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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1】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역발전소 주변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역

발전소주변지역 기준1.� 발전소주변지역 기준

가동 건설 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q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이내의 육지가 속하는 읍 면 동 지역5km� 이내의 육지가 속하는 읍·면·동 지역

대상발전소별 해당지역 및 가점 내역2.� 대상발전소별 해당지역 및 가점 내역

구 분구 분 거주지역거주지역 거주시기거주시기 가점내역가점내역

고리고리
본부본부

고리고리#1~4
기장군 장안읍 일광읍◦기장군 장안읍,� 일광읍

울주군 서생면◦울주군 서생면

◦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1968년 5월 1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65.5.2.~`68.5.1.)

◦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 이상1971년 11월 15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68.11.16.~`71.11.15.)

본인본인(10%),

자녀자녀(5%)

신고리신고리#1,2
기장군 장안읍 일광읍◦기장군 장안읍,� 일광읍

울주군 서생면◦울주군 서생면

◦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1997년 12월 26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92.12.27.~`97.12.26.)
본인본인(5%)

한빛한빛
본부본부

한빛한빛#1~6

영광군 홍농읍 법성면◦영광군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 � 백수읍

고창군 상하면◦고창군 상하면

◦ 년 월 일을 포함하여1978년 7월 22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이전 3년 이상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75.7.23.~`78.7.22.)

◦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 이상1980년 12월 9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77.12.10.~`80.12.9.)

본인본인(10%),

자녀자녀(5%)

월성월성
본부본부

월성월성#1~4
경주시 문무대왕면◦경주시 문무대왕면,�

양남면 감포읍양남면,� 감포읍

◦ 년 월 일을 포함하여1975년 6월 17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상 계속 거주한 자(`72.6.18.~`75.6.17.)

◦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 이상1977년 5월 3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74.5.4.~`77.5.3.)

본인본인(10%),

자녀자녀(5%)

신월성신월성#1,2
경주시 문무대왕면◦경주시 문무대왕면,�

양남면 감포읍양남면,� 감포읍

◦ 년 월 일을 포함하여1995년 7월 20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이전 5년 이상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90.7.21.~`95.7.20.)
본인본인(5%)

한울한울
본부본부

한울한울#1~6
울진군 북면 죽변면◦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 울진읍

◦ 년 월 일을 포함하여1979년 5월 9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상 계속 거주한 자(`76.5.10.~`79.5.9.)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1982년 3월 5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상 계속 거주한 자(`79.3.6.~`82.3.5.)

본인본인(10%),

자녀자녀(5%)

신한울신한울#1~4
울진군 북면 죽변면◦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 울진읍

◦2002년 월 일을 포함하여년 5월 4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 이상이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계속 거주한 자(`97.5.5.~`02.5.4.)
본인본인(5%)

새울새울
본부본부

신고리신고리#3~6
기장군 장안읍 일광읍◦기장군 장안읍,� 일광읍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년 월 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2000년 9월 16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상 계속 거주한 자(`95.9.17.~`00.9.16.)
본인본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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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2】

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역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역

관련근거1.� 관련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 조�q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치지역의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적용대상지역2.� 적용대상지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경주시�q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경주시)

가점적용시기3.� 가점적용시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q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 1.� 2)

적용대상자4.� 적용대상자

�q 유치지역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을 포함하여 이전유치지역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을 포함하여 이전�

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가점적용방법5.� 가점적용방법

지역모집 뿐만 아니라 일반모집 지원시도 각각의 전형별로 가점�q 지역모집 뿐만 아니라 일반모집 지원시도 각각의 전형별로 5%�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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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3】

응시분야별 지원가능 학과응시분야별 지원가능 학과 세부전공 학부(세부전공, 학부)

모집분야모집분야 세부전공 학부 학과세부전공,� 학부,� 학과

사무사무 제한 없음제한 없음

기계기계

기계 자동차 공정 공정설계 금속 시스템 금속재료 금속신소재 기계공학 기계과 기계설계 자동화공학(기계)자동차/공정(공정설계)/금속(시스템)/금속재료(금속신소재)/기계공학(기계과)/기계설계(자동화공학)/

기계시스템 디자인 기계재료 소재 기계정보 기계제어 기관학 냉동 공조 냉동공조에너지 농업기계기계시스템(디자인)/기계재료(소재)/기계정보/기계제어/기관학/냉동(공조)/냉동공조에너지/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화 무기재료 산업공학 산업기계 산업시스템 생물산업기계 생산 산업 자동화 생산가공메카트로닉스(자동화)/무기재료/산업공학/산업기계/산업시스템/생물산업기계/생산(산업)자동화/생산가공

생산기계 선박공학 선박기계 소방설비 신소재 응용 공학 열 및 유체 재료공학 정밀기계 조선공학/생산기계/선박공학/선박기계/소방설비/신소재(응용)공학/열 및 유체/재료공학/정밀기계/조선공학/

지능기계 철도기계 컴퓨터 응용 기계 설계 항공우주 기계 시스템 재료 해양공학 해양기계 등지능기계/철도기계/컴퓨터(응용)기계(설계)/항공우주(기계/시스템/재료)/해양공학/해양기계 등

전기전자전기전자

광전자 기계제어 디지털정보 로봇시스템 멀티미디어통신 반도체공학 소방설비 위성 이동통신 응용전자광전자/기계제어/디지털정보/로봇시스템/멀티미디어통신/반도체공학/소방설비/위성(이동통신)/응용전자

