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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모집 2차 시험(면접시험) 안내

1  개  요

□ 편성 및 일정

 ◦ 편성 및 시험진행 일시  ※【붙임 1】면접시험 개인별 군 편성 참조

구분 편성 지정 일정

1군 남자일반 일부(대전갑, 경기갑, 충북, 충남)
  10.  8.(월) 
  09:30~18:20

2군 남자일반 일부(서울갑, 부산갑, 대구갑, 광주갑)
  10. 10.(수)
  09:30~18:20

3군 남자일반 일부(서울을, 인천)
  10. 11.(목)
  09:30~18:20

4군
남자일반 일부(광주을, 대전을, 전북갑), 
남자특별 전체, 여자특별 전체

  10. 15.(월)
  09:30~18:20

5군
남자일반 일부(서울병, 부산을, 대구을, 광주병, 대전병, 
경기을, 강원, 전북을, 경남, 울산), 여자일반 전체

  10. 17.(수)
  09:30~18:20

※ 일반전형 남자는 지구에 따라 갑/을/병 등으로 나뉘므로 붙임 명단 필히 참조

□ 2차 면접시험 입교 등록

 ◦ 등록 일시 : 각 군별 지정 일자(군당 1일)의 09:00~09:30
※ 수험번호와 편성을 정확히 확인해 본인의 군에 해당하는 일자에 입교해야 함
※ 수험번호는 원서 접수 시 부여되었던 접수번호가 아닙니다. 1차 시험 당시
부여된 수험표 상 수험번호가 면접시험에서 계속 사용되는 수험번호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편성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장 규정(3쪽)을 준수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장소 : 경찰대학 도서관 1층 세미나실

※【붙임 3】입교등록 장소 안내 참조, 체력시험 입교등록 장소와 동일

 ◦ 등록 대상자 : 체력시험과 신체검사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대학 셔틀버스 안내 ※【붙임 4】경찰대학 셔틀버스편 안내 참조

 ◦ 입교 시 : KTX천안아산역 3번 출구 셔틀버스 승강장 5번 홈 

오전 08:55경 5분간 대기 → 09:00경 학교로 출발

 ◦ 귀가 시 : 18:20경 도서관  옆길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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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

□ 면접시험 진행 시간표

시 간 장소
팀별 일정

1팀 2팀 3팀 4팀

08:55 천안아산역 셔틀버스 이용 수험생 차량 탑승

09:00~09:30
도서관

세미나실

입교등록

※ 군별 지정일자의 09:30 이후 입교 시 불합격 처리 원칙

09:30~09:50 면접 관련 안내 실시 및 면접장소로 이동

09:50~11:30 면접장
인성·적격성면접

(100분)

창의성·논리성

면접(100분)

집단토론면접

(100분)
휴식

11:30~11:50
215호

강의실
재학생 홍보단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

11:50~12:00
구내식당으로 이동

※ 재학생 홍보단 동행

12:00~12:40 구내식당
점심식사 및 휴식

※ 식비(4,500원) 수험생 부담

12:40~12:50
면접 장소로 이동

※ 재학생 홍보단 동행

12:50~14:30 면접장 휴식
인성·적격성면접

(100분)

창의성·논리성

면접(100분)

집단토론면접

(100분)

14:40~16:20 〃
집단토론면접

(100분)
휴식

인성·적격성면접

(100분)

창의성·논리성

면접(100분)

16:30~18:10 〃
창의성·논리성

면접(100분)

집단토론면접

(100분)
휴식

인성·적격성면접

(100분)

18:10~18:20 셔틀버스 탑승 장소로 이동

18:20 버스탑승장
귀가(셔틀버스 또는 개인별 차량 이용)

※ 셔틀버스는 천안아산역까지 운행

※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후에는 제복 등 치수 측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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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복장, 준비물 및 중요 안내 사항

 ◦ 면접시험 관련 수험생의 복장

  - 재학·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단체복 등 착용 금지

※ 교복, 학교생활복, 체육복 및 출신학교명·상징 등이 포함된 단체복 금지

  - 상의만 흰색 티셔츠(무늬, 프린트, 단추, 옷깃, 팔길이 등 무관)로 통일

※ 하의는 길이 무관하며 청바지, 면바지, 치마 등 자유롭게 착용 가능

 ◦ 입교등록 관련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수험표를 입교 등록 시 제시하여야 함

 ◦ 면접 관련 준비물 : 필기구(볼펜)
※ 집단토론 면접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주장 정리용 종이 1매를 제공합니다.

