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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Ⅰ  주요 변경사항        * 범례 삭선 : 내용 삭제 / 청색 : 조건 추가

 q 3차 전형 개선  * 13 - 3, 4, 9 page 참조

구 분 개 선

3차 전형 추가
(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사, 최종선발위원회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최종선발위원회

조회목적 ⦁ 피성년/피한정후견인(舊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여부 확인

조회방법

⦁ 전자정부법에 의거 시행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전산 조회

* 지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통해 “사전동의” 를 받고,
공군본부 인재획득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전산 조회

 q 구비서류 제출 서류목록 변경  * 13 - 11 page 참조

구 분 기 존 개 선

신원조사/

전형 서류
⑤ 병적기록표 (軍 미필자 제외) 1부

⑤ 병적기록표 1부

  (軍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국방부훈령 제2319호(2019. 9. 24.) 개정에 따른 제출 서류 변경

 q 특기명칭 개정사항 반영 : 총무 → 인사교육 * 별지5 (별지 43 - 12 page) 참조

 q 별지 6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 : 최신화 * 별지6 (별지 43 - 13 page)참조

q 필기시험 (한국사) 출제범위 변경 예고

기 존 변 경 적용시점

全 범위 (고대사 ∼ 근현대사) 근현대사 238기 (’20년 5월 필기시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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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q 전형 관련 변경사항

m 특별전형Ⅰ  * 별지1 (별지 43 - 1∼4 page) 참조

구 분 기 존 개 선

별지 1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평가계획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평가기준 및 계획

모집분야별 평가기준 명시를 통해 지원자의 평가준비 방향 제시 및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

m 특별전형Ⅱ  * 별지2 (별지 43 - 5∼8 page) 참조

특 기 관련자격(기사급) 전공학과 비 고
161X

(항공관제)
항공교통관제사(기술사급 적용)

항공교통관리학, 항공운항학,

교통공학, 교통시스템학, 도시․교통공학
전공 수정

162X

(항공운항)

항공운항관리사(기술사급 적용),

항공교통안전관리자(기사급 적용)

항공교통학, 조류학, 항공운항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전자공학, 군사학

자격·전공 

추가/삭제

462X

(항공운수)
관세사, 가스, 위험물, 차량, 자동차정비, 교통, 철도차량, 포장

무역학, (항공)교통학, 물류학, 

철도학, 수송학
자격 추가

941X

(항공의무)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1급(50점)

간호학, 임상병리학, 치위생학, 

방사선학, 응급구조학
전공 추가

m 일반전형  * 별지3 (별지 43 - 9∼10 page) 참조

직 종 관련자격(기사급) 전공학과 비 고

수  송

가스, 용접, 교통,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 실기교사, 교통사고분석사, 

포장, 철도/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송, 

보세사, 물류관리사, 교통사고감정사, 위험물,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철도차량운전면허, 

표면처리,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 운전기능점검원, 

중장비(지게차,굴삭기,로우더등)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렉카/트레일러)

무역학, 물류학, (항공)교통학, 자동차학, 수송학
자격·전공 

추가

의  무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1급), 

응급구조사(2급), 안경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간호조무사, 임상심리사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보건, 임상병리, 보건행정, 

안경광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응급구조, 

의료, 환경보건, 보건위생, 환경보건, 

산업보건학, 의공학과, 의료공학과, 의용생체공학, 

상담심리학, 심리치료학, 의무부사관과

자격·전공 

추가/삭제

m 일반전형 지원자 가점표  * 별지4 (별지 43 - 11 page) 참조

구 분 직종 자격사항 비 고

가점30점 수    송 ⦁국제무역업 또는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자격 추가

가점20점

모든직종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0% 가산점 부여 대상자 용어 수정

수    송 ⦁국제무역업 또는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1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자격 추가

의    무 ⦁간호조무사 자격 삭제

가점10점
모든직종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5% 가산점 부여 대상자 용어 수정

의    무 ⦁응급구조사 2급, 간호조무사 자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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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Ⅱ  모집개요

 q 모집인원 : 000명

 q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4년 (남·여 동일)

 q 지원자격

m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제1항

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입영일 (’20. 6. 8.) 1일 前 기준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지원 직종 관련

        - 특별전형 등 별도로 지원자격을 명시한 전형은 해당 학력을 소지한 사람

        - 고교 졸업예정인 사람 

          *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3학년 재학생 中 기본군사훈련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 자

m 군인사법 제15조 (임용연령의 제한) 제1항

ü 임관일 (’20. 9. 1.)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여
복 무 기 간 지원 상한연령 출생일 기준
군 복무 미필자 만 27세 1992. 9. 2. ∼ 2002. 9. 1.

1년 미만 만 28세 1991. 9. 2. ∼ 2002. 9. 1.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29세 1990. 9. 2. ∼ 2002. 9. 1.

2년 이상 만 30세 1989. 9. 2. ∼ 2002. 9. 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m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제2항

ü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14 - 213 - 3



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q 모집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19. 12. 16.(월) ~ 12. 27.(금)
(마감일 17:00 기준 접수 종료)

’대한민국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구비서류(전형/추가) 접수
* 특별전형 지원자만 제출

’19. 12. 16.(월) ~ 12. 31.(화) 우편접수

1차
전형

특별전형 서류심사 ’20. 1. 6.(월) ~ 1. 10.(금)
전국 10개 모집 지구 및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특별전형Ⅰ 평가 ’20. 1. 20.(월) ~ 1. 31.(금) 별지 1 참조

일반전형 (필기시험) ’20. 1. 18.(토) 전국 9개 모집 지구
(대전/강릉지구제외)

특별전형Ⅱ 심사 ’20. 1. 28.(화) ~ 1. 31.(금)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합격자 발표 ’20. 2. 14.(금)
’대한민국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구비서류(전형/추가) 접수
* 일반전형 합격자만 제출

’20. 2. 17.(월) ~ 2. 25.(화) 우편접수

2차
전형

일반전형 서류심사 ’20. 3. 2.(월) ~ 3. 13.(금)
전국 10개 모집 지구 및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신체검사/면접 ’20. 3. 9.(월) ~ 3. 13.(금) 전국 10개 모집 지구
(대전지구제외)

합격자 발표 ’20. 3. 27.(금)
’대한민국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구비서류(신원조사) 접수
* 2차전형 합격자만 제출

’20. 3. 30.(월) ~ 4. 7.(화) 우편접수

3차
전형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20. 4. 20.(월) ~ ’20. 5. 15.(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최종선발위원회 ’20. 5월 4주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합격자 발표 ’20. 5. 29.(금)
’대한민국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입영
전형
(1주)

정밀신체검사·
인성검사·체력검정

’20. 6. 8.(월) ~ 6. 12.(금)
교육사 27예비단

(경남진주)

합격자 발표 ’20. 6. 12.(금)
’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인터넷)

기본군사훈련(11주) ’20. 6. 15.(월) ~ 8. 28.(금)
공군교육사령부

(경남진주)

임 관 ’20. 9. 1. 부 -

* 상기일정은 공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제출 : 주소(별지8 참조), 제출마감일소인까지만인정, 우편발송후영수증(발송증)필히지참

13 - 4



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Ⅲ  지원절차

 q 지원서 접수기간 : ’19. 12. 16.(월) ~ 12. 27.(금) 17:00 까지

     * 자격증 및 어학점수, 한국사능력검정 등 자격 인정 기준일 : 접수 마감일 (’19. 12. 27.)

     * 접수 마감일 후 취득예정 자격을 지원서상 명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처분 가능

 q 접수방법

① 인터넷 “대한민국공군모집” 홈페이지(http://go.airforce.mil.kr) 접속

② 홈페이지 내 부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신체검사 기준, 특기소개 등 참고

③ 홈페이지 하단 좌측 “지원서 작성” 아이콘 클릭

    “부사관후보생” ⇨ “237” ⇨ “지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지원내용 입력

④ 지원사항 입력

   - 수험지구 선택(서울/수원/대구/광주/부산/대전/청주/진주/원주/강릉/전주)

* 주소지에 관계없이 본인 희망지구 선택 가능

   -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직종에 관계없이 합격을 희망할 경우 ‘임의분류’란에 ‘동의’ 선택

   - 특별전형 I·II, 일반전형 중 희망하는 전형 및 직종/분야/특기 선택

*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동시 지원 시 특별/일반전형 중복 지원여부 ‘중복지원’ 체크
* (특별또는일반)전형中한가지만지원시특별/일반전형중복지원여부 ‘중복미지원’ 체크
* 특별전형 I과 II 동시선택 또는 특별전형 II 다중 선택 불가 (동시선택시지원서기각)

   - 유공신체장애병사는 “유공신체장애병사” 선택 (타 전형과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선택 (등급 및 자격보유 유무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처리)

   - 특별전형II 지원자는 전공명칭과 함께 이수학기(일반) 또는 이수학점(학점은행제) 기재

⑤ 개인신상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이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필히 입력), 병역사항, 학력사항 등 입력

   -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입력 (자격명칭, 취득일자, 자격번호를 정확히 입력)

   - 사진등록 클릭 후 증명사진 업로드 (해상도 100, 확장자 *.jpg 파일)

   - 지원서 제출 오류 시 공군모집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의 답변(21번) 참조

⑥ 지원서 작성 완료, 저장 후 모집담당 접수 확인대기 (최대 1일 소요 / 휴무일 제외)

   - 접수기각 시 사유 확인 후 재접수 (예 : 특별전형 다수 선택, 전공/자격과 지원직종 불일치 등)

   - 접수기간 중 접수처리 완료 여부 반드시 수시로 확인 (정상접수 시 수험번호 부여)

⑦ 접수완료시 지원서 출력

   - A4용지에 출력, 테두리가 깨지고 인쇄되지 않거나 작게 출력되는 경우 인쇄설정 조정

* 공군모집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의 답변(19번) 참조

    ※ 일반전형 지원자 구비서류는 지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고 1차 합격자 발표 후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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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Ⅳ  1차 전형

 □1  특별전형 I

m 전형기간 : ’20. 1. 20.(월) ~ 1. 31.(금)

m 지원자격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사람

m 선발방법 : 모집분야별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 주관 실기평가 또는

면접 등으로 특정직위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사람 선발

m 모집분야 (별지 1)

