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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모집 2차 시험(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안내

Ⅰ. 개      요

편성 및 일정
❍ 군 편성 및 입교 일시
※ 상세한 군별 명단은【붙임 1】2차 시험(체력시험) 개인별 군·팀편성 참조

구분 편성 일정

1군 남자일반전형 중
 서울 A조(수험번호 0110004 ~ 0110984), 

 울산, 강원, 충남
 9.10.(월)
 09:30~18:20

2군 남자일반전형 중
 서울 B조(수험번호 0111002 ~ 0111163), 

 인천, 경기, 충북
 9.11.(화)
 09:30~18:20

3군 남자일반전형 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남
 9.12.(수)
 09:30~18:20

4군 여자일반전형 전체, 남자특별전형 전체, 여자특별전형 전체 
 9.13.(목)
 09:30~18:00

※ 남자일반전형 중 응시지구가 서울인 경우 수험번호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뉘며 접수번호가 아닌 1차 시험 응시 당시의 수험번호 기준임에 유의

2차 체력시험 입교 등록
   ❍ 등록일시 : 2018. 9. 10.(1군), 11.(2군), 12.(3군), 13.(4군) 각 09:00~09:30

※ 수험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군에 해당하는 일자에 입교하여야 함
※ 수험번호는 원서 접수 시 부여되었던 접수번호가 아닙니다. 1차 시험 당시
부여된 수험표 상 수험번호가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에서 계속 사용될
수험번호이며, 2차 시험에서 다른 수험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도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장소 : 경찰대학 도서관 1층 세미나실

※【붙임 3】입교등록 장소 위치 안내 참조

   ❍ 등록대상 :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 구비서류 정상 제출자

※【붙임 1】의군·팀별 명단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차 시험 합격자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2차 시험에 응시자격이 없음

경찰대학 셔틀버스 안내 ※【붙임 4】경찰대학 셔틀버스편 안내 참조

   ❍ 입교 시 : KTX천안아산역 3번 출구 셔틀버스 승강장 5번 홈에서  

오전 08:55경 5분간 탑승 대기 → 09:00경 학교로 출발

❍ 귀가 시 : (1~3군) 18:20경, (4군) 18:00경 도서관 본관 샛길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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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시험(인성검사 포함) 진행 일정

시 간 장소 팀별 일정(4팀으로 나누어 운영)

09:00~09:30 도서관
세미나실

입교 등록
 ※ 참석 여부·신원 확인 및 체력검사 관련 사전 문진표 등 작성

09:30~09:40 대운동장으로 이동

09:40~12:20

(4군 ~12:00)
운동장

체력시험 1
(①악력, ②100m 달리기, ③1,000m 달리기)

  ※ 한낮 무더위를 감안하여 체력소모가 심한 달리기 종목은 오전 중 

실시하고, 나머지 종목(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은 체력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오후에 실시

12:20~12:30

(4군 ~12:10)
구내식당(학생식당)으로 이동

12:30~13:00

(4군 12:10~)
구내식당

점심식사 및 휴식
  ※ 개인별 매식(식비 4,500원 수험생 부담, 현금·카드 등 결제)

13:00~13:10 인·적성검사 장소로 이동

13:10~13:20 도서관
세미나실 인·적성검사 관련 사전교육

13:20~14:30 〃 인·적성검사①(60분), 휴식(10분)

14:30~15:10 〃 인·적성검사②(30분), 휴식(10분)

15:10~15:50 〃 인·적성검사③(40분)

15:50~16:00 휴식

16:00~18:10

(4군 ~17:50)
세미나실
앞 로비

체력시험 2
(④팔굽혀펴기, ⑤윗몸일으키기)

18:10~18:20

(4군 ~18:00)
귀가 차량 탑승 장소로 이동

18:20

(4군 ~18:00)
버스탑승장

귀가(셔틀버스 또는 개인별 차량 이용)
※ 셔틀버스는 천안아산역까지 운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Ⅱ. 세 부 내 용

 2차 체력시험 입교 시 준비물(개인 가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교등록 관련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수험표를 입교 등록 시 제시하여야 하며,
수험표는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단계마다 계속 제시하여야 합니다.