 ◦ 수험서·도서 및 기타 문구용품 지참 가능

  - 정해진 휴게시간 및 면접 전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개인 공부 또는 독서 등 가능

※ 공부, 독서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휴대폰, 전자제품 등 이용 불가(전원 끔)

 ◦ 식비 : 4,500원(현금, 카드 등 이용 가능하며 수험생이 개별 지불)
□ 면접시험 입교 등록

 ◦ 등록 일시․장소

  - 2018. 10. 8.(1군), 10.(2군), 11.(3군), 15.(4군), 17.(5군) 
각 군별 09:00~09:30, 경찰대학 도서관 1층 세미나실

※ 09:30 이후 입교하는 경우 2차 시험(면접시험) 불합격 처리(단, 09:30까지
입교등록은 불가하나 시간 내 입교하지 못하는 부득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 연락을 먼저 취하는 등 응시 의지가 분명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09:50까지 입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09:50이 넘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사전에 협의 후 09:30을 초과하여 지각 입교 시 생활태도평가 감점 :
10분 이내 지각 ⇒ -3점, 20분 이내 지각 ⇒ -5점

 ◦ 등록 방법 : 수험표 및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후 명부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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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 인성·적격성 면접, 창의성·논리성 면접, 집단토론 면접

 ◦ 평가항목, 배점

면접 형태(항목) 구분 배점
(총100점)

조별 인원 및 면접시간 비고

1
개별 면접 

평가

인성·적격성 
면접

40 개인 1명당 약 5분 필기 불가

2
창의성·논리성 

면접
30 1조(3명 내외)당 약 15분 필기 불가

3 집단토론 
평가

집단토론 
면접 30 1조(5~6명)당 약 30분 필기 허용

4 생활태도 평가 감점제
최대 10점까지 감점 가능

※【붙임 3】생활태도 감점표 참조

 ◦ 유의 사항 : 출신고교, 부모·친인척의 신상 정보 언급 금지

※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종, 직업, 직장명, 직위명 등의 직접 언급 및 암시 금지

□ 재학생 홍보단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

 ◦ 일정 : 11:30~11:50 대학 소개 및 12:00~12:40 점심식사 시간

 ◦ 재학생 홍보단의 경찰대학 생활 소개 및 질의·응답 등 진행

  - 식사장소 이동·복귀 및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친교 활동

□ 피복치수 측정

 ◦ 오후 휴식 시간 및 인성·적격성 면접 등의 대기시간 활용, 
합격 이후 교육용 피복의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 치수 측정

□ 면접 합격·불합격 기준

 ◦ 원점수 합산 6할(100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합산 점수에도 불구하고 인성·적격성 면접 평가에서 4할(40점 

중 16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직후 확인 불가하며 최종사정 시에 면접 불합격 여부 최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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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차  시 험 (면 접 시 험 ) 개 인 별  군  편 성

1군 : 2018. 10. 8.(월)【 남자일반(대전갑, 경기갑, 충북, 충남) 】
1팀(15명) 2팀(15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대전 0610106 16 대전 0610115

2 대전 0610156 17 대전 0610162

3 경기 0710015 18 경기 0710211

4 경기 0710023 19 경기 0710217

5 경기 0710024 20 경기 0710233

6 경기 0710046 21 경기 0710271

7 경기 0710048 22 경기 0710274

8 경기 0710049 23 경기 0710281

9 경기 0710071 24 경기 0710337

10 경기 0710076 25 경기 0710342

11 경기 0710116 26 경기 0710367

12 경기 0710139 27 경기 0710369

13 경기 0710181 28 경기 0710376

14 경기 0710185 29 경기 0710395

15 경기 0710191 30 경기 0710422

3팀(15명) 4팀(15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31 경기 0710435 46 경기 0710730

32 경기 0710483 47 경기 0710739

33 경기 0710489 48 경기 0710779

34 경기 0710521 49 경기 0710803

35 경기 0710529 50 경기 0710806

36 경기 0710552 51 충북 0910017

37 경기 0710557 52 충북 0910018

38 경기 0710583 53 충북 0910028

39 경기 0710619 54 충북 0910062

40 경기 0710646 55 충북 0910066

41 경기 0710651 56 충북 0910095

42 경기 0710672 57 충북 0910120

43 경기 0710678 58 충북 0910124

44 경기 0710693 59 충북 0910130

45 경기 0710726 60 충남 1410001

※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군 내의 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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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 2018. 10. 10.(수)【 남자일반(서울갑, 부산갑, 대구갑, 광주갑) 】
1팀(16명) 2팀(16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광주 0510048 17 광주 0510081

