같이 온라인 면접 응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신 청 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2022.

.

.

(서명)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부산시설공단 채용 면접전형 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면접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면접대기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전·중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발급
신청확인서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후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면접대기실에 입장하고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위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등
감염병 예방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대기실 내에서는 타인과의 대화를 자제하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
하여 주십시오.
○ 면접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행요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 개인위생을 위한 다음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