❍ 체력시험 관련 준비물

- 운동복(반바지도 관계없으며 체력시험에 응하기 편한 복장이면 됨),
끈 달린 운동화(1,000m 달리기 측정 시 전자칩을 끈에 부착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끈 달린 운동화 착용)
※ 스파이크나 축구화 등은 수험생 본인 및 다른 수험생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 착용 금지, 러닝화 등 위험 요소가 없는 보통의 운동화를 준비

- 팔굽혀펴기 측정과 관련하여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일명 쫄티)를 

공용으로 제공하여 덧입게 할 예정이나, 개별 준비 착용도 가능
※ 다만, 수험생이 개별 준비한 티셔츠가 몸에 완전히 달라붙지 않아 규정
복장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용 티셔츠 착용을 지시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관련 준비물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 볼펜 등 필기류

- 복장은 자유(운동복 착용한 상태로 검사에 임해도 무방)

❍ 식비 : 4,500원(현금, 카드 등 이용 가능하며 수험생이 개별 지불)

 2차시험(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등록

❍ 일시․장소

- 체력시험 : 각 군별 09:00~09:30, 경찰대학 도서관 1층 세미나실
※ 09:30 이후 입교자는 2차 시험(체력시험) 불합격 처리(단, 09:30까지 입교
등록 불가하나 시간 내 입교하지 못하는 부득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 연락을 먼저 취하는 등 응시 의지가 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09:50까지
입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09:50이 넘을 경우 불합격 처리

※ 09:30을 초과하여 지각 입교 시 생활태도평가 감점 : 10분 이내 지각 ⇒ -3점,
20분 이내 지각 ⇒ -5점(【붙임 2】생활태도 감점 항목 및 기준표 참조)

❍ 등록 : 수험표 및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후 명부에 서명
※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에서 재출력 가능

❍ 안내․서류 작성 : 2차 시험 진행 일정 등 안내, 사전 문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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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 일시․장소 : 각 군별 일자 13:20~15:50, 도서관 세미나실

❍ 검사 개요 : 3가지 종류의 인·적성검사 실시(130분 소요)
※ 답안지에만 기재를 하시고, 검사지에는 체크 등 일체의 필기를 금지합니다.

❍ 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검사 결과는 면접 자료로만 활용하며,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체력시험

❍ 일   시 : 각 군별 일자의 지정시간

❍ 장   소 : 경찰대학 대운동장, 도서관 세미나실 앞 로비

❍ 종목 및 평가(측정) 기준(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 별표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초) 13.0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초) 15.5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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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및 소요시간(약 290분 : 오전 160분, 오후 130분)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체

력

1

집결 및 안내 5분 일정, 측정방법 안내, 결시자 확인 등

준비운동 10분 준비체조

① 악    력 40분 회당 6명(회당 2분 미만 소요)

악력 재측정 10분
악력 탈락자

 ※ 1회에 한해 재측정 기회를 부여

② 100m 달리기 45분 회당 2명(회당 40초 미만 소요)

100m 재측정 10분

100m 탈락자, 합격자 중 중도에 넘어진 

사유로 재측정 희망하는 자
 ※ 1회에 한해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며 최초 측정 후 

15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측정

③ 1,000m 달리기 40분
회당 약 30명(회당 10분 미만 소요)

 ※ 1,000m 달리기는 수험생 보호를 위하여 탈락 또는 

중도에 넘어졌다 하여도 재측정 기회 부여하지 않음

체

력

2

집결 및 안내 5분 측정방법 안내, 결시자 확인 등

준비운동 5분 준비체조

④ 팔굽혀펴기 50분 회당 5명(회당 2분 미만 소요)

팔굽혀펴기

재측정
10분

팔굽혀펴기 탈락자

 ※ 1회에 한해 재측정 기회를 부여

⑤ 윗몸일으키기 50분 회당 5명(회당 2분 미만 소요)