2 서울 0110004 18 서울 0110125

3 서울 0110013 19 서울 0110141

4 서울 0110014 20 서울 0110169

5 서울 0110017 21 서울 0110170

6 서울 0110020 22 서울 0110189

7 서울 0110028 23 서울 0110196

8 서울 0110030 24 서울 0110204

9 서울 0110035 25 서울 0110218

10 서울 0110075 26 서울 0110251

11 서울 0110100 27 서울 0110266

12 서울 0110111 28 서울 0110293

13 부산 0210106 29 부산 0210122

14 대구 0310012 30 대구 0310038

15 대구 0310019 31 대구 0310106

16 광주 0510076 32 광주 0510103

3팀(16명) 4팀(15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33 광주 0510171 49 부산 0210166

34 서울 0110234 50 대구 0310116

35 서울 0110308 51 대구 0310124

36 서울 0110331 52 대구 0310144

37 서울 0110336 53 대구 0310151

38 서울 0110369 54 대구 0310177

39 부산 0210165 55 대구 0310188

40 대구 0310052 56 대구 0310192

41 대구 0310132 57 대구 0310202

42 광주 0510005 58 대구 0310232

43 광주 0510036 59 대구 0310261

44 광주 0510043 60 대구 0310267

45 광주 0510053 61 광주 0510255

46 광주 0510169 62 광주 0510290

47 광주 0510181 63 광주 0510316

48 광주 0510227

※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군 내의 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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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 2018. 10. 11.(목)【 남자일반(서울을, 인천) 】
1팀(16명) 2팀(16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서울 0110385 17 서울 0110596

2 서울 0110396 18 서울 0110609

3 서울 0110399 19 서울 0110611

4 서울 0110415 20 서울 0110613

5 서울 0110434 21 서울 0110627

6 서울 0110437 22 서울 0110635

7 서울 0110440 23 서울 0110648

8 서울 0110453 24 서울 0110667

9 서울 0110460 25 서울 0110671

10 서울 0110482 26 서울 0110697

11 서울 0110538 27 서울 0110732

12 서울 0110547 28 서울 0110768

13 서울 0110559 29 서울 0110773

14 서울 0110578 30 서울 0110783

15 서울 0110587 31 서울 0110794

16 서울 0110592 32 서울 0110800

3팀(16명) 4팀(15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33 서울 0110811 49 서울 0111036

34 서울 0110822 50 서울 0111041

35 서울 0110841 51 서울 0111091

36 서울 0110844 52 서울 0111139

37 서울 0110875 53 서울 0111140

38 서울 0110879 54 서울 0111146

39 서울 0110881 55 서울 0111163

40 서울 0110891 56 인천 0410002

41 서울 0110914 57 인천 0410005

42 서울 0110919 58 인천 0410022

43 서울 0110925 59 인천 0410081

44 서울 0110968 60 인천 0410096

45 서울 0110974 61 인천 0410115

46 서울 0110984 62 인천 0410116

47 서울 0111002 63 인천 0410125

48 서울 0111011

※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군 내의 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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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 2018. 10. 15.(월)
  【 남자일반(광주을, 대전을, 전북갑), 남자특별, 여자특별 】

1팀(18명) 2팀(14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대전 0610008 19 광주 0510328

2 대전 0610019 20 대전 0610045

3 전북 1010026 21 대전 0610063

4 광주 0510015 22 대전 0610146

5 광주 0510071 23 대전 0610151

6 광주 0510124 24 전북 1010131

7 광주 0510187 25 서울 0140003

8 광주 0510241 26 경기 0740007

9 광주 0510267 27 강원 0840001

10 광주 0510319 28 충북 0940001

11 대전 0610010 29 인천 0460001

12 대전 0610095 30 경기 0760002

13 전북 1010004 31 경기 0760003

14 전북 1010100 32 경기 0760009

15 광주 0510283

16 대전 0610038

17 대전 0610059

18 전북 1010089

3팀(16명) 4팀(13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33 대구 0330002 49 서울 0150005