/의용전자 전기공학 전기공학교육 전기과 전기시스템 전기전자 제어 공학 전기전자전파공학 전기전자의용전자/전기공학/전기공학교육/전기과/전기시스템/전기전자(제어)공학/전기전자전파공학/전기전자

제어 전기정보 통신 전기제어 전자공학 전자과 전자시스템 전자재료 전자전기 정보 전자제어 전자전기제어/전기정보(통신)/전기제어/전자공학/전자과/전자시스템/전자재료/전자전기(정보)전자제어/전자전기

정보 통신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전자전산학 전자전파정보 통신 공학 전자컴퓨터 제어계측공학 제어(정보)통신공학/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자전산학/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전자컴퓨터/제어계측공학/제어

계측시스템 제어계측자동화 제어계측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응용 전기시스템공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계측시스템/제어계측자동화/제어계측컴퓨터/컴퓨터/컴퓨터(응용)전기시스템공학/컴퓨터멀티미디어/

항공전자 항공통신 해양선박전자 해양선박통신 등항공전자/항공통신/해양선박전자/해양선박통신 등

원자력원자력
물리 물리교육 방사선학 에너지 시스템 자원 공학 원자력공학 원자력양자공학 원자시스템공학 원자핵물리/물리교육/방사선학/에너지(시스템/자원)공학/원자력공학/원자력양자공학/원자시스템공학/원자핵

공학 응용물리 전자물리 등공학/응용물리/전자물리 등

화학화학

고분자공학 공업화학 농화학 대기과학 대기환경 생물화학 약학 응용화학 정밀화학 제약학 해양 환경고분자공학/공업화학/농화학/대기과학/대기환경/생물화학/약학/응용화학/정밀화학/제약학/해양(환경/

과학 학 화공생명 화학 화학공학 화학교육 화학소재 화학시스템 환경경제 환경계획 환경공학 환경과학과학)학/화공생명/화학/화학공학/화학교육/화학소재/화학시스템/환경경제/환경계획/환경공학/환경과학

환경지질 탐사 환경학 등/환경지질(탐사)/환경학 등

토목토목

건설 지역건설 공학 건설환경 시스템 공학 구조 구조시스템 지반 공학 도시 계획 공학 조경학 지구과학건설(지역건설)공학/건설환경(시스템)공학/구조(구조시스템/지반)공학/도시(계획)공학/조경학/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지질 토목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과 토목설계공학 토목환경 시스템 공학 해/지구물리학/지구환경과학/지질/토목공학/토목공학교육/토목과/토목설계공학/토목환경(시스템)공학/해

양토목 건설 등양토목(건설)� 등

건축건축 건축과 건축공학 건축설계 설비 건축학 실내건축 디자인 등건축과/건축공학/건축설계(설비)/건축학/실내건축(디자인)� 등



- 18 -

【붙임【붙임 】#4】

응시분야별 지원가능 자격증 면허응시분야별 지원가능 자격증․면허

모집분야모집분야 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

사무사무 해당없음해당없음

기계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 재료 가공 기계 기계설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공조냉동기계/궤도장비정비/금속(재료/가공)/기계/기계설계

기계정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사출금형 설계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계/기계정비/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사출금형(설계)/산업안전/소방설비(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방사선 초음파 자기 침투 와전류에너지관리/용접/일반기계/정밀측정/프레스금형설계/(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

누설 비파괴검사 자동차 정비/누설)비파괴검사/자동차 정비

전기전자전기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계측제어 소방설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 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산업계측제어/소방설비(전기)/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전자/전자

계산기 제어 전파전산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계산기(제어)/전파전산/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

원자력원자력 원자력 방사선비파괴검사 핵연료물질취급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원자력/방사선비파괴검사/RI/SRI/핵연료물질취급자/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화학화학
가스 농화학 대기환경 세라믹 소음진동 수질환경 위험물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가스/농화학/대기환경/세라믹/소음진동/수질환경/위험물/자연생태복원/토양환경/폐

기물처리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기물처리/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

토목토목 도시계획 응용지질 조경 지적 지질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지질 및 지반도시계획/응용지질/조경/지적/지질/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토목/지질 및 지반

건축건축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

※※ 모집단위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기 자격증․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분야 지원 가능모집단위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기 자격증․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분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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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5】

원자력전공자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학과원자력전공자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학과

적용대상�q 적용대상:� 원자력 에너지 관련학과 전공자원자력(에너지)� 관련학과 전공자*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 :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 :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q 적용방법 전형단계 차 차 전형 별 원자력전공자 합격인원 비율이 에적용방법:� 전형단계(1차,� 2차 전형)별 원자력전공자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점 이내 원자력전공자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 서열순미달할 경우 ‘합격선 -3점’� 이내 원자력전공자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 서열순

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단 선발인원이 인을 초과하는 모집단위 응시분야에 한함(단,� 선발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모집단위/응시분야에 한함)

적용대상 학과 세부전공 학부q 적용대상 학과(세부전공,� 학부)

�

세부전공 학부 학과세부전공,� 학부,� 학과

에너지 시스템 자원 공학 원자력공학 원자력양자공학 원자시스템공학 원자핵공학 등에너지(시스템/자원)공학/원자력공학/원자력양자공학/원자시스템공학/원자핵공학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