윗몸일으키기

재측정
10분

윗몸일으키기 탈락자

 ※ 1회에 한해 재측정 기회를 부여

※ 상기 진행순서, 소요시간, 회당 측정 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진행방법

- 진행순서 : 악력→100m→1,000m→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 육상기록측정 : 전문 용역업체의 전자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기록 측정

- 본인확인 등 : 수험표 및 신분증으로 수험생 본인여부 확인 후 배번 배부

※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에서 재출력 가능

- 안전조치 : 준비운동 실시, 경찰대학 간호사, 구급차 등 응급상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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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실시요령

- 좌·우 악력(Kg)

성별 만점기준탈락기준 실시 요령

남
61

이상

37

이하

 • <오른손 측정 시> 먼저 양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왼발은 

한 발 앞으로 내밀어 앞굽이 자세를 취한 후, 오른손에 측정기를 

쥐고 측정기를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측정기를 잡은 손을 

수직방향으로 힘을 주어 1∼2초간 당기며, 이때 측정기와 

측정기를 든 팔이 몸이나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1회)

   ※ 측정기가 몸이나 바닥에 닿으면 측정 중단 후 즉시 재측정

 • <왼손 측정 시>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 앞굽이 자세로 

오른손 측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합니다.(1회)

 • 다시 오른손으로 바꾸어 오른손 악력을 측정한 후,(1회)

 • 다시 왼손으로 바꾸어 왼손 악력을 측정합니다.(1회)

 • 오른손 1번, 왼손 1번, 다시 오른손 1번, 왼손 1번 총 4회  

측정 후 평균값을 기록으로 인정(측정기 자동합산)

   ※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립파우더

(탄산마그네슘)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지참할 필요가 없음

여
40

이상

21

이하

- (참고) 악력 측정기 및 자세

구분 측정기 준비자세 측정자세

악력측정

(남녀공통)



- 7 -

- 윗몸일으키기(회/1분)

성별 만점기준탈락기준 실시 요령

남
58

이상

21

이하

 • 기구에 양발을 30㎝ 정도 벌려 고정한 후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두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하여 손가락 끝부분이 

양 어깨에 닿게 하고 등 전체와 양 어깨뼈(견갑골)를 매트에 

대고 눕는 것을 준비자세로 합니다.

 • 상체를 일으켜서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며, 시작 구령 후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합니다.

  ※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누웠을 때 양 어깨뼈가 바닥에 닿지 않은 경우, 상체를 

일으킨 후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거나 손가락 끝이 

양 어깨에서 떨어진 경우, 엉덩이를 들어 배치기 동작을 한 

경우에는 측정관이 계수하지 않음)

여
55

이상

12

이하

- (참고) 윗몸일으키기 기구 및 자세

구분 양손위치 준비자세 측정자세

윗몸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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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굽혀펴기(회/1분)

성별 만점기준 탈락기준 실시 요령

남
58

이상

12

이하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측정기 매트에 대고, 발은 모은 

상태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팔은 바닥과 직각, 

머리부터 발까지는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여
50

이상

10

이하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측정기 매트에 대고 다리는 모아 

무릎을 바닥에 대며,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

한 상태로 준비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팔은 바닥과 직각, 

머리부터 무릎까지는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공통

자세

 • 시작 구령에 따라 팔을 굽혀 몸(남자는 머리∼다리, 여자는 머리

∼무릎)과 매트 간격을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합니다.

 ※ 센서와의 간격을 5cm 이내로 유지하여야 삐~ 소리가 나고 

측정되고, 측정기로 측정이 안될 시에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팔굽혀펴기 측정기 및 자세

구분 팔굽혀펴기
(남자)

팔굽혀펴기
(여자)

측정기

(남녀공통)

준비

자세

측정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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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달리기(초)

성별 만점기준 탈락기준 실시 요령

남
13.0

이내

17.0

이후

 • 수험번호 확인 후 2인 1조로 출발선에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대기

하며, 출발 안내멘트(측정을 시작합니다∼) 후 출발음(삐∼)

과 함께 출발합니다.

