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02호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

○ ‘23. 제3회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 임용기관 전북도  대상자에 한해 역량평가(면접 당일 작성) 시범 시행 : 자기소개서 대체

○ ‘23. 제2~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전체 임용기관 대상자에 대해 인ㆍ적성 검사 확대 시행 

○ 상기 시험일정은 향후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3년 2월중 예정)』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

 2023년도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 「9급-4.8. / 7급-◯1차7.22.(Psat), ◯2차9.23.」 

○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별ㆍ직렬별ㆍ지역별 선발인원 등 세부사항이 포함한「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23년 2월중에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ㆍ2차 병합 3차(면접) 최종합격자발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수의7급, 수의연구사 등)

3월초 3월중 3월중 3월말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운전 등)

2~3월 4월중 5월중 5~6월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9급, 세무9급 등)

3.13.(월)~17.(금) 6. 10.(토) 7~8월 8~9월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행정7급, 지도사 등)

7.17.(월)~21.(금) 10. 28.(토) 11~12월 11~12월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공고

참 고



참 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 사전 안내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 사전 안내

Ⅰ  연구사 직렬 필기시험 일정 변경

 ’24년부터 시행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연구사 직렬(전체) 시험일정 하반기로 변경

 * 상반기(제2회 경채) ➬ 하반기(제4회 공ㆍ경채) 시험으로 일정 변경    * 23년 : 유예공고(1年)

Ⅱ  운전 직렬 응시자격 기준 변경

 ’25년부터 시행

❍ 운전직(1종 대형면허)채용직렬 전문성(경력) 강화 ➬ 실무경력사항 1년 포함(경력증명서)

* 실무경력 1년 제외(굴삭기, 로더 ➬ 1종 대형면허)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가능함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3. 2월중)를 

참고 하시기 바람

Ⅲ  연구사〔녹지연구, 해양수산연구〕 학력 자격 기준 상향

 ’25년부터 시행

❍ 녹지ㆍ해양수산 연구사의 학력자격 기준요건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에서 

석사학위 이상으로 변경하여 시행   * 학력 기준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변경 전

➱
변경 후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자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