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34호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건축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및 시간 (시험장 개방시간 : 07시 30분)

시험일자
특
2021. 3. 20(토) 별
시
험
장
2. 시험장소

구분 시험장
제1시험장
제2시험장
제3시험장
제4시험장
제5시험장
서울권
제6시험장
제7시험장
제8시험장
제9시험장
제10시험장

구 분
일반 응시자
장애편의지원제공 응시자
(시험시간 동일)
장애편의지원제공 응시자
(시험시간 1.2배)
장애편의지원제공 응시자
(시험시간 1.3배)

응시번호
00001-00271
00272-00814
00815-01090
01091-01489
01490-01768
01769-02138
02139-02556
02557-02910
02911-03274
03275-03772

대지계획
09:00(180분)
～ 12:00
09:00(180분)
～ 12:00
09:00(216분)
～ 12:36
09:00(234분)
～ 12:54

시험장소
오주중학교
송파중학교
오금중학교
오금고등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송례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잠실중학교
광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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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건축설계 1
13:00(180분)
～ 16:00
14:00(180분)
～ 17:00
14:00(216분)
～ 17:36
14:00(234분)
～ 17:54

건축설계 2
16:30(180분)
～ 19:30
18:30(180분)
～ 21:30
18:30(216분)
～ 22:06
18:30(234분)
～ 22:24

소재지
교통편
5호선 개롱역
서울 송파구 동남로 지하철
1번출구 도보 약 10분
5호선 개롱역
서울 송파구 동남로 지하철
4번출구 도보 약 15분
3,5호선 오금역
서울 송파구 오금로 지하철
7번출구 도보 약 10분
3,5호선 오금역
서울 송파구 중대로 지하철
1번출구 도보 약 10분
8호선 송파역
서울 송파구 송이로 지하철
2번출구 도보 약 15분
8호선 송파역
서울 송파구 송이로 지하철
1번출구 도보 약 15분
버스승차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시내에서
50, 231, 343, 362, 3012
분당선 구룡역
서울 강남구 개포로 지하철
5번출구 도보 약 10분
2호선 잠실역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철
7번출구 도보 약 10분
5호선 광나루역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지하철
3번출구 도보 약 15분

구분 시험장
제11시험장
제12시험장
제13시험장
서울권
제14시험장
제15시험장
특별시험장
부산1시험장
부산권 부산2시험장
부산3시험장
대구1시험장
대구권
대구2시험장
광주1시험장
광주권
광주2시험장
대전1시험장
대전권
대전2시험장
인천1시험장
인천권 인천2시험장
인천3시험장

응시번호
03773-04112
04113-04743
04744-13010
13021-17995
18020-20000
70052-79091
20001-20274
20275-20667
20668-29907
30004-30709
30710-39935
40003-40642
40644-49941
50001-50681
50682-59928
60001-60430
60432-60817
60821-69839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편
5호선 고덕역
명일중학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철
1번출구 도보 약 15분
2, 7호선 대림역
구로중학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지하철
4번출구 도보 약 10분
대림중학교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지하철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도보 약 15분
7호선 보라매역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지하철
7,8번출구 도보 약 10분
성남고등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지하철7호선신대방삼거리역
5번출구 도보 약 15분
3호선 남부터미널역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지하철
2번출구 도보 약 10분
1호선 명륜역
동래원예고등학교 부산 동래구 금강로 부산지하철
3번출구 도보 약 12분
1호선 명륜역
유락여자중학교 부산 동래구 금강로 부산지하철
3번출구 도보 약 12분
2호선 전포역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부산지하철
3번출구 도보 약 10분
1호선 상인역
대구상원중학교 대구 달서구 상인로 대구지하철
6번출구 도보 약 15분
1호선 월촌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월배로 대구지하철
2번출구 도보 약 10분
버스승차
광주성덕중학교 광주 광산구 장덕로 시내에서
10, 49, 72, 101
버스승차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시내에서
40, 51, 94, 101
대전글꽃중학교 대전 중구 계룡로 대전지하철1호선서대전네거리역
1번출구 도보 약 20분
버스승차
대전구봉중학교 대전 서구 관저서로 시내에서
41, 42, 43, 46, 202, 2002
2호선 만수역
인천만수여자중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로 인천지하철
1번출구 도보 약 20분
버스승차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시내에서
4, 22, 511
인천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인천지하철1호선부평구청역
1번출구 도보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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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주의사항
①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학교 및 좌석 외에는 응시가 불가하니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험당일 7시 30분에 시험장을 개방하고,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과목별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장 출입 및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③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장 행정실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여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한 시험과목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응시표의 신청과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⑤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무단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⑥ 일반계산기는 사용가능하며, 만약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초기화
(Reset)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초기화 불가시 사용금지)
⑦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⑧ 시험종료 타종 후에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
하여 답안지 제출지연․거부할 경우 해당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⑨ 부산2(부산유락여중), 광주1(광주성덕중), 대전1(대전글꽃중), 대전2(대전구봉중) 시험장은
교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 시험당일 현관에서 제공하는 덧신을 신고 입실하여야
합니다.
⑩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전동지우개, 반복적인 행위 등)을 발생할 경우 시험감독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응시생은 퇴실조치되며 해당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⑪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험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우천 또는 운동장 만차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 주차 가용대수 참조)
⑫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학교시설물은 금연건물로 학교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⑬ 응시자는 별첨된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문 기재사항과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⑭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성적이의신청을 일체 받지 않고,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채점에 반영합니다.
- 기간 : 3/22(월) 09:00 ~ 3/28(일) 18:00까지
- 방법 : 건축사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exam.kira.or.kr)를 통해 이의제기
⑮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
(02-3415-68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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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각 학교별 주차 가용대수