 • 100m지점 통과 시 측정음(삐∼2회)이 발생합니다.  

 • 측정 후 시험관에게 자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중도에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실시 할 수 있음

여
15.5

이내

21.6

이후

- 1000m 달리기(초)

성별 만점기준 탈락기준 실시 요령

남
230

이내

280

이후
• 수험번호 확인 후 30명 정도가 1개조로 실시합니다. 출발선에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대기하며, 출발음과 함께 출발합니다.

• 400m 트랙 2바퀴 반을 달려 1,000m지점을 통과하면 우선 

휴식을 취한 후, 시험관이 발표하는 자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여
290

이내

348

이후

❍ 기록측정 방법

- 악 력 : 악력기에 의한 측정

- 윗몸일으키기 : 측정관에 의한 계수

※ 측정관의 판정에 따르며, 규정에 어긋난 동작은 무효로 계수하지 않음

- 팔굽혀펴기 : 계측기에 의한 전자계측

※ 계측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에 어긋난 동작은 무효로 계수하지 않음

- 100m 달리기 : 건타임(gun-time) 방식 전자계측(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림)

- 1,000m 달리기 : 넷타임(net-time) 방식 전자계측(초 단위까지만 기록)

 건타임(gun time) : 출발신호와 동시에 측정이 시작되어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기록

 넷타임(net time) : 출발신호와 상관없이 출발선을 지날 때 측정이 시작되어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기록

※ 1,000m는 사고우려로재측정불가, 여타종목은탈락자에한해 1회재측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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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정

- 개인별 체력검사서 기록을 근거로 판정관이 현장에서 판정, 합격여부

및 개인별 기록을 수험생에게 직접 고지

- 시험일 불참, 시험 중 본인의 과실 등으로 체력검사를 중도 포기한

경우 별도 추가 체력검사 없이 불합격 처리

❍ 최종사정 반영 (50점/1000점 만점)

- 원점수 : 각 종목 1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후, 5개 종목을 합산

※ 평가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 최종사정 반영 방법(환산 성적) : (원점수 × 3/5) + 20

 신체검사

❍ 제출일시 : 2018. 8. 6.(월)∼8. 30.(금), 18:00까지(마감일 소인분 유효)

❍ 지정장소 : 전국 국·공립병원 등 경찰 채용신체검사 실시 병원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실시 여부를 병원에 미리 확인 후 방문 요망

❍ 검사방법 : 수험생이 지정병원 방문하여, 개별 실시 후 개별 송부

❍ 신체조건표 및 신체검사 세부기준(남․여 공통)

구  분 내    용

체  격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  신 색신 이상(약도색신 이상(異常)은 제외)이 아니어야 함

청  력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 고혈압 : 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초과
· 저혈압 :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

사  시
(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는 제외)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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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의 완전성’ 구체적 기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사

지

의

완

전

성

팔다리와
 손·발가락의

완전성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인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내반슬
(오다리)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 
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기준을 준용한다.

❍ 검사 항목

- 가슴․배․구강․내장 등 질환, 용모(사지완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기타 약물검사

- 운동신경(신경․신체기능 장애)
※ 검사수수료(약 50,000원∼70,000원) 수험생 부담

❍ 판정 방법 : 전국 국·공립병원장, 경찰병원장 등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서』에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 개인에게 통보

※ 인비 처리된 결과서를 개인이 8. 30.(금), 18:00까지(소인분 유효) 제출

❍ 수험생 유의사항 및 준비물

- 검사 당일 커피,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나 탄산 함유 음식 섭취 금지

- 감기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검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병원에 따라 약물검사(TBPE) 결과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제출기간 내라도 신속히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준비물 : 신분증, 검사료, 컬러사진(3cm×4cm) 2매 지참

※ 교정시력 측정자는 반드시 안경 또는 렌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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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차 시험(체력시험) 개인별 군·팀편성