구 분 모 집 분 야

남/여

영어우수자, 제2외국어우수자, 공정통제사, 항공구조사, 안전점검관, 정보보호, 공보정훈, 군악, 의무, 

빅데이터(AI), 모바일앱, VR/AR, F-35A 정보체계운영, 3D프린팅, 드론(무선통신체계정비/화생방), 

3D그래픽(정보체계관리/공병건설), 빅데이터(정보체계관리/공병건설) 

* 지원 분야별 전형 세부사항은 평가주관 부대(서) 확인

………………………………………………………………………………………………………………

 □2  특별전형 II

m 지원자격 : 특기 관련 자격(기사급 이상)과 전공(전문대 이상) 동시 구비자

- 전 공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 또는 2~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인 사람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진흥원) 80학점 이상 이수(졸업) 또는 이수 예정(졸업예정)인 사람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기본군사훈련 기간 내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 4년제 복수전공자 중 2전공으로 지원 시 졸업(예정)자만 지원자격 인정

- 자 격 : 기사급 이상 자격증 보유한 사람

m 선발방법 : 서류전형을 통해 특기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우수자원 선발

- 자원수준 및 선발소요 고려 적정인원 선발

m 가산점 : 지원특기관련추가자격증 (기사급이상 /지원특기관련자격증배점의 10%),

공인영어성적 (토익 550점 이상 또는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 영어(환산) : (취득점수 ÷만점) × 기술(10점)또는일반(30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m 모집특기 (별지 2)

구 분 모 집 특 기

남/여

161X, 162X, 241X, 251X, 300X, 302X, 304X, 306X, 307X, 308X, 401X, 402X, 403X, 404X, 

405X, 406X, 408X, 410X, 411X, 413X, 414X, 415X, 416X, 417X, 418X, 419X, 421X, 422X,

423X, 461X, 462X, 463X, 464X, 551X, 553X, 555X, 556X, 558X, 671X, 941X

………………………………………………………………………………………………………………

※ 특별전형 지원자는 일반전형 필기시험에 중복지원 가능 (지원서 작성 시 신청)

지원서 작성 시 이수 학기 (학점은행제인 경우 학점)를 수기로 반드시 입력 (졸업예정 학기/학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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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3  유공신체장애 병사 특별전형

m 지원자격 :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 중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에 명시된 공적 및 신체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기    준

공  적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신  체

· 앞을 볼 수 있을 것 

·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 외모 또는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 일반행정직/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

- 부사관 임용 연령을 충족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m 모집직종 : 일반전형과 동일

m 선발방법 : 심의 및 면접을 통해 공적 및 임무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 선발
* 특기는 병과별 충원율 및 임무, 개인 희망 등 고려 결정
*기본사훈련 (입영전형포함)은별도로실시하지않으며임관일자등선발후일정은별도통보

……………………………………………………………………………………………………………………………
   
   성적이 우수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공군 부사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선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임의분류 제도

m 대 상 : 일반전형 직종별 비선발자 중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m 시행절차

- 임의분류를 희망자는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임의분류”란에 “동의” 선택

- 일반전형에서 희망직종에는 비선발되었으나, 임의분류에 동의한 지원자 중
전공/자격 및 필기시험 성적 고려 유사 직종으로 임의분류 후 1차 합격

- 2차 전형 면접 시 임의분류 개인 동의여부 재수렴(부동의시 불합격 처리) (별지16)

- 임의분류 된 지원자가 2차 전형 합격 시 변경된 직종으로 최종 선발

………………………………………………………………………………………………………………

□4  일반전형 (별지 3 / 4 / 5)

m 지원자격 : 지원직종 관련 전공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m 선발방법 : 직종별 소요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20. 1. 18.) 및 면접을 통해 선발

m 모집직종

구 분 모 집 직 종

남/여 일반, 기계, 통신전자, 전기, 수송, 공병, 화생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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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4-1  필기시험

m 시험일시 : ’20. 1. 18.(토) 13:30 ~ 17:35

- 시험일 해당고사장에 12:30까지 고사장 입실 (신분확인, 답안지 작성요령 교육 등)

* 최종입실 허용은 13:20까지이며, 이후 입실은 불가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m 응시대상 : 일반전형 지원자 (특별전형 중복지원자 포함)
* 정확한 시험인원 확인을 위해 필기시험 미응시자(중복지원자 포함)는 시험일
2주 前('20. 1. 4.)까지 지구별 장병모집담당에게 반드시 통보

m 시험장소 : 서울 등 9개 지구 (지원서 작성 시 본인 선택) * 대전/강릉지구제외

* 시험장소(학교)는 시험 2주 前 공군모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m 시험과목 ․배점 및 시간표 

구   분

KIDA 간부선발도구 (별지 18 / 19)
3교시 (16:25 ~ 17:35)

총계
1교시 (13:30 ~ 14:55) 2교시 (15:10 ~ 16:13)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소계

상황

판단

직무

성격
소계 영어 한국사 소계

문항수(개) 25 20 18 30 93 15 180 195 25 25 50 338

배  점(점) 30 30 10 10 80 20 면접자료 20 50 50 100 200

* 출제수준 : 1~2교시는 기본상식 수준, 3교시는 고교과정 수준 (한국사는근현대사포함)

m「한국사능력검정」성적 보유 시 한국사 과목 면제 (필기시험중복응시가능)

- 지원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구  분 중급 4급 중급 3급 고급 2급 고급 1급

점  수 42점 45점 47점 50점

* 구비서류 우편 제출 시 성적표와 함께 제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성적유효 (국사편찬위원회주관시험성적인정)
* 필기시험한국사과목과중복응시한경우한국사능력검정성적과비교하여유리한점수반영

m 가 점 (별지 4)

- 직종별 가점사항에 따라 필기시험 총점에 부여(가장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

m 합격 최저점수 : 각 과목별 (KIDA간부선발도구,영어,한국사) 배점의 40% 이상
* 과목별배점/합격최저점수: KIDA간부선발도구(100점/40점), 영어(50점/20점), 한국사(50점/20점)
* 과목별 최저점수 미만 시 불합격 처리

m 유의사항

- 시험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휴식시간포함)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시험문제를 수험표 등에 옮겨 적어 외부로 유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 군인사법시행령 제9조의2 (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별지 20)

-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0점’ 부여 및 불합격 처리

- 지참품목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인펜 (컴퓨터용), 수정테이프 (필요시)

* 시험시작(13:30) 前 까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퇴실조치
*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답안지 수정 가능(수정스티커·수정액은 불가)

※ 1차 합격자 발표 : ’20. 2. 14.(금) /「대한민국공군모집」홈페이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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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Ⅴ  2차 / 3차 전형

 q 2차 전형 : ’20. 3. 9.(월) ~ 13.(금) / 서울 등 10개 지구 * 대전지구제외

m 대 상 : 1차 전형 합격자 (특별전형 I/II, 일반)

- 응시일은 1차 합격증 및 공지사항 참조 (개인별 1일 소요)

m 신체검사 :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등위 기준 적용
- 신체기준 : 남자 - 신장 (159이상 ~ 204cm미만), BMI (17이상 ~ 33미만),

여자 - 신장 (155이상 ~ 185cm미만), BMI (17이상 ~ 33미만)

- 시 력 : 교정시력 우안 0.7 이상, 좌안 0.5 이상 (왼손잡이는반대)
            * 시력 교정수술을 한 사람은 입대 전 최소 3개월 이상 회복기간 필요(권장사항)

- 색각 (색약,색맹등포함) 이상인 사람은 불합격 (군악제외)

- 여성응시자는산부인과전문의문진후결과지 (임신반응검사결과포함)를입영전형시지참
            * 군 병원에서 산부인과 문진 희망 시 (무료) : ’20. 2. 26.(수) 10:00 / 항공우주의료원(청주)

※ 문진방법 : 산부인과 군의관 문진 후 필요시 골반초음파검사 시행
※ 문의 :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특수검진과(043-290-5573)
※ 군병원문진희망자는 2주전까지해당지구 장병모집담당에게 의사를밝히기바랍니다. (사전출입조치필요)

            * 본인 희망 시 민간병원 결과지로 대체 가능 (검진비는 응시자 부담)
            * 문진 결과 산부인과 질환 의심자 또는 의사 판단 下필요 시 골반초음파검사 시행

m 면 접 (25점) :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핵심가치 등 평가
* 면접결과 부적합자는 “부” 판정
* “적합” 판정자 중 필기시험(200점)과 면접(25점)을 합산하여 선발평가에 반영

m 서류심사 (해당 모집 지구 및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 제출서류 : 전형서류, 추가서류(해당시)

- 심사방법 : 제출서류와 지원서 상 기재한 본인 전공, 자격, 경력 등이 불일치 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시 불합격 처리

            * 본인 기록사항 및 제출 증명서 허위·변조 사실 발견 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무효 가능
            * 구비서류 위조·변조 시 형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m 준비사항 : 1차 합격통지서, 신분증

    ※ 2차 합격자 발표 : ’20. 3. 27.(금) /「대한민국공군모집」홈페이지 (인터넷)

……………………………………………………………………………………………………………………………
 q 3차 전형 : ’20. 4월 3주 ~ 5월 4주 / 공군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m 신원조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신원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목적 :국가안보를위하여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측정하고판단력·인품등에관한사항을조사

m 결격사유 조회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舊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여부

- 조회방법 : 전자정부법에 의거 시행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

m 최종선발위원회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 심사대상 : 2차 전형 합격자 전원

- 심사내용 : 1·2차 전형 (필기시험,신체검사,면접) 및 신원조사 결과 종합 심사

    ※ 3차 합격자 발표 : ’20. 5. 29.(금) /「대한민국공군모집」홈페이지 (인터넷)
13 - 9



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Ⅵ  입영전형 / 기본군사훈련

 q 입영전형(1주) : ’20. 6. 8.(월) ~ 12.(금) / 공군 교육사령부 (경남 진주)

m 대 상 : 3차 전형 합격자 * 1일차('20. 6. 8.) 14:00 전 까지 도착

m 정밀신검 :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등위 기준 적용 (별지 7)

- 검사과목 : X-레이, 혈액, 소변검사 (여성은 부인과 검사 포함) 등

* 입영 前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 (산부인과포함) 필요 (권장사항)

*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보고서 등의 허위 작성, 부정행위 등은 정직의무 위반에 의해 처벌(징계)

- 정 신 과 : 정신과 3급 이하 불합격

- 문신기준 : 신체의 한군데에 지름이 7cm 이하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로 합계

