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1742호

2022년도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 공고

2022년도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0.

부산광역시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최종합격자(응시번호) 비 고

청원경찰

600016 600035 600137 600175 600221

600266 600291 600292

8명

2. 합격자 등록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

○ 제출대상 : 2022년 하반기 임용 예정자(대상자 별도 통보 예정)

○ 제출기간 : 2022. 6. 2.(목) 10:00~18:00 (12:00~13:00 제외)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청 10층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 문의(☎051-888-1191)

○ 제출방법 : 합격자 본인 직접 방문 제출(대리등록 불가)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② 주민등록초본(‘22. 5. 20. 이후 발급분, 주소 이력 전체 포함) 1부

③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상세본) 2부

④ 병적증명서(군필자 또는 군면제자에 한함) 1부

⑤ 신원진술서[별첨 1] 2부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 2] 2부 

⑦ 이력서[별첨 3] 2부

⑧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⑨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결과서(야간근무자용, 최근 3개월 이내) 1부

⑩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2매

3. 기타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중 ’22년 하반기 임용예정자는 별도 통보 예정이며, 통보받지 않은

최종합격자는 ‘23년 상반기 임용예정자로 ’22년 하순에 별도 통보 예정임.

○ 최종합격자(‘22년 하반기 임용예정자)는 상기 제시된 제출서류를 지참, 반드시

본인이 기한 내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시 임용포기로 간주함.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최종합격자의 신체조건 미달,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및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함.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자 순

 ② 체력검정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 순

 ③ 필기시험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 순

 ④ 자격증 소지자 중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순

 ⑤ 공인무도 유단자 중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순

 ⑥ 관련학과 졸업자 중 배점 비율이 높은 자 순

○ 주민등록증 사본 외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는 증명사진 부착이 필요한 곳에는 사진 부착 및 서명날인 제출

(증명사진은 별도로 2매 추가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은 예약 검진이 

일반적이므로,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발급기관(병원)에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