34 대구 0330003 50 서울 0150010

35 대구 0330005 51 서울 0150015

36 광주 0530002 52 서울 0150021

37 광주 0530004 53 대구 0350006

38 광주 0530008 54 인천 0450005

39 경기 0730004 55 광주 0550005

40 충북 0930001 56 경기 0750008

41 충북 0930002 57 경기 0750012

42 충남 1430001 58 충북 0950003

43 충남 1430007 59 전북 1050001

44 충남 1430008 60 전북 1050004

45 경남 1130003 61 경남 1150002

46 경남 1130007

47 경남 1130008

48 광주 0530009

※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군 내의 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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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군 : 2018. 10. 17.(수)
【 남자일반(서울병, 부산을, 대구을, 광주병, 대전병, 경기을, 강원, 전북을, 경남, 울산), 

여자일반 】
1팀(18명) 2팀(18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1 서울 0110292 19 대전 0610104

2 서울 0110466 20 경기 0710167

3 서울 0110534 21 경기 0710493

4 서울 0111127 22 경기 0710724

5 서울 0111143 23 강원 0810017

6 부산 0210145 24 전북 1010036

7 대구 0310026 25 전북 1010047

8 광주 0510305 26 전북 1010064

9 대전 0610081 27 전북 1010132

10 경기 0710009 28 대전 0610131

11 경기 0710148 29 경남 1110015

12 경기 0710364 30 경남 1110051

13 경기 0710413 31 경남 1110052

14 경기 0710438 32 경남 1110082

15 경기 0710466 33 경남 1110089

16 경기 0710600 34 경남 1110105

17 경기 0710610 35 울산 1310009

18 대전 0610102 36 대전 0610158

3팀(14명) 4팀(14명)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연번 지구 수험번호 성명 비고

37 서울 0120026 51 대구 0320011

38 서울 0120052 52 대구 0320020

39 서울 0120063 53 대구 0320023

40 서울 0120087 54 인천 0420020

41 서울 0120117 55 경기 0720041

42 서울 0120174 56 경기 0720113

43 서울 0120280 57 경기 0720187

44 서울 0120307 58 경기 0720223

45 서울 0120383 59 경기 0720316

46 서울 0120429 60 경기 0720343

47 서울 0120453 61 전북 1020007

48 서울 0120635 62 전북 1020011

49 부산 0220039 63 전북 1020045

50 대구 0320009 64 울산 1320020

※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군 내의 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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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생활태도 감점 항목 및 기준표

구   분 내   용 감 점 비  고

규정시간 

미준수

 ◦ 등록 10분 이내 지각(사전 통보 시) 3점
09:31~09:40 

사이

 ◦ 등록 20분 이내 지각(사전 통보 시) 5점 09:41~09:50
사이

 ◦ 기타 집합 1~5분 이내 지각 1점

 ◦ 기타 집합 6~10분 이내 지각 2점

 ◦ 기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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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교 등록 장소 안내

2차 시험(면접시험) 입교 등록 장소

  ○ 도서관 1층 세미나실

정문

        ●
        ↑

도서관 세미나실

하차 장소

본관

※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수험생을 데려다주시는 부모님께서는 면접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험생을 내려주신 후 바로 귀가하시거나 시험 종료 시까지 대학

정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종료하는 시각은 18:10경

정도로 예상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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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경찰대학 셔틀버스편 안내

경찰대학 수송버스 안내

  ❍ 입교 시 : 10.  8.(월), 10.(수), 11.(목), 15.(월), 17.(수) 5일간 

천안아산역 3번 출구 셔틀버스 승강장 5번 홈에서  

매일 08:55경 5분간 대기 → 09:00경 학교로 출발

  ❍ 귀가 시 : 경찰대학 도서관과 본관 사이 샛길에서

18:20경(시간대 변경 가능) 천안아산역으로 출발

 ※ 버스 유리창 앞면(차창 안쪽)에 ‘경찰대학’ 표지 부착

셔틀버스 승차장소

5번 홈 09:00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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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셔틀버스 외 찾아오시는 길 안내

 - 자가용 교통 안내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 택시 이용 안내

 [택 시]

 ∙ KTX 천안･아산역에서 승차 : 18.27㎞, 약 22분 (약 19,000원)

 ∙ 아산 버스터미널에서 승차 : 9㎞, 약 18분 (약 9,000원)

 ∙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에서 승차 : 7.15㎞, 약 16분 (약 8,000원)

 ∙ 지하철 1호선 신창역에서 승차 : 4.13㎞, 약 8분 (약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