면적이 30㎠ 미만

m 체력검정 : 남 1,500m 달리기 7분 44초 이내, 여 1,200m 달리기 8분 15초 이내

m 준비사항 : 신분증, 2차 합격통지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예정자에 한함)

                      산부인과 문진 결과지 (임신반응검사 결과 포함 / 여성합격자에 한함)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외 추가 자격이 있을 경우 지참 가능 (특기분류시활용)

- 병사용 진단서 (민간병원발급 / 2차전형조건부합격자등해당자에한함)

    ※ 입영전형 합격자 발표 : ’20. 6. 12.(금) /「공군교육사령부」홈페이지 (인터넷)

……………………………………………………………………………………………………………………………
 q 기본군사훈련(11주) : ’20. 6. 15.(월) ~ 8. 28.(금) / 공군 교육사령부

m 대 상 : 입영전형 합격자

m 훈련내용 : 기본병영생활, 사격, 화생방, 기지방호 등

m 운영방침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군인다운 기질을 갖춘 공군 정예 부사관 양성

- 내/외적 군 기본자세 확립 및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초급간부 양성

- 투철한 국가관·안보관 및 강인한 체력을 가진 군인 양성 등

……………………………………………………………………………………………………………………………
 q 교육훈련안내

기본군사훈련
(11주)

임관식
(기본군사훈련후)

특기교육
(3주 ~ 16주)

부대배속

기본병영생활, 사격,

화생방, 기지방호 등
임관식

보급, 항공관제

항공기무기정비 등

종합성적
(기본군사훈련+특기교육)에
따라 배치 받은
실무부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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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기 부사관후보생 모집
Ⅶ  구비서류

 q 제출대상/시기 : 접수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소인까지 인정

제출대상 특별전형 지원자 일반전형 지원자 2차 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전형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전형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신원조사 서류

제출시기
’19. 12. 16.(월) ~ 31.(화)

지원접수 접수기간(+4일)

’20. 2. 17.(월) ~ 25.(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후

’20. 3. 30.(월) ~ 4. 7.(화)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후

 q 제출방법 : 해당지구 장병모집담당에게 우편 제출 (별지 8)

 q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구  분 서류목록 비  고

전형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자격 증빙서류 원본/사본 각 1부

④ 자기 소개서 1부

⑤ 병적기록표 1부

    (軍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유공신체장애 병사 전형 지원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추가

1. 전형서류 세부사항

① 지원서 : 인터넷 공군모집 홈페이지 출력(지원서 확인)

②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재학/휴학/학점인정증명서 중 택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또는 기관(학교) 발급 (기명날인 필수)

   - 외국학교는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번역공증 첨부

   - 직업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학점인정증명서 (80학점 이상만 인정, 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지원일 기준 60학점 이상 이수 시 졸업예정으로 인정

      * 기관(학교)에서 발급된 졸업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3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에「직업계고」임을 명시

③ 자격 증빙서류 : 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등

   - 지원하는 분야/특기/직종에 해당하는 자격증 제출

   - 자격증 원본은 사본과 대조 후 2차 전형기간 中 반환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대형/1·2종 등) 원본은

     운전경력증명서(정부·교통민원24, 경찰서 발급) 제출로 대체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은 전산에서 발급한 

     자격취득확인서로 원본 인정 (사본제출 불필요)

④ 자기 소개서 (전형서류 / 신원조사서류 총 2부) (별지 14)

   - 워드 또는 자필로 1페이지 이내 작성(서명)

   - 전형서류와 신원조회서류 자기소개서 내용은 반드시 동일

⑤ 병적기록표 (징계내용 반드시 포함) : 병무청 발급

   -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현역 간부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현역 병 또는 일반여성 지원자는 제출 불필요

신원조사

서    류

① 신원진술서 (본인서명) 1부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 첨부 출력 및 부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부 (신원조사 / 복수국적확인 각 1부) 

   * 양식(별지13) 출력 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 자필기재/동의함체크/서명누락시무효처리

③ 자기 소개서 (본인서명)  1부

④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원본, 본인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⑤ 병적기록표 1부

    (軍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⑥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신원조사 서류는 본인명의 발급

※ 서명 시 자필서명

2. 신원조사서류 세부사항

⦁신원진술서 양식 (별지 10)

⦁신원진술서 작성 방법 (별지 11)

⦁신원진술서류 정리 방법 (별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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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추가서류

특별전형I
⦁지원분야별 제출서류 각 1부

  (해당분야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

당

분

야

⦁공인 어학성적표 등 자격 증빙서류 (원본)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결과표 1부 (별지 6)

  - 3급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기타 지원자격 증빙서류

특별전형II ⦁지원특기별 제출서류 각 1부

⦁지원특기 관련 자격 증빙서류 원본/사본 각 1부

  - 특수 자격(전형서류와 중복제출 불필요)

  - 지원특기 관련 추가 자격 제출 시(기사) 가점

⦁공인영어성적표(원본) 1부

  - 점수에 따라 가점 부여

  - TOEIC 기준 550점 이상 성적에 대하여 환산점수 적용

  - 공인 영어성적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본만 인정

  - 공인 영어성적 환산표 적용 반영 (별지 9)

일반전형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원본)
⦁국사편찬위원회 발급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가점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자격증, 경력확인서 등 (별지 4)

  - 지원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가점이 있을 경우에 제출

  - 다자녀(4) 가정 자녀 가점 해당 시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1부

  (장병모집담당 요청 시)

⦁(이수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지원하는 직종과 전공이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유공신체 

장애병사

전    형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19. 12. 16.(월) ~ 12. 31.(화) 중 우편제출

  - ’19. 12. 31. 소인까지만 인정

현역병 

지원자

⦁소속 부대장 추천서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

⦁공군 현역병 : 소속 부대장 추천서 (별지 15)

⦁타군 현역병 : 각 군 참모총장 추천서 (입대일 표기)

⦁부대 인사참모를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원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사전제출

※ 학력서류를제외한제출서류는지원서접수마감일(’19. 12. 27.)을기준으로다음사항만인정

- 공인영어성적 기준일 2년 이내,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는 기준일 3년 이내

-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서류는 기준일 6개월 이내

- 기타 자격, 경력 증명서 등은 기준일 이전 취득사항만 인정

※ 제출서류와 지원서 상 기재한 본인 전공, 자격, 경력 등이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처리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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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1 : 특별전형I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평가기준 및 계획

분야(특기) 지원자격 /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주관

영어우수자

(항공관제)

⦁지원자격 : 다음 2가지 항목 모두 충족하는 자

  - TOEIC 750점(TOEFL 84, TEPS 594) 이상인 사람

  - 항공종사자(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3급 이상 합격한 사람

     * 평가(필기/구술) 당일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자만 응시자격 인정

※ 우대기준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소지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필기평가(40%), 구술(면접)평가(60%)

    · 필기평가(단답형) : 일반영어(문법, 독해)

    · 구술평가 : 어휘력, 발음, 문법, 유창성, 이해/상호작용 등

  - 선발기준 : 필기/구술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특별전형 선발 가능인원 범위 내)

’20. 1. 30.(금) 13:30

공군본부

항공정책관리과

(042-552-3142)

계룡대(충남 계룡)

(1정문 행정안내실)

제2외국어

우수자

(항공통제)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일어/중국어/러시아어 관련 학과 1년 이상 전공

  - 해당국가 현지 교육기관 1년 이상 수학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필기평가(40%), 구술평가(50%), 면접(10%)

    · 필기평가/구술평가 : 외국어 능력 전반 평가(세부사항 비공개)

  - 선발기준 :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19. 1. 21.(화) 14:00

공군본부

작전과

(042-552-3114)

계룡대 1정문 공무면회실 

공정통제사

(항공관제)

⦁지원자격 : 다음 신체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장/시력 : 170cm 이상 / 나안시력 0.8 이상

  - 항공종사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3급 이상(軍 신체검사)

※ 우대기준

  - 자격 : 항공교통관제, 응급구조 등 자격보유자

  - 어학 : TOEIC 550 이상 차등 가점 부여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신체검사(적/부), 면접(30%), 가점(15%), 체력평가(55%)

    · 신체검사 : 공중근무 Ⅲ 급 적합/부적합

    · 면접평가 :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핵심가치, 지원동기 등

    · 가점 : 특기관련필수자격, 임무수행관련자격, 어학능력,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 체력평가 (차등 점수적용)

      · 5km달리기 : 21~26분, 윗몸일으키기(2분) : 50~100개

      · 팔굽혀펴기(2분) : 50~100개, 턱걸이 : 9~25개,

      · 수영평가 (자유형, 평형, 잠영)

  - 선발기준 : 가점 제외한 총점 70%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신체검사>

’20. 1. 29.(수) 08:00

/ 항공우주의료원

5비

259대대

(051-979-2392)

<체력평가/면접>

’20. 1. 30.(목) 08:00

/ 공군사관학교

항공구조사

(항공구조)

⦁지원자격 : 다음 신체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장/시력 : 170cm 이상 / 나안시력 0.7 이상

  - 항공종사자(공중근무자) 신체검사 3급 이상(軍 신체검사)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체력평가(36%), 실기평가(54%), 면접(10%)

    · 체력평가 : 5KM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턱걸이

    · 실기평가 : 자유형/평영(500M), 입영(5분), SKIN DIVING(5M),

                잠영(30M),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기 및 구술평가)

    · 면    접

  ※ 가산점 : 30점(1급 응급구조사, TOEIC 800점 이상)

             20점(2급 응급구조사, 잠수기사, TOEIC 700점~800점)

             10점(잠수기능사, TOEIC 600점~700점, 공인무도 3단 이상,

                   DIVE MASTER이상 잠수자격, 수영 및 인명구조 강사)

  - 선발기준 : 선발기수 모집인원에 따른 상대평가로 고득점자 선발 

’20. 1. 29. ~ 30.