□ 1군 108명(남자일반 서울 A조 102, 강원 1, 울산 2, 충남 3)
1군 1팀(28명) 1군 2팀(28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서울 0110004 29 서울 0110292

2 서울 0110013 30 서울 0110293

3 서울 0110014 31 서울 0110308

4 서울 0110017 32 서울 0110331

5 서울 0110020 33 서울 0110336

6 서울 0110028 34 서울 0110348

7 서울 0110030 35 서울 0110350

8 서울 0110035 36 서울 0110368

9 서울 0110057 37 서울 0110369

10 서울 0110075 38 서울 0110385

11 서울 0110100 39 서울 0110396

12 서울 0110111 40 서울 0110399

13 서울 0110125 41 서울 0110414

14 서울 0110141 42 서울 0110415

15 서울 0110160 43 서울 0110434

16 서울 0110169 44 서울 0110437

17 서울 0110170 45 서울 0110440

18 서울 0110174 46 서울 0110453

19 서울 0110189 47 서울 0110459

20 서울 0110196 48 서울 0110460

21 서울 0110204 49 서울 0110466

22 서울 0110218 50 서울 0110482

23 서울 0110234 51 서울 0110487

24 서울 0110244 52 서울 0110529

25 서울 0110251 53 서울 0110534

26 서울 0110266 54 서울 0110538

27 서울 0110267 55 서울 0110543

28 서울 0110279 56 서울 0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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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3팀(28명) 1군 4팀(24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57 서울 0110559 85 서울 0110800

58 서울 0110565 86 서울 0110811

59 서울 0110578 87 서울 0110822

60 서울 0110587 88 서울 0110841

61 서울 0110592 89 서울 0110844

62 서울 0110596 90 서울 0110874

63 서울 0110609 91 서울 0110875

64 서울 0110610 92 서울 0110879

65 서울 0110611 93 서울 0110881

66 서울 0110613 94 서울 0110891

67 서울 0110617 95 서울 0110907

68 서울 0110627 96 서울 0110914

69 서울 0110635 97 서울 0110919

70 서울 0110648 98 서울 0110925

71 서울 0110667 99 서울 0110926

72 서울 0110671 100 서울 0110968

73 서울 0110691 101 서울 0110974

74 서울 0110697 102 서울 0110984

75 서울 0110701 105 강원 0810017

76 서울 0110716 103 울산 1310009

77 서울 0110731 104 울산 1310034

78 서울 0110732 106 충남 1410001

79 서울 0110768 107 충남 1410029

80 서울 0110771 불참통보 108 충남 1410033

81 서울 0110773

82 서울 0110783

83 서울 0110794

84 서울 011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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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110명(남자일반 서울 B조 14, 인천 10, 경기 75, 충북 11)
2군 1팀(28명) 2군 2팀(28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서울 0111002 29 경기 0710046

2 서울 0111011 30 경기 0710048

3 서울 0111036 31 경기 0710049

4 서울 0111041 32 경기 0710056

5 서울 0111069 33 경기 0710071

6 서울 0111077 34 경기 0710076

7 서울 0111091 35 경기 0710096

8 서울 0111115 36 경기 0710104

9 서울 0111127 37 경기 0710116

10 서울 0111139 38 경기 0710139

11 서울 0111140 39 경기 0710148

12 서울 0111143 40 경기 0710167

13 서울 0111146 41 경기 0710181

14 서울 0111163 42 경기 0710185

15 인천 0410002 43 경기 0710191

16 인천 0410005 44 경기 0710211

17 인천 0410022 45 경기 0710212

18 인천 0410079 46 경기 0710217

19 인천 0410081 47 경기 0710226

20 인천 0410096 48 경기 0710233

21 인천 0410102 49 경기 0710235

22 인천 0410115 50 경기 0710271

23 인천 0410116 51 경기 0710274

24 인천 0410125 52 경기 0710281

25 경기 0710009 53 경기 0710337

26 경기 0710015 54 경기 0710342

27 경기 0710023 55 경기 0710354

28 경기 0710024 56 경기 07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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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3팀(28명) 2군 4팀(26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57 경기 0710364 85 경기 0710646

