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회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결과 안내(재학생용)
1

 검사개요
▢ 검사일시

: 2022. 5. 21.(

토)

▢신청자

: 99

▢응시자

: 81

11:00~11:40

명
명 (결시자

명)

18

 검사 결과
▢ <적 격> 판정

:

78

명

▢ <부적격> 판정

:

3

명

▢ 개인별 상세 판정 결과는

 검사 결과 확인 방법

에서 확인 가능

K-CLOUD

2022학년도 제2회
교직 적성․ 인성 검사 재검사 신청 안내
1

<2022학년도 제2회 교직 적성․ 인성 재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2022년 8월 ~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2022학년도
제2회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부적합 판정자 및 미신청자
▢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관련 교원자격검정 기준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과정 이수자 학번 적용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선발년도-1“ 적용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현직교원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적용)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모든 교원자격증 신규 또는 추가 취득
희망자에게 공통 적용

 신청기간 : 2022. 6. 7.(화) 09:00 ~ 6. 13.(월)
 신청방법

 검사일시 : 2022. 6. 16.(목) 09:00~09:40 (08:50까지 고사장 입실)
 검사장소 : 추후 홈페이지 안내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학생증 등), 컴퓨터용 수성펜, 수정 테이프
 검사결과 확인 : 2022. 6. 20.(월) 예정

 수험생 주의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2022. 8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연도별 교직 적성․인
성 검사 적격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이번 시험에 응시
‣ 최종적으로 입학연도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시험 당일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학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이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대비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기준체온보다 높은 경우 입실
이 제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