6전대

항공구조대대

(043-200-6441)

제17전투비행단

정문(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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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특기) 지원자격 /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주관

안전점검관

(항공안전)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전공]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

    * 안전/산업안전, 소방/소방안전, 전기, 화학(화공), 기계(항공정비), 건축

  -[자격]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산업안전/위생, 소방설비(전기/기계), 가스, 전기, 기계(항공정비), 

      건축, 화학(화공, 위험물)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50%), 면접(50%)

    · 서류전형 : 전공/학위, 관련자격

    · 면접평가 : 국가관, 품성, 표현력 및 지식능력, 전공/자격 및 

                안전관련 이해도 

  - 선발기준 : 총점 6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29.(수) 13:30

공군본부

안전과

(042-552-6546)

계룡대 1정문 공무면회실 

정보보호

(정보체계관리)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대학교/전문대학의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관련학과 1년 이상 이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공자

  - 정보보호분야 실무경력(공공기관/업체)(1년이상)

  - 정보보호분야 국가/국제공인 및 동등 수준의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CISSP, CC인증심사원, CompTIA SECURITY+ 등

  - 정보보호/해킹(방어)/사이버전대회 입상자(국제 10위, 국내 3위 이내)

  - IT 역량지수(TOPCIT) 정기평가 300점 이상 획득자

  - BoB센터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과정 선발자

  - 임베디드S/W 취약점분석 경력(1년 이상)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60%), 면접(40%)

    · 서류전형 : 전공, 자격증, 해킹대회 입상, 업무경력, 교육현황

    · 면접평가 : 국가관, 품성, 표현력 및 지식능력

  - 선발기준 : 6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30

공군본부

사이버방호과

(042-552-5212)

계룡대 1정문 공무면회실 

공보정훈

(공보정훈)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다음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사진/영상/방송 관련 전공 또는 경력자

   * 광고/홍보 계열 학과

  - 특성화고등학교 사진/영상과 졸업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실기(80%), 면접(20%)

   · 실기전형 : 사진촬영, 영상편집

   · 면접평가 : 면접태도, 국가관, 품성, 표현력, 전문지식 능력

  - 선발기준 : 6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31.(금) 11:00

공군본부

정훈과

(042-552-6951)

용산역 ITX 회의실 1,2

군  악

(군  악)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금관(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유포늄)연주관련 전공 또는 경력자 * 남성

  - 보컬, 성악연주관련 전공 또는 경력자 * 여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전공실기(75%), 구술면접(25%)

     · 전공실기 : 음정, 박자, 표현력, 음계(발성), 초견

     · 구술면접 : 태도, 표현력, 대인관계역량 등

  - 선발기준 :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20.(월) 13:00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042-552-6936)

공군회관

의  무

(항공의무)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및 응급구조사 1급,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

  - 면허 및 자격증 보유자로 의료기관 실무 경력자 우대

     * 당일 면허 및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자만 응시자격 인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60%), 구술평가/면접(40%)

    · 서류전형 : 전공, 전문자격, 민간경력

    · 구술평가/면접 : 면허/자격관련 전문지식, 품성, 표현력, 태도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 

’19. 1. 20.(월) 13:10

공군본부

의무계획과

(042-552-1612)

계룡대 1정문 공무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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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특기) 지원자격 /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주관

빅데이터(AI)

(항공통제)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ADSP(빅데이터 준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공지능관련 전공자(1년 이상)

  - 빅데이터를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직종 1년 이상 근무경력자(경력증명서제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60%), 구술평가/면접(40%)

    · 서류전형 : 전공, 전문자격, 민간경력

    · 구술평가/면접 : 면허/자격관련 전문지식, 품성, 표현력, 태도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

’20. 1. 28.(화) 13:30
방공관제사

정보작전처

작 전 과

(031-669-5314)경기도 평택(K-55정문)

(행정 안내실)

드론

(무선통신체계정비)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국토교통부) 소지자

※ 우대기준

  -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공자

  - 무인멀티콥터 정비 능력 보유자(민간 자격증 제시 가능)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국토교통부) 자격 소지자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국토교통부) 자격 소지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구술평가(40%), 면접(20%), 실기평가(40%)

    · 구술평가/면접 : 기술지식(법규, 드론 운용이론), 정보통신 / 품성 등 

    · 실기평가 : 드론 시뮬레이션(기종 / 평가 : 헬기 / 사면 호버링)

     * 정지 호버링 기준 5초 이상, 호버링 미충족 시 0점 부여

  - 선발기준 : 8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30.(목) 13:00

교육사

정보통신학교

작전통신교육대

(055-750-2580)

교육사령부

2정문 공무면회실

3D그래픽

(정보체계관리)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전공] 고등학교 졸업자 중 컴퓨터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전공자

  -[전공] 대학교/전문대학의 컴퓨터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1년 이상 이수자

  -[경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3D그래픽 관련 직종 3개월 이상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3D그래픽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50%) + 필기평가(50%)

    · 서류전형/필기평가(약술형) : 지원자격(전공·경력) / 10문제

  - 선발기준 : 평가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과

(042-552-5156)

계룡대 1정문 회의실

모바일앱

(정보체계관리)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전공] 고등학교 졸업자 중 모바일개발 관련 학과 전공자

  -[전공] 대학교/전문대학의 모바일개발 관련 학과 1년 이상 이수자

  -[경력] 모바일앱 개발관련 직종 3개월 이상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모바일앱 개발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50%) + 필기평가(50%)

    · 서류전형/필기평가(약술형) : 지원자격(전공·경력) / 10문제

  - 선발기준 : 평가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과

(042-552-5156)

계룡대 1정문 회의실

VR/AR

(정보체계관리)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전공] 고등학교 졸업자 중 VR/AR개발 관련 학과 전공자

  -[전공] 대학교/전문대학의 VR/AR개발 관련 학과 1년 이상 이수자

  -[경력] C# 관련 개발 자격증(MTA, MCSA 등) 소지자

  -[경력] VR/AR 개발관련 직종 3개월 이상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VR/AR 개발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50%) + 필기평가(50%)

    · 서류전형/필기평가(약술형) : 지원자격(전공·경력) / 10문제

  - 선발기준 : 평가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과

(042-552-5156)

계룡대 1정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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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특기) 지원자격 /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주관

빅데이터

(정보체계관리)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전공] 대학교/전문대학의 빅데이터 개발 및 분석 관련학과 1년 이상 이수자

  -[경력]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또는 사회조사분석(2급) 자격소지자

  -[경력] 빅데이터개발 및 분석 관련 직종 3개월 이상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빅데이터 개발 및 분석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50%) + 필기평가(50%)

    · 서류전형/필기평가(약술형) : 지원자격(전공·경력) / 10문제

  - 선발기준 : 평가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과

(042-552-5156)

계룡대 1정문 회의실

F-35A 정보체계운영

(정보체계관리)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전공과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

  -[전공] 대학교/전문대학의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관련학과 1년 이상 이수자

  -[경력] 정보보호분야 국가/국제공인 및 동등 수준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기준

  -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자격증(CISSP) 소지자 

  - CompTIA Security+ 자격증 소지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서류평가(50%) + 필기평가(50%)

    · 서류전형/필기평가(약술형) : 지원자격(전공·경력) / 10문제

  - 선발기준 : 평가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공군본부

정보화기획과

(042-552-5117)

계룡대 1정문 회의실

빅데이터

(공병건설)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전공] 통계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자격] ADSP(빅데이터 준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통계청) 자격 소지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면접(60%), 서류평가(40%)

    · 면접평가 : 국가관, 품성, 전문 지식수준, 표현력 및 적극성

    · 서류평가 : 전공, 전문자격, 경력

  - 선발기준 : 9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공군본부

공병계획과

(042-552-4612)

계룡대 2정문 공무면회실

드  론

(화생방)

⦁지원자격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국토교통부) 소지자

※ 우대기준

  - 화학/생물/방사능 관련학과 전공자

  - 컴퓨터 그래픽 관련 또는 항공사진 기능사 자격 소지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면접(60%), 서류평가(40%)

    · 면접평가 : 국가관, 품성, 전문 지식수준, 표현력 및 적극성

    · 서류평가 : 전공, 전문자격, 경력

  - 선발기준 : 9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28.(화) 13:00
교육사

군수2학교

공병교육대

(055-750-2362)
교육사령부 

2정문 공무면회실

3D프린팅

(기계설비)

⦁지원자격 :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자격(산업통상자원부) 또는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자격(산업통상자원부) 소지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면접(60%), 서류평가(40%)

    · 면접평가 : 국가관, 품성, 전문 지식수준, 표현력 및 적극성

    · 서류평가 : 전공, 전문자격, 경력

  - 선발기준 : 9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29.(수) 13:00
공군본부

공병계획과

(042-552-4612)
계룡대 2정문 공무면회실

3D그래픽

(공병건설)

⦁지원자격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자격]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 [자격]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소지자

  - [경력] 3D그래픽 관련직종 6개월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경력증명서 제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면접(60%), 서류평가(40%)

    · 면접평가 : 국가관, 품성, 전문 지식수준, 표현력 및 적극성

    · 서류평가 : 전공, 전문자격, 경력

  - 선발기준 : 9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20. 1. 30.(목) 13:00

공군본부

공병계획과

(042-552-4612)

계룡대 2정문 공무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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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2 : 특별전형II 모집특기별 지원자격/전공학과 

특 기 관련자격(기사급) 전공학과

161X

(항공관제)
항공교통관제사(기술사급 적용)

항공교통관리학, 항공운항학,

교통공학, 교통시스템학, 도시․교통공학

162X

(항공운항)

항공운항관리사(술사급 적용),

항공교통안전관리자(기사급 적용)

항공교통학, 조류학, 항공운항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전자공학, 군사학

241X

(항공안전)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이상 기술사급 적용)

산업안전, 안전공학, 건설안전, 건축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항공정비), 소방학, 화학(화공), 소방안전관리

251X

(기상예보)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이상 기술사급 적용)

대기과학, 천문대기과학, 천문기상, 천문우주과학, 

지구환경과학, 대기환경과학, 지구과학교육, 환경과학, 

환경대기과학, 물리학, 지리학, 해양, 위성정보, 기상학, 

수학, 전자공학, 컴퓨터, 항공운항, 지질학

300X

(정보체계관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CCIP, MCT, SCJD, CISA, ISSP, BS7799심사원,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임베디드기사,

전자계산기기사(이상 50점),

네트워크관리사, CCDP, OCP, SCNA/OCNA, CCIE, 

CCNP, CSA, MCDBA, MCSD(이상 30점)

컴퓨터공학, 전산학, 전자계산학,

광대역네트워크공학, 네트워크,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개발, 웹디자인, 

웹마스터, 웹프로그래밍, 인터넷정보처리, 전산정보처리, 

정보보호, 융합보안, 정보보안, 정보처리,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정보처리, 

정보기술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공학, 

정보보안공학, 전자전산기공학, 정보과학, 컴퓨터학, 

전산공학, 전산정보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302X

(지상레이더

체계정비)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이상 50점),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이상 40점),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이상 30점)