58 경기 0710367 86 경기 0710651

59 경기 0710369 87 경기 0710669

60 경기 0710376 88 경기 0710672

61 경기 0710388 89 경기 0710678

62 경기 0710395 90 경기 0710683

63 경기 0710399 91 경기 0710693

64 경기 0710413 92 경기 0710724

65 경기 0710422 93 경기 0710726

66 경기 0710435 94 경기 0710730

67 경기 0710438 95 경기 0710739

68 경기 0710466 96 경기 0710779

69 경기 0710483 97 경기 0710781

70 경기 0710489 98 경기 0710803

71 경기 0710493 99 경기 0710806

72 경기 0710518 100 충북 0910017

73 경기 0710521 101 충북 0910018

74 경기 0710529 102 충북 0910028

75 경기 0710552 103 충북 0910032

76 경기 0710557 104 충북 0910062

77 경기 0710583 105 충북 0910066

78 경기 0710595 106 충북 0910095

79 경기 0710600 107 충북 0910112

80 경기 0710610 108 충북 0910120

81 경기 0710613 109 충북 0910124

82 경기 0710618 110 충북 0910130

83 경기 0710619

84 경기 07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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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 108명(남자일반 부산 10, 대구 27, 광주 32, 대전 21, 전북 11, 경남 7)
3군 1팀(28명) 3군 2팀(28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부산 0210036 29 대구 0310188

2 부산 0210071 30 대구 0310192

3 부산 0210106 31 대구 0310202

4 부산 0210122 32 대구 0310217

5 부산 0210145 33 대구 0310232

6 부산 0210146 34 대구 0310235

7 부산 0210153 35 대구 0310261

8 부산 0210165 36 대구 0310267

9 부산 0210166 37 대구 0310297

10 부산 0210174 38 광주 0510005

11 대구 0310002 39 광주 0510012

12 대구 0310012 40 광주 0510015

13 대구 0310019 41 광주 0510036

14 대구 0310026 42 광주 0510043

15 대구 0310038 43 광주 0510048

16 대구 0310052 44 광주 0510053

17 대구 0310069 45 광주 0510065

18 대구 0310079 46 광주 0510071

19 대구 0310101 47 광주 0510076

20 대구 0310106 48 광주 0510081

21 대구 0310113 49 광주 0510103

22 대구 0310116 50 광주 0510124

23 대구 0310124 51 광주 0510139

24 대구 0310132 52 광주 0510169

25 대구 0310144 53 광주 0510171

26 대구 0310151 54 광주 0510181

27 대구 0310152 55 광주 0510187

28 대구 0310177 56 광주 05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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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3팀(28명) 3군 4팀(24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57 광주 0510227 85 대전 0610146

58 광주 0510241 86 대전 0610151

59 광주 0510255 87 대전 0610153

60 광주 0510260 88 대전 0610156

61 광주 0510267 89 대전 0610158

62 광주 0510278 90 대전 0610162

63 광주 0510283 91 전북 1010004

64 광주 0510285 92 전북 1010026

65 광주 0510290 93 전북 1010036

66 광주 0510305 94 전북 1010047

67 광주 0510316 95 전북 1010064

68 광주 0510319 96 전북 1010083

69 광주 0510328 97 전북 1010089

70 대전 0610008 98 전북 1010100

71 대전 0610010 99 전북 1010130

72 대전 0610019 100 전북 1010131

73 대전 0610038 101 전북 1010132

74 대전 0610045 102 경남 1110015

75 대전 0610059 103 경남 1110051

76 대전 0610063 104 경남 1110052

77 대전 0610081 105 경남 1110063

78 대전 0610095 106 경남 1110082

79 대전 0610102 107 경남 1110089

80 대전 0610104 108 경남 1110105

81 대전 0610106

82 대전 0610115

83 대전 0610119

84 대전 06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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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 81명(남자특별 전체 32, 여자일반 전체 41, 여자특별 전체 8)
4군 1팀(32명) 4군 2팀(25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대구 0330002 33 서울 0120026

