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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자 응시전공 시험장 연락처 찾아가는 길

◦응시지역을서울제1지역

(성수동방향)으로선택한자

국어국문학

심리학

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02-460-6732

2호선 뚝섬역 8번 출구 바로 옆

(wseoul.knou.ac.kr)

컴퓨터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북부학습센터)
02-980-4488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미아동) 풍양빌딩 2층

4호선 미아역 4번 출구 도보 7분

(wseoul.knou.ac.kr)

가정학

행정학

법학

경일고등학교 070-5024-7007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27(성수동 1가)

2호선 뚝섬역 5,6번 출구 도보 6분

분당선 서울숲역 1번 출구 도보 5분

(www.seoulkyungil.hs.kr)

영어영문학 성수공업고등학교 02-3409-0944

서울 성동구 뚝섬로 365(성수동 2가)

2호선 성수역 4번, 뚝섬역 5번출구 도보 8분

분당선 서울숲역 1번출구 도보 8분

(www.sungsu.hs.kr)

◦응시지역을서울제2지역

(목동방향)으로선택한자

영어영문학

심리학

법학

행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남부학습센터)
02-840-3721

서울양천구국회대로 272(목동)

5호선목동역 3번출구 (도보5분)

(wseoul.knou.ac.kr)

국어국문학

경영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서울공업고등학교 02-2082-1819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46(대방동)

7호선 보라매역 7, 8번 출구(도보 2분)

(www.seoul-th.hs.kr)

◦ 응시지역을 부산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051-361-9901

2호선 수정역 3번 출구(낙동강 방향 200미터)

(wbusan.knou.ac.kr)

◦ 응시지역을 대구․경북지

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053-606-6699

2호선(문양방면) 계명대역 6번 출구 도보 15분

(wdaegu.knou.ac.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9 - 22호

2019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시험장소 공고

2019. 5. 26(일) 시행하는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Ⅰ. 시험장소(※ 지정된 장소가 아닌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 대상자, 지망전공에 따라 지정된 아래 장소에서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위치와 교통편은 해당 학교(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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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자 응시전공 시험장 연락처 찾아가는 길

◦ 응시지역을 인천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032-451-7101~3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에서 2번 출구

인천시청쪽으로 도보 15분 정도

버스:(566번) 인천지역대학 정문 앞 하차

(wincheon.knou.ac.kr)

◦ 응시지역을 광주․전남지역

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6(월계동)

(wgwangju.knou.ac.kr)

◦ 응시지역을 대전․충남지역

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대학
042-822-80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룡1길 112(용산동)

(wdaejeon.knou.ac.kr)

※반드시위치확인요망

◦ 응시지역을 경기지역으로

선택한 자

국어국문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031-296-007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오목천동)

(wgyeonggi.knou.ac.kr)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수원공업고등학교
031-8006-1200,

031-8006-129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www.sugong.org)

◦ 응시지역을 강원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033-240-6611

강원도춘천시방송길 51(효자동)

(신성미소지음아파트옆)

(wgangwon.knou.ac.kr)

◦ 응시지역을 충북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대학
043-270-86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모충로 32(개신동)

(개신오거리두진백로아파트옆)

(wchungbuk.knou.ac.kr)

◦ 응시지역을 전북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063-254-8221~4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태평3길 63(태평동)

(wjeonbuk.knou.ac.kr)

※반드시위치확인요망

◦ 응시지역을 경남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055-762-5110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 824(주약동)

(세란병원건너편)

(wgyeongnam.knou.ac.kr)

◦ 응시지역을 제주지역으로

선택한 자
전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064-741-882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정존7길 34(노형동)

(노형뜨란채아파트정문길건너)

(wjeju.knou.ac.kr)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대학과 전북지역대학은 학교가 이전하였으니 반드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공업고등학교 연락처는 5월 26일(일)만 연결됨.

※ 각 시험장은 주차장이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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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시자 유의 사항

1.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과목,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과목 이외의 시험과목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답안지 제출시 무효처리).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응시가능합니다(타 시험장 응시 불가).

2.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시작 30분전, 이후 교시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아래의 준비물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

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1과목 응시자도 동일함).

☞ 응시자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일)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3. 답안지 작성

- 답안지는 반드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시험장 내에서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이어폰, 스마트와치 등),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참고책자(법전 등)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시험 전 휴대폰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고, 가방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또는 그 시험의 무효, 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의 무효,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에서 3년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