전기전자,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전파공학, 광전자공학, 광통신설비,

광전자정보통신, 광정보통신, 광통신공학, 

광통신전자공학부, 국방전자통신과, 

국방정보통신과, 디지털방송통신공학, 방송통신공학, 

디지털전자공학과, 이동위성통신공학, 이동통신공학,

전기전자통신공학, 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파통신공학,

전자전파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전기제어공학, 전자재료공학

304X

(광역전송

체계정비)

306X

(무선통신

체계정비)

307X

(전술항공

통신체계정비)

308X

(유선통신

체계정비)

전기전자, 전자공학, 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광정보통신, 광통신공학, 광통신설비, 

광통신전자공학, 국방전자통신, 국방정보통신, 

전자시스템공학

401X

(항공통신

항법장비정비)

세라믹, 위험물,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계공정설계, 기계안전, 산업안전,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정보관리, 정보처리, 반도체설계

통신전자,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항공/재료/기계공학, 반도체, 항공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별지 43 - 5



특 기 관련자격(기사급) 전공학과

402X

(항공전자전

장비정비)

위험물,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계공정설계, 기계안전, 산업안전,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정보관리, 

세라믹, 정보처리, 반도체설계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재료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학, 제어계측학, 

정보공학, 구조시스템공학, 전산과학, 

전산학, 전자계산, 정보전산, 정보처리,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정보, 

항공공학, 우주항공학, 메카트로닉스, 

전기공학, 전기전자제어학, 항공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03X

(항공전산

장비정비)

세라믹, 위험물,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계안전, 산업안전,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정보관리, 정보처리, 임베디드, 반도체설계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재료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학, 제어계측학, 항공정비, 

정보공학, 구조시스템공학, 전산과학, 

전산학, 전자계산, 정보전산, 정보처리,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정보, 

항공공학, 우주항공, 전기공학, 전기전자제어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04X

(항공전자

제어장비정비)

세라믹, 위험물,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광학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계, 기계안전, 산업안전,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정보관리, 정보처리, 반도체설계,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재료공학,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항공정비응용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학, 정보공학, 구조시스템공학, 

전자계산,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정보, 전기공학, 전기전자제어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05X

(비행제어

장비정비)

위험물,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전기안전, 발송배전,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기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정보관리, 정보처리, 반도체설계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재료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학, 제어계측학, 

정보공학, 구조시스템공학, 전산과학, 

전산학, 전자계산, 정보전산, 정보처리,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정보, 

항공공학, 우주항공, 메카트로닉스, 

전기공학, 전기전자제어, 항공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06X

(정밀측정

장비정비)

공업계측제어, 세라믹, 위험물,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전파공학, 제어계측학, 

정보통신, 구조시스템, 반도체, 정밀기계, 

항공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08X

(항공기유압

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기계, 일반기계, 기계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품질경영, 기계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위험물,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전기공사, 화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용접, 전기

제어계측학, 메카트로닉스, 전자공학, 원자력, 

전자전기공학, 항공/기계공학, 재료공학, 

응용전자공학, 공유압, 조선선박, 조선해양,  

항공정비, 헬기정비, 자동차정비(중장비 포함)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0X

(항공기

전기정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기계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세라믹, 위험물,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발송배전,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응용, 항공정비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 컴퓨터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전자전기제어, 항공정비, 

전기전자공학, 응용전자, 자동차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1X

(항공기

지상장비

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품질경영, 산업안전, 위험물, 전자기기, 

전자, 전기, 열관리,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화공

자동차정비학, 화공학, 항공, 기계,

전기전자, 냉동, 항공정비, 헬기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3X

(항공기

기체정비)

금속재료, 기계, 일반기계, 기계가공, 기계설계, 위험물, 금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품질경영,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표면처리, 건설기계정비, 판금제관, 기계안전, 산업안전,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재료공학, 우주공학, 구조시스템공학,

자동차,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헬기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별지 43 - 6



특 기 관련자격(기사급) 전공학과

414X

(항공기

기관정비)

금속재료,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위험물,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품질경영,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표면처리, 건설기계정비, 기계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공학, 기계공학, 조선선박, 

조선공학, 금속공학, 

항공정비, 헬기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5X

(항공장구정비)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항공장구관리사1급, 항공장구관리사 2급 항공, 섬유, 항공레저, 항공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6X

(항공기

무기정비)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기계안전, 산업안전, 기계공정설계, 세라믹, 위험물, 전기응용, 전기, 

화공, 가스,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화약류관리, 

정보관리, 정보처리,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정보통신학,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전기전자제어, 항공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7X

(항공탄약정비)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기계안전, 산업안전, 기계공정설계, 세라믹, 위험물, 전기응용,

전기, 화공, 가스,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화약류관리, 정보관리, 정보처리,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정보통신학, 전자공학, 전자과학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전기전자제어, 항공정비, 

화공학, 화학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8X

(항공기

제작정비)

가스, 금속재료, 기계, 일반기계, 기계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세라믹,

위험물, 금속가공, 주조, 금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표면처리,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판금제관,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용접, 기계안전, 산업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항공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 

기계제도, 정밀기계, 금형설계학, 

금속재료학, 메카트로닉스, 조선해양, 

조선선박, 항공정비, 헬기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19X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항공, 용접,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산업안전

기계공학, 금속공학, 항공정비, 

비파괴검사, 신소재공학, 세라믹, 

금속재료, 헬기정비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21X

(방공유도

무기발사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기계, 일반기계, 기계가공,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발송배전,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응용, 기계안전, 산업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세라믹, 위험물,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차량, 자동차정비

기계, 전기, 전자, 공유압, 디지털, 

응용전자, 전자전기제어, 계측, 

전자재료, 메카트로닉스, 전파공학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22X

(방공유도

무기레이더

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기계, 일반기계, 기계가공,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발송배전,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응용, 기계안전, 산업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세라믹, 위험물,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차량,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디지털, 응용전자, 

전자전기제어, 계측,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전파공학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23X

(방공유도

무기사격

통제정비)

기계, 일반기계, 기계가공,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발송배전, 전기, 전기응용, 기계안전, 산업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세라믹, 위험물,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기, 전자, 디지털, 응용전자, 

전자전기제어, 계측,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전파공학

토익 7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 필수

461X

(장비물자

보급관리)

가스, 조리, 위험물, 산업안전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회계학, 

전산학, 통계학, 무역학, 화학, 

물류학, 식품학, 조리학

462X

(항공운수)
관세사, 가스, 위험물, 차량, 자동차정비, 교통, 철도차량, 포장

무역학, (항공)교통학, 물류학, 

철도학, 수송학

463X

(수송운영)
가스, 용접, 위험물, 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교통, 표면처리, 그린전동 자동차 물류학, (항공)교통, 자동차, 수송학

464X

(수리부속

보급관리)

가스, 조리, 위험물, 산업안전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회계학, 

전산학, 통계학, 무역학, 화학, 

물류학, 식품학, 조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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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관련자격(기사급) 전공학과

551X

(공병건설)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이상 50점),

건설안전기술사, 항만/해안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측량/지형공간정보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지적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이상 45점),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토목기사,

응용지질기사, 조경기사, 건설기계기사(이상 40점),

시설원예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이상 35점),

건설안전기사, 측량/지형공간정보기사, 지적기사(이상 30점)

건설시스템공학, 건설공학, 건설도시공학, 건설방재공학, 

건설정보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도시공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 건축·토목공학, 건축·토목설계학, 

건축공학, 건축학, 건축도시환경공학, 건축디자인학, 

건축사회환경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축설비소방학, 

건축소방행정학, 건축실내학, 건축토목공학, 농업토목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계획·조경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부동산개발학, 도시정보공학, 문화건축학, 

사회기반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실내건축학, 

조경도시디자인학, 조경학, 지리정보공학, 지반설계정보공학, 

지역환경기반공학, 철도건설환경공학, 철도토목학, 

철도행정토목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토목환경도시공학, 

토목환경소방방재공학, 해양건설공학, 해양공간건축학, 

해양토목공학, 환경조경토목공학

553X

(전력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이상 50점),

전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이상 45점),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이상 40점),

전자기사(35점), 소방설비기사(전기/35점)

IT전자공학, IT정보공학, IT학부, 건축설비공학, 건축설비소방학, 

전기공학, 디지털전자공학, 산업전기전자공학, 신에너지·자원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신재생에너지학, 에너지·자원공학, 에너지·전기공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 에너지공학, 에너지그리드학, 에너지기계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에너지전기공학, 에너지환경공학, 

융합전자공학, 전기·소방공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 전기·정보통신공학, 

전기에너지공학, 전기전자나노공학, 전기에너지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재료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통신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전자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컴퓨터공학, 통신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전자광공학, 전자 및 제어공학, 전자시스템공학, 전자유도기술학, 

전자재료공학, 전자전기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전자정보공학, 

전자컴퓨터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태양광공학

555X

(기계설비)

가스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배관기능장, 보일러기능장, 

소음진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용접기술사, 

토양환경관리기술사(이상 50점), 

소방설비기사(기계), 가스기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이상 40점), 

메카트로닉스기사, 전자기사, 산업안전기사(이상 35점)

건축설비공학, 건축설비소방학, 금속공학, 가스에너지공학, 

기계공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기계설계공학, 로봇공학,

기계로봇에너지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기계설계자동화공학, 

로봇응용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우주항공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기계정보공학, 기계항공우주공학, 기관시스템공학, 냉동공조공학, 

동력기계시스템공학, 로봇시스템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로봇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산업기계공학, 시스템제어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신재생에너지학, 에너지환경공학, 자원에너지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계측로봇공학, 제어로봇공학, 제어자동화공학, 

제어로봇시스템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

556X

(소방구조)

가스기술사, 소방기술사, 화공기술사, 세라믹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이상 기술사급 적용),

위험물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이상 기능장급 적용),

화약류관리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전자기사(이상 기사급 적용),

건축설비소방학, 건축소방행정학, 

소방방재학, 소방안전공학, 소방학, 소방안전학, 

토목환경소방방재공학, 화공학

558X

(화생방)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세라믹기술사(이상 50점)

위험물기능장(이상 45점)

화공기사, 원자력기사, 화학분석기사(이상 40점)

위험물산업기사(이상 35점)

화학(공학), 국방탄약(탄약/폭발물),

(미)생물(공)학, 생화학, 원자력/핵공학,

세라믹/섬유공학, 화학생명공학

2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671X

(재   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상 50점),

재경관리사(30점)
경영/경제/무역/회계/세무/금융/통계학

941X

(항공의무)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1급(50점)
간호학, 임상병리학, 치위생학, 방사선학, 응급구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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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 : 일반전형 모집직종별 자격증/전공학과   