2 대구 0330003 34 서울 0120052

3 대구 0330005 35 서울 0120063

4 광주 0530002 36 서울 0120084

5 광주 0530004 37 서울 0120087

6 광주 0530008 38 서울 0120117

7 광주 0530009 39 서울 0120129

8 경기 0730004 40 서울 0120134

9 충북 0930001 41 서울 0120174

10 충북 0930002 42 서울 0120206 불참통보

11 경남 1130003 43 서울 0120280

12 경남 1130007 44 서울 0120307

13 경남 1130008 45 서울 0120383

14 충남 1430001 46 서울 0120429

15 충남 1430007 47 서울 0120453

16 충남 1430008 48 서울 0120473

17 서울 0150005 49 서울 0120592

18 서울 0150010 50 서울 0120635

19 서울 0150015 51 서울 0120641

20 서울 0150021 52 서울 0120683

21 서울 0150025 53 서울 0120692

22 대구 0350001 불참통보 54 부산 0220039

23 대구 0350006 55 대구 0320009

24 인천 0450005 56 대구 0320011

25 광주 0550005 57 대구 0320020

26 경기 0750008

27 경기 0750012

28 충북 0950003

29 충북 0950004

30 전북 1050001

31 전북 1050004

32 경남 1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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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3팀(24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58 대구 0320023

59 인천 0420020

60 경기 0720012

61 경기 0720027

62 경기 0720041

63 경기 0720113

64 경기 0720143

65 경기 0720187

66 경기 0720223

67 경기 0720316

68 경기 0720343

69 전북 1020003

70 전북 1020007

71 전북 1020011

72 전북 1020045

73 울산 1320020

74 서울 0140003

75 경기 0740007

76 강원 0840001

77 충북 0940001

78 인천 0460001

79 경기 0760002

80 경기 0760003

81 경기 07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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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생활태도 감점 항목 및 기준표

구   분 내   용 감 점 비  고

규정시간 준수

 ◦ 집결시간 10분 이내 지각 3점
09:31~09:40 

사이

 ◦ 집결시간 20분 이내 지각 5점 09:41~09:50
사이

 ◦ 기타 집합시간 1~5분 이내 지각 1점

 ◦ 기타 집합시간 6~10분 이내 지각 2점

 ◦ 기타 집합시간 11분 이상 지각 3점

무단이석  ◦ 허가 없는 무단이석 3점

흡  연  ◦ 허가되지 않은 장소 흡연 3점

음  주  ◦ 적발 시 5점

진행요원 대상

 ◦ 지시사항 미이행 시 2점

 ◦ 폭언, 욕설 및 항명성 언행·태도 5점

 ◦ 폭행, 상해 및 항명성 물리력 행사 10점

수험생 상호간

 ◦ 폭언, 욕설 등 행위 2점

 ◦ 폭행, 상해 등 행위 5점

기  타  ◦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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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교등록 장소 위치 안내

□ 2차 시험(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입교 등록 장소

○ 도서관 1층 세미나실

정문

        ●
        ↑

도서관 세미나실

하차 장소

본관

※ 수험생 부모님·가족께서는 2차 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가하시거나 시험 종료 시까지 외부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의 종료시각은 18:10경(4군의 경우 17:50경)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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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경찰대학 셔틀버스편 안내

□ 경찰대학 수송버스 안내

  ❍ 입교 시 : 천안아산역 3번 출구 셔틀버스 승강장 5번 홈에서  
9. 10.(월) ~ 9. 13.(목) 4일 동안 매일 08:55경 
5분간 대기 → 09:00경 학교로 출발

  ❍ 귀가 시 : 경찰대학 도서관과 본관 사이 샛길에서
(1~3군) 18:20경 천안아산역으로 출발
(4군) 18:00경 천안아산역으로 출발

 ※ 버스 유리창 앞면(차창 안쪽)에 ‘경찰대학’ 표지 부착

셔틀버스 승차장소

5번 홈 앞 09:00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