구 분 시 험 장 시험장소
소재지
제1시험장 오주중학교
서울 송파구 동남로
제2시험장 송파중학교
서울 송파구 동남로
제3시험장 오금중학교
서울 송파구 오금로
제4시험장 오금고등학교 서울 송파구 중대로
제5시험장 석촌중학교
서울 송파구 송이로
제6시험장 가락중학교
서울 송파구 송이로
제7시험장 송례중학교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개포고등학교 서울 강남구 개포로
서울권 제8시험장
제9시험장 잠실중학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제10시험장 광남중학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제11시험장 명일중학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제12시험장 구로중학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제13시험장 대림중학교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제14시험장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제15시험장 성남고등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특별시험장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부산1시험장 동래원예고등학교 부산 동래구 금강로
부산권 부산2시험장 유락여자중학교 부산 동래구 금강로
부산3시험장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대구상원중학교 대구 달서구 상인로
대구권 대구1시험장
대구2시험장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월배로
광주성덕중학교 광주 광산구 장덕로
광주권 광주1시험장
광주2시험장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대전글꽃중학교 대전 중구 계룡로
대전권 대전1시험장
대전2시험장 대전구봉중학교 대전 서구 관저서로
인천1시험장 인천만수여자중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로
인천권 인천2시험장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인천3시험장 인천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주의사항

응시인원
260명
540명
270명
396명
276명
360명
408명
348명
360명
490명
300명
396명
255명
630명
171명
10명
210명
288명
368명
345명
202명
264명
258명
405명
343명
231명
210명
214명

주 차
가용대수
약 40대
약 50대
약 50대
약 50대
약 50대
약 50대
약 50대
약 40대
약 40대
약 40대
약 40대
약 20대
약 40대
약 50대
약 40대
약 20대
불가
약 40대
약 40대
약 30대
약 40대
약 50대
약 40대
약 50대
약 50대
약 20대
약 50대

비고

운동장 사용불가
잔디운동장
운동장 사용불가
지하주차장
운동장 사용불가
잔디운동장
월촌초 운동장
운동장트랙
지하주차장
잔디운동장

- 주차 개방시간 : 07:00부터 학교별 만차 시까지(만차 시 출입문 폐쇄함)
- 우천시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운동장이 개방되지 않습니다.
- 대구1시험장(상원중)은 잔디운동장으로 운동장 주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바로 옆 월촌
초등학교 운동장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학생들 출입이 빈번하니 차량 입출차시 각별히 주의
하여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 주차불가에 따른 불이익 등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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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응시자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제한 및 철회 대상자
◦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차후 시행

(

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 기준

주 내 해외 또는 국내 집단발생지 방문자, 의심증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2

없는 한 응시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입실부터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

.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
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도시락 지참 및 개인 음용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으며,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드시는 등 응시자 간 적정거리 유지
및 이동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

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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