직    종 자 격 증 전   공   학   과

일    반 전공/자격 요건 없음

통신전자

정보통신, 방송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전파통신, 

통신선로,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자무선설비, 전기(전기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항공, 항공정비사,위험물, 산업안전, SMT/SUT가공, 

반도체설계무선설비, 컴퓨터응용가공, 항공기관사, 

FAA면장, 임베디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SUT/SMT가공, 

광학, 사진, 항공사진무선설비, 반도체설계, 항공종사자,

A&P(Airframe/PowerplantTest), 전기공사, 기계정비, 

SUT/SMT가공무선설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공업계측제어, 위험물, 정밀측정, 지게차운전, 가스,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 화학류관리, 화공가스,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 기계가공조립, 

자동차정비컴퓨터응용가공,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정보보호,

ATC(AUTO CAD) 1/2급

대기과학, 천문학, 지구환경과학, 대기환경과학, 디지털,

지구과학교육, 환경과학, 환경대기과학, 전기전자, 전파,

전자공학, 신공학,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전파공학, 

광전자공학, 광통신설비, 광전자정보통신, 광정보통신,

국방전자통신과, 국방정보통신과, 디지털방송통신공학, 

방송통신공학, 디지털전자공학과, 이동위성통신공학, 

이동통신공학, 전기전자통신공학, 전자정보통신, 계측,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파통신공학, 전자전파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전기제어공학, 전자재료공학, 화공학, 

광통신전자공학,국방전자통신, 국방정보통신, 전자재료, 

전자시스템공학, 통신전자, 전자과학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전자공학, 항공/재료/기계공학, 정보통신학, 정보공학,

제어계측학, 구조시스템공학, 전산과학, 전산학, 전자계산, 

정보전산, 정보처리,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정보, 

항공공학, 우주항공학, 메카트로닉스, 전기공학, 전기전자제어학, 

전자재료, 정보통신, 기계공학, 공유압,  전자전기제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광대역네트워크공학,네트워크,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개발,

웹디자인, 웹마스터, 프로그래밍, 인터넷정보처리, 정보보호,

전산정보처리,  융합보안, 정보보안,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정보처리, 정보기술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공학, 보안공학, 전산기공학, 정보과학, 

컴퓨터학, 전산공학, 전산정보학, 소프트웨어공학

기    계

금속재료, 기계설계, 기계정비, 산업안전, 항공, FAA면장, 

항공정비사, A&P(Airframe/Powerplant Test),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위험물,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전기공사, 전자,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 표면처리, 

항공기관사, 용접, 가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열관리, 화공, 금형, 판금제관, 주조,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메카트로닉스, 대기환경, 

소방설비(기계/전기),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에너지관리(보일러), 자연생태복원, 배관설비, 수치제어선반,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자동차보수도장, 

공유압, ATC(AUTO CAD) 1/2급, 선반/밀링/환경, 

특수용접, 사출금형, 수치제어밀링, 전자기기

제어계측학, 메카트로닉스, 전자공학, 전자전기공학, 

항공/기계공학, 응용전자공학, 재료공학, 자동차정비학,

자동차정비(중장비포함), 공유압,  화공학, 항공, 기계, 

전기전자,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우주공학, 

구조시스템공학, 기계설계, 기계제도, 정밀기계, 금형설계학, 

금속재료학, 금속공학, 기계항공우주공학, 기관시스템공학, 

냉동공조공학, 동력기계시스템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산업기계공학, 시스템제어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신재생에너지학, 에너지환경공학, 

자원에너지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로봇공학, 헬기정비, 

제어로봇시스템공학, 제어자동화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환경에너지시스템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축설비소방학, 가스에너지공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로봇에너지공학, 로봇공학, 로봇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기계설계자동화공학, 로봇응용공학, 

기계우주항공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기계정보공학, 로봇시스템공학, 

제어계측로봇공학, 기계시스템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신소제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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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자 격 증 전   공   학   과

전    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기기, 전자, 소방설비(전기),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산업안전, 위험물,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자동차정비, 항공, FAA면장,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메카트로닉스, 소방설비(전기분야)

IT전자공학, IT정보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축설비소방학, 

전기공학, 디지털전자공학, 산업전기전자공학, 통신공학, 

신에너지·자원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에너지전기공학, 융합전자공학, 제어계측, 

전기·소방공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 전기에너지공학, 

전기·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나노공학,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재료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전기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전자광공학, 

전자및정보공학, 전자제어공학, 전자시스템공학, 전자유도기술학, 

전자재료공학, 전자전기공학, 전자정보공학, 전자컴퓨터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태양광공학, 전자전기제어, 

메카트로닉스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수    송

가스, 용접, 교통,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 실기교사, 교통사고분석사, 포장,

철도/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송, 보세사, 물류관리사,

교통사고감정사, 위험물,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철도차량운전면허, 표면처리,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

운전기능점검원,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렉카/트레일러)

무역학, 물류학, (항공)교통학, 자동차학, 수송학

2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공    병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설안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안전, 시설원예, 조경, 지적,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제도,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지자체장 발행 건설기계조종 면허증, 전산응용토목제도,

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렉카/트레일러), 측량 

건설시스템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건축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도시공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 건축·토목공학, 건축·토목설계학,  

건축학, 건축도시환경공학, 건축디자인학, 건축설비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건축설비소방학, 건축소방행정학, 

건축실내학, 건축토목공학, 농업토목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계획·조경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시부동산개발학, 도시정보공학, 문화건축학, 사회기반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실내건축학, 경도시디자인학, 조경학, 

지리정보공학, 지반설계정보공학, 역환경기반공학, 건설정보, 

철도건설, 환경공학, 철도토목학, 철도행정토목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토목환경도시공학, 토목환경소방방재공학, 

해양건설공학, 해양공간건축학, 해양토목공학, 환경조경토목공학 

화 생 방

위험물, 화공, 화학분석, 원자력, 방사선, 대기관리
화학(공학), 국방탄약(탄약/폭발물), (미)생물(공)학, 

생화학, 원자력/핵공학, 세라믹/섬유공학, 화학생명공학

2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의    무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1급), 응급구조사(2급), 안경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간호조무사,

임상심리사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보건, 임상병리, 보건행정, 안경광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응급구조, 의료, 환경보건, 보건위생, 환경보건, 산업보건학, 

의공학과, 의료공학과, 의용생체공학, 상담심리학, 심리치료학,

의무부사관과

 * ‘전공학과 재학/졸업’ 또는 ‘자격증 취득’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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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4 : 일반전형 지원자 가점표

구   분 직  종 자 격 사 항

가점 30점

모든 직종 ⦁직종 관련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    병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면허 / 운전기능사)을 소지한 사람

수    송 ⦁국제무역업 또는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공병/기계 ⦁건설 및 설비운영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기    계 ⦁항공정비사 면장을 소지한 사람

통신전자 ⦁CISA, CCDP, OCP, SCNA/OCNA, CCIE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의    무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1급

가점 20점

모든 직종
⦁직종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0% 가산점 부여 대상자

공    병 ⦁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렉카/트레일러)을 소지한 사람

수    송 ⦁국제무역업 또는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등) 1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통신전자 ⦁MCSE, CCDA, CCNP, CSA, MCDBA, MCSD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의    무 ⦁간호조무사

가점 10점

모든 직종

⦁직종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종 관련 공군 전문특기병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5% 가산점 부여 대상자

⦁태권도 3단 이상 또는 최근 2년 이내 태권도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경력자

통신전자
⦁MCP, CNE, CLP, OCJP, ACE, ACS, MFD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인터넷 보안전문가(1급) 

일    반 ⦁MOS Master 또는 ITQ OA Master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계/통신전자 ⦁ATC(AUTOCAD)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의    무 ⦁응급구조사 2급, 간호조무사

가점  6점 모든 직종
⦁다자녀가정(4자녀 이상) 자녀인 사람

  * 가점 해당자는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직종에 응시할 경우에만 가점이 부여되며,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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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5 : 직종별 특기분류 (9개 직종 53개 특기)

직 종 특 기 특 기 명 직 종 특 기 특 기 명

일    반

(20개 특기)

161X 항공관제

통신전자

(19개 특기)

252X 기상장비정비

162X 항공운항 300X 정보체계관리

171X 항공통제 301X 보안체계관리

182X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302X 지상레이더체계정비

183X 장거리유도무기운용
304X 광역전송체계정비

201X 항공구조
306X 무선통신체계정비

241X 항공안전
307X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251X 기상예보
308X 유선통신체계정비

415X 항공장구정비
401X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461X 장비물자보급관리

402X 항공전자전장비정비
462X 항공운수

403X 항공전산장비정비
464X 수리부속보급관리

404X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556X 소방구조

405X 비행제어장비정비
671X 재    정

406X 정밀측정장비정비
701X 인사교육

416X 항공기무기정비
721X 공보정훈

417X 항공탄약정비801X 항공정보운영

421X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802X 특수정보

422X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811X 헌    병

423X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911X 법    무

기    계

(7개 특기)

408X 항공기유압정비
전    기

(2개 특기)

410X 항공기전기정비

553X 전력설비411X 항공기지상장비정비

수    송 463X 수송운영413X 항공기기체정비

공    병 551X 공병건설414X 항공기기관정비

화 생 방 558X 화 생 방418X 항공기제작정비

군    악 761X 군    악419X 비파괴검사

의    무 941X 항공의무555X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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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6 :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 (총 45개 / ’19. 9. 6. 기준)

지 역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비 고

서 울

(20개)

신촌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02) 2228-8272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02) 2001-2922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02) 6299-3114

이패밀리의원 (양천구) 02) 2652-3812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02) 2072-2890, 0505

한국의학연구소 (강남구) 02) 3496-3300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센터 (영등포구) 02) 3688-114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중구) 02) 2270-0595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02) 958-8701~2

뉴강서성심병원 (강서구) 02) 2665-0911

명동연세이비인후과의원 (중구) 02) 3789-9898

청담참튼튼병원 (강남구) 02) 512-5002

김영찬내과의원 (강남구) 02) 3444-8875

케이플러스청담의원 (강남구) 02) 514-7566

연세건강증진내과의원 (송파구) 02) 418-9999

홍익병원 02) 2600-0595

강남세브란스병원 1599-6114

연세필정신과의원 02) 516-9114

혜민병원 02) 453-3131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1811-7755

인 천

및

경 기

(9개)

인하대병원 (인천 중구) 032) 890-3331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인천 중구) 032) 743-3119

우리호병원 (용인시) 031) 272-0000

다보스병원 (용인시) 031) 8021-2221

인천국제의료센터 (인천 중구) 032) 206-1888

나은병원 (인천 서구) 1661-003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 032) 290-083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남양주) 031) 560-2190

편한몸의원 (수원시) 031) 8042-5252 안과 및 뇌파검사는 
인근협약병원에서 수행

지 방

(16개)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053) 940-7024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062) 220-6790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051) 240-783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시) 033) 741-0114

계명대학 동산병원 (대구시) 053) 250-7850, 7873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부산시) 051) 797-0370~1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시) 053) 620-3444

우리안과 (원주시) 033) 746-0212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033) 610-3691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064) 717-1580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064) 740-5359~60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시) 055) 750-9380

박지욱신경과의원 (제주시) 064) 747-6119

한국의학연구소 대구센터 (대구시) 053) 430-5000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061) 720-2000

BE 우리안과 (춘천시) 033-911-3355 안과 검사 외 다른검사는 
인근 협약병원에서 수행

 * 항공전문의사 일정 등을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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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7 : 공군장병 신체검사 기준

구 분 주 요  불 합 격  사 유

신장/체중
⦁남자 159cm미만, 204cm이상 (BMI 17미만, 33이상)

⦁여자 155cm미만, 185cm이상 (BMI 17미만, 33이상)

안 과

⦁시력 : 교정시력 우안 0.7 미만, 좌안 0.5 미만 (왼손잡이는 반대)

⦁굴절 : +4D 또는 -9D 이상의 굴절 이상, +4.25D 이상의 부동시, 4D 이상의 난시 

⦁색각 이상 / 사위 : 20프리즘 이상 / 사시 : 수평사시 10프리즘 이상, 수직사시 6프리즘 이상

치 과

⦁수복하지 않은 다수의 결손치가 있는 경우, 만성 구강질환

⦁기능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한 부정교합, 심한 안모 비대칭

⦁잘 치료되지 않는 안면근막 동통장애 및 악관절 장애(개폐구 장애)

⦁악골 결손 또는 질환으로 언어, 저작기능 장애, 심한 충치가 다수 있거나 심한 치주질환

   * 신검일 현재 고정성 장치로 교정치료 중인 경우 또는 입영 전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는 예외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고막천공 및 급/만성 중이염, 이관개방증(3개월 이상), 위축성 비염, 난청, 메니에르 병,

  비용 및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발음장애, 간질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불안장애

폐/흉부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단, 비 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기관지 천식이 현재 증상이 있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선천성 또는 후천성 흉곽 기형

심장

/혈관계

⦁심전도 상 부정맥으로 확인된 경우(정상변이는 예외), 선천성 심장 판막질환 및 과거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고혈압 : 수축기 140mmHg 이상, 이완기 90mmHg 이상(신검일 기준)

⦁저혈압 : 수축기 81mmHg 미만, 이완기 51mmHg 미만(군의관 판정)

혈액

/내분비

⦁혈액 및 조혈장기의 질환, 당뇨병 (*공복혈당장애는 제외) 

⦁통풍, 갑상선 질환

복부/내장

⦁식도 및 십이지장 협착, 비후성 또는 위축성 위염(합병증이 있을 경우), 염증성 장질환, 만성 B형, C형 간염

  * 간염 건강보균자(HBsAg양성이거나 HCV-Ab양성, HCV-RNA양성이고 간기능이 정상이거나 조직 검사상 간염 활성 지수가 최소 이하) 제외

⦁간내 결석, 검사 상 비정상의 간기능 소견, 장 관계 주요 수술병력

⦁중증의 자궁 내막증, 자궁근종, 난소낭종

정형

외과

사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질환으로 뼈에 변형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

⦁정상 관절 운동 영역에 미치지 못한 관절운동의 제한

⦁뼈가 부러진 후 잘못 붙어서 휘거나 회전 변형이 있는 경우

⦁골 및 관절 결핵, 만성 골수염, 골농양

⦁관절이 쉽게 빠지거나 빠지려고 하는 경우(관절 중증 불안정성, SLAP 병변)

⦁족부에 변형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보행에 지장을 주는 족부기형)

⦁슬관절 인대파열(십자인대), 또는 이로 인한 수술병력 (치료 후 경도 이내의 불안정성만 있는 경우 제외)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을 1/3이상 절제한 경우

척추

⦁척추 측만 각도(코브스씨 측정법)가 흉추 25도 또는 요추 20도 이상인 경우

⦁다리에 저린감을 동반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추간판 탈출증)

⦁척추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척추 골절)

⦁척추 마디가 붙어 있거나(선천적) 붙이는 수술을 받은 경우(척추 융합)

항문/직장 ⦁치루(수술로 치유 가능한 경우 제외) 

비뇨

생식기

⦁요로 결석(완치 후 재발이 없으며 24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

⦁혈뇨(단순 특발성 혈뇨는 제외), 신장의 결손(부분신결손 중 결손 부위가 대측 신장의 1/3미만이며 신기능이 정상인경우는 제외),

  정류고환, 고환결손, 정계 정맥류(완치된 경우 제외)

피부과
⦁아토피 피부염(체표면의 20% 이상), 문신, 만성 두드러기, 기타 만성 피부질환

⦁광 과민성 피부질환(햇빛 알레르기), 심한 다한증, 액취증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격 사유는 공군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담당 군의관이 최종 판정

 * 자세한 내용은 교육사령부 항의전대 예방실(☎ 055-750-2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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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8 : 지구별 장병모집담당 전화번호/주소

수험지구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서울
02)827-7613∼4

(軍923-7613∼4)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 

동작우체국 사서함 5호 장병모집담당 앞
07056

수원
031)220-1023

(軍935-10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

사서함 303-1호 장병모집담당 앞
16659

청주
043)200-2148

(軍939-21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팔결로 164,

사서함 308-1호 장병모집담당 앞
28152

대전
042)552-1426

(軍920-1426)

광주
062)940-1127

(軍931-11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

사서함 305-1호 장병모집담당 앞
62452

대구
053)989-3685

(軍936-36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201호 장병모집담당 앞
41052

부산
051)979-3790

(軍933-379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사서함 307-1호 장병모집담당 앞
46718

원주
033)730-4045

(軍934-4045)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223,

사서함 323-1호 장병모집담당 앞
26304

강릉
033)649-2035

(軍940-2035)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길 117,

사서함 334-1호 장병모집담당 앞
25618

전주
063)470-2049

(軍943-2049)

전북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21,

사서함 88-1호 장병모집담당 앞
54168

진주
055)750-2615

(軍922-2615)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20호 장병모집담당 앞
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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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9 : 영어성적 환산표 (출처 : TEP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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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표시 구간은 오차한계가 크게 나타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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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9-1 : New TEPS → TEPS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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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 10 : 신원진술서

수험지구 :                  수험번호 : 

신 원 진 술 서(A)
(앞쪽)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명(한자)                     (            ) □ 개명여부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 / 블로그 : 

국 적 관 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국가명 :      ) [ ]외국국적(국가명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병

역

군 별 군 번 기    간 최종 계급 최종 근무지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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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가족

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

관계
(부모ㆍ

형제ㆍ

배우자ㆍ

자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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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1 : 신원진술서 작성 방법

신원진술서 작성 방법

■ 성명(한자)
본인의 한글 및 한자 성명 기재
* 개명한 적이 있는 경우 개명 여부란에 체크(√) 후 개명 전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변경 여부란에 체크(√) 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 사    진 3×4㎝ 컬러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출력(또는 사진 부착)

■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기재

■ 주    소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재 주소 기재

■ 자    택 본인 집 전화번호를 기재(없을 경우 공란)

■ 휴 대 폰 본인의 휴대폰 번호 기재

■ E-mail 본인의 E-mail 주소 기재

■ SNS/블로그 본인의 SNS/블로그 주소 기재

■ 국적관계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고 복수국적/외국국적의 경우 해당 국가명 기재

별지 33  - 16별지 43 - 24



■ 학교명/기간 학교명 및 재학기간을 기재

■ 전공학과/학위 전공학과 및 학위의 정식명칭을 기재(복수전공일 경우 복수전공명도 기재)

■ 소 재 지 해당학교의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기록

■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관 또는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재

■ 기    간 기관(업체)에 재직하였던 기간을 기재

■ 직책(직급) 기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직책(직급) 기재

■ 상벌관계 기관(업체)에서 근무 시 상벌사항이 있는 경우 종류/일자 기재

■ 병    역 병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 미필사유는 병역미필자만 기재, 

입영연기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없는 경우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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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본인과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 성    명 대상자의 성명 기재 

■ 생년월일 대상자의 생년월일(6자리 숫자) 기재

■ 거주지 대상자가 현재 거주 중인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기록

■ 일자/성명 일자 및 성명을 기재

■ 서명/날인 (인) 부분에 반드시 서명 혹은 본인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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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2 : 신원진술서류 정리 방법

신원진술서류 정리 방법

  1. 작성한 신원진술서 1페이지 ․ 2페이지를 차례대로 놓은 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투명테이프로 연결

                                          ※ 스테이플러(호치키스) 사용금지

                                                     (붉은 음영 부분에 투명테이프 처리)

  ※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차례대로 놓고 두장의 앞/뒷면 상단을 투명테이프로 연결

  2. 연결된 신원진술서 사이에 다음의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用)

2. 자기소개서

3. 기본증명서

4. 병적기록표(軍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5. 신용정보조회서

  ※ 1 ~ 5 의 서류를 연결된 신원진술서 사이에 순서대로 넣어서 1부를 작성·제출

  3. 제출서류 발급 요령

서 류 명 발 급 요 령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통해 발급

병적기록표 ∙ 병무청 방문(유료) :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인터넷 한국신용정보원(무료) : www.credi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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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2-1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②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조회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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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3-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원조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기록)서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정당 가입 여부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주변 의견 조회(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

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의 : 본 양식을 출력 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실시

         (자필 미 작성/동의함 체크/ 본인서명 누락 시 무효 처리)

별지 33  - 21

별지 33  - 20

별지 43 - 29



q 별지13-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복수국적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군본부는 복수국적 확인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군 간부 임용을 위하여 복수국적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

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

라 복수국적 확인기관 및 복수국적 확인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복수국적 확인 의뢰 기관, 복수국적 확인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수집 항목 : 국적 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o 보유 및 이용기간 : 복수국적 확인 後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복수국적 확인 의뢰 기관, 복수국적 확인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수집 항목 : 국적 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o 보유 및 이용기간 : 복수국적 확인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복수국적 확인 의뢰 기관, 복수국적 확인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수집 항목 : 국적 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o 보유 및 이용기간 : 복수국적 확인 後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복수국적 확인 의뢰 기관, 복수국적 확인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복수국적 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

하며, 복수국적 확인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수험번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의 : 본 양식을 출력 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실시

         (자필 미 작성/동의함 체크/ 본인서명 누락 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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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4 : 자기 소개서

※ 핵심내용 위주, 1장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자기 소개서

가정 및 

성장 환경

우리가정의 장점과 단점 등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회 경험, 

봉사활동 등)

중학교(포함)이후 가장 보람있었던 경험,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가치관 등)

본인의 장점과 단점, 성격의 장점과 단점, 가치관, 좌우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주요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어학능력 등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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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5 : 공군 현역병 지원자 부대장 추천서

추     천     서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특기 :                             출신기수 :

최종출신학교 :                     졸업년도 :

입대년월일 :      년      월      일     (복무년수 :      년     개월)

상벌관계 :

부대장 의견서

위와 같이 추천함.

           

년       월       일

부   대   장                                                           (인)

 * 공군 병 → 공군 간부후보생 응시 :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의 추천에 따라 부대장 승인으로 응시 가능

 * 공군 병 → 타군 간부후보생 응시 : 타군 간부후보생 시험응시원서를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 →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응시희망자의 자격조건을 검토하여 간부후보생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천서와 모집 요강을 첨부하여 원서 접수일 기준 15일 전까지 참모총장

   (인사참모부장 소관)에게 상신 → 인사참모부장(부사관·병인사과장 소관)은 추천된 사람 중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승인하고, 승인서를 해당부대에 전달

   ※ 세부절차 : 공규 2-21(’17.12.1.) 장병 인사관리 제9조(군간부후보생) 제3항 참조

 * 타군 병 → 공군 간부후보생 응시 : 각 군 참모총장 추천서 제출  ※ 세부절차 : 각 군 규정 참조

 * 부대 인사참모를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원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사전제출

 * 군특성화고 유급지원병(유형Ⅱ)은 공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에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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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6 : 임의분류 합격 동의서

임의분류 합격 동의서

  본인은 공군 부사관후보생 지원자로서 모집담당 또는 관계관을 통하여 임의분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받았고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임의분류를 통하여 결정된 

직종으로 1차 전형에 합격된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1차 합격자에 한함)

  

▪ 성    명   (서   명)

▪ 지원기수 공군 부사관후보생 237기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임의분류직종

 ※ 임의분류 제도

    성적이 우수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공군 부사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선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대    상 : 일반전형 비선발 지원자 중 지원 시 임의분류를 동의한 사람

    ⦁시행절차

      ① 임의분류를 희망자는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시 “임의분류”란에 “동의” 선택

      ② 일반전형에서 희망직종에는 비선발되었으나 임의분류에 동의한 지원자 중

         전공/자격 및 필기시험 성적 고려 유사 직종으로 임의분류 후 1차 합격

      ③ 2차 전형(면접)시 임의분류된 직종에 대하여 개인 동의여부 수렴(부동의시 불합격)

      ④ 임의분류 된 지원자가 2차 전형 합격 시 변경된 직종으로 최종 선발

   ※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관 후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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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7 : 면접 평가표

면접 평가표

수험지구 수험번호 성 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하 중 상

계 비 고
(참고사항 기술)0점 1점 1.5점 2점

핵심가치(8점)

도 전

헌 신

전 문 성

팀 워 크

국 가 관(4점)
안 보 의 식

역사/시민의식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하 중 상

계 비 고
(참고사항 기술)0점 0.5점 1점 1.5점

리 더 십(3점)
결단/추진력

솔 선 수 범

품 성(3점)
성 실 성

도 덕 성

표 현 력(3점)
논 리 성

자 신 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하 중 상

계 비 고
(참고사항 기술)0점 1점 1.5점 2점

태도·예절(2점) 예의·바른자세

성장환경(2점) 취미·특기활동

계 (25점)

특이사항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부여 시 또는 총점 평균 “15점” 미만

부여 시 자세하게 서술 : 불합격 판정자)

면 접 관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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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8 : 필기시험 제1~2교시 주요내용

  m 간부선발도구 (직무적성검사)

       

구 분
인지능력평가

(1교시)
상황판단평가

(2교시)
직무성격평가

(2교시)

내 용 기본적 인지능력 측정 직무관련 역량 평가 인성, 행동 중점 평가

구 성
93문항

(소요시간 58분)

15문항

(소요시간 20분)

180문항

(소요시간 30분)

  m 인지능력평가 세부내용

       

하위검사 측 정 내 용

언어논리

(25문항 : 20분)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위한 기초 능력

자료해석

(20문항 : 25분)

 일반적인 상황이나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수리적 추론 능력

공간능력

(18문항 : 10분)

 입체적 공간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상을 

심적으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지각속도

(30문항 : 3분)
사무작업에 필요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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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19 : 필기시험 제1~2교시 예시문항

<인지능력평가>

   m 언어논리력

     • 정   의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 내에서의 적절한 쓰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추론해 내는 능력과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 예시문항)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문화 원형 콘텐츠이면서 관광 콘텐츠로서 박물관은 소장품의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재정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박물관은 지역 공동체나

국가의 홍보 및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며, 더 나아가 직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기자인 프레이(Bruno Frey)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톤 순수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우피치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을 '슈퍼스타 박물관'이란 용어로

표현했으며, 이들 박물관의 문화관광 효과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① 박물관은 그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임머신이다.

       ② 박물관은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이자 우리의 정신문화의 현현(顯現)이다.

       ③ 박물관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학교이면서 훌륭한 스승이다.

       ④ 박물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공장이다.

       ⑤ 박물관은 가장 오래된 공간이면서 가장 최신의 공간이다. 

별지 43 - 36



   m 자료해석

     • 정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적 산술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 예시문항) 다음은 A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수와 여성비율에 

                 따른 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이 통계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공기업은 2001년에는 여성을 뽑지 않았다.

㉡ 1999년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을 많이 뽑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전년대비 여성수에서 2004년에 여성근무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 전년대비 A공기업 총 종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2년도이다.

㉤ A공기업의 총 근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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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공간능력

     [예시문항 ①] 다음 입체도형의 전개도로 알맞은 것은?

       

* 입체도형을 전개하여 전개도를 만들 때, 전개도에 표시된 그림

  (예: ,  등)은 회전의 효과를 반영함. 즉, 본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보기의 전개도 상에 표시된 “ ”와 “ ”은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함.

* 단, 기호 및 문자(예: ☎, ♤, ♨, K, H)의 회전에 의한 효과는 본 문제의 

  풀이과정에 반영하지 않음. 즉, 입체도형을 펼쳐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에

  “ ”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기호 및 문자도 보기에서는 “ ”방향으로

  표시하며 동일한 것으로 취급함.

        

     [예시문항 ②] 다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쌓기 위해 필요한 블록의 수는?

         * 블록은 모양과 크기는 모두 동일한 정육면체임

① 18

② 20 

③ 22

④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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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문항 ③] 다음 전개도로 만든 입체도형에 해당하는 것은?

* 전개도를 접을 때 전개도 상의 그림, 기호, 문자가 입체도형의 겉면에

  표시되는 방향으로 접음

* 전개도를 접어 입체도형을 만들 때, 전개도에 표시된 그림(예: ,  등)은

  회전의 효과를 반영함. 즉, 본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보기의 전개도 상에

  표시된 “ ”와 “ ”은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함.

* 단, 기호 및 문자(예: ☎, ♤, ♨, K, H)의 회전에 의한 효과는 본 문제의

  풀이과정에 반영하지 않음. 즉, 전개도를 접어 입체도형을 만들었을

  때에 “ ”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기호 및 문자도 보기에서는 “ ”방향으로 

  표시하며 동일한 것으로 취급함.

     [예시문항 ④] 다음 제시된 블록들을 화살표 표시한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은?

         * 블록은 모양과 크기는 모두 동일한 정육면체임

         *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은 블록의 면과 수직을 이루며 원근에 의해 블록이 

           작게 보이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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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지각속도

     • 정    의

       

시각적인 형태의 세부 항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비교 및

대조 등의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 예시문항) 제시된 문제를 잘 읽고 아래의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아래의 문제 유형은 제시된 문자군, 문장, 숫자 중 

                특정한 문자 혹은  숫자의 개수를 빠르게 세어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예제> 다음의 <보기>에서 각 문제의 왼쪽에 표시된 굵은 글씨체의 기호,

문자, 숫자의 개수를 모두 세어 오른쪽 개수에서 찾으시오.

<보 기> 개 수

1) 3 78302064206820487203873079620504067321

2) 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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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격평가>

   m 정    의

    

간부에게 요구되는 인성, 행동(성격특성 파악)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m 예시문항

    다음 상황을 읽고 제시된 질문에 답하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한다.

2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느낀다.

3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4 자신에 대해 엄격하다.

5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생활이 좋다.

6 주변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인정해준다.

7 법과 규칙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마음이 대개 편안한 상태이다.

9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파악한다.

10 일상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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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평가>

   m 정    의

    

인성/적성검사에서 측정하기 힘든 직무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는 상황검사

   m 예시문항

    다음 상황을 읽고 제시된 질문에 답하시오. 

    

당신은 소대장이다. 어느 날 중대장이 당신이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그가 가능한 그 결정을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그는 이미 확고한 결단을 내렸으니 따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신의 동료 소대장들과, 부사관들도 모두 중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 가장 할 것 같은 행동        (        )

ⓑ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   (        )

   

선 택 지

1 대대장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부탁한다.

2
소대로 돌아가서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니, 모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한다.

3
부사관들에게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명령을 그냥 따르자고 말한다.

4
부사관들에게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

5
소대로 돌아가서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명령을 일단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6
중대장에게 다시 가서, 나는 그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사관들과 소대원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7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중대장에게 다시 가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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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지20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➀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➁ 장교 , 장교후보생 , 예비 장교후보생 ,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➂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➃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➄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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