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및 변경 사항  

☞ '22년 주요 개선 변동 사항

  

 1.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획득 급수별로 차등하여 점수 부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결과를 서면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 없을시 국사 점수“0점”처리

    - 한국사 검증능력평가 인증서는 필기평가시 현장에서 제출

 2. 신체검사 방법 개선

    - 지정 국ᆞ공립 병원, 민간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인정
       (단 문신 시술자는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문신 관련 규정 변경(page 11-5 참고)        

 3. 필기평가 유효기간 변경

    - 해당 연도 선발과정(특전부사관) 중복 지원자는 기존 필기평가 결과 적용 가능

    - 점수 유효화 가능 대상자는 특부 53기 4차, 54기 1차 필기평가 응시자에 한함

 4. 입영 후 양성교육과정 기간 축소(기존 18주 → 15주 변경)

※「코로나 19」감염병 예방 관련 사전공지

「코로나 19」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지원자와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 변경 시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인별 통보



지원절차 / 지원서 작성 방법

1. 지원절차

순서 세 부 내 용
1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 접속(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 ‘특전사’로 검색)

2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배너의 특전부사관 모집 클릭

3 ・특전부사관 모집 배너의 2번째 공지사항 클릭

4
・모집하는 기수의 모집 공고문 확인
  * 과거 모집 공고문과 내용이 상이하니, 반드시 최신화된 모집 공고문 확인 필요

5 ・특전부사관 모집 배너의 3번째 지원접수 및 합격자 조회 클릭

6 ・지원접수 및 합격자 조회 배너의 2번째 지원서 작성 클릭 후 작성
  * 세부 지원서 작성 방법은 다음 장의 지원서 작성 방법 참조

2. 지원서 작성 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집 기수 선택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유

형

구   분 지원자 내용

① 남군(민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 지원자

・군 복무를 마친 남자 지원자(예비역)

② 남군(현역)

・선발시험 합격 후 특수전학교 입영일

・기준으로 현역에서 복무 중인 지원자

  * 선발시험 합격 후 특수전학교 입영일 기준,

    이전 전역자는 ① 남군(민간)으로 지원

③ 여군(민간) ・특전부사관 여군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자

입

력

/

선

택

화

면

특전부사관 54-2기 남군(민간)

특전부사관 54-2기 남군(현역)

특전부사관 54-2기 여군(민간)



    일반 지원자: 군 복무 기간(없음) / 예비역 지원자는 본인 복무기간 선택

구 분 세 부 내 용

선

택

화

면

    모집지역 선택

구 분 세 부 내 용

주의

사항

• 공통: 신체검사 및 평가장소와 연계되므로, 신중히 선택
  * 세부 모집지역은 본문 11-9page 참조

선

택

화

면

특전부사관 54-2기 남군(민간)

특전부사관 54-2기 남군(민간)



    지원서 입력(예)                                  

* 지원서 작성 완료 후 제출 오류 시에는 필수 작성 항목(□)만

        우선 작성하여 제출하고, 체력평가시 서류 제출로 대체

미작성

⑲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등 포함 200자 이내로 작성

* 연락처 및 e-mail 정확히 작성

필수작성
① 이름(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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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부사관 54기 2차 모집 공고문

특수전사령부는 특전부사관 54기 2차 남군 및 여군 지원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 브랜드!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사’

특수전사령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7월00  

특 수 전 사 령 관
본 공고문은 특전부사관 모집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본 공고문을 유인물로 활용 시에는 2쪽 모아찍기로 인쇄를 권장합니다.

Ⅰ 선 발 인 원

Ⅱ 선 발 일 정

Ⅲ 지 원 자 격

Ⅳ 지 원 절 차

Ⅴ 선 발 평 가

Ⅵ 행 정 사 항

Ⅶ 지 원 문 의

Ⅷ 지역별 지정 신체검사 병원

Ⅸ 지 원 자  구 비 서 류

Ⅹ 붙임(특전부사관 지원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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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발 인원: 54기 2차(남 000명, 여 0명) 

Ⅱ 선발 일정

① 지원서 접수 '22. 7. 11.~ 8. 19. ⑥ 체력평가 ’22. 11. 14. ~ 25.

② 신체검사 ’22. 8. 22. ~ 9. 8. ⑦ 면접평가 ’22. 12. 5. ~ 9.

③ 필기평가 ’22. 10. 22. ⑧ 합격자 발표 ‘23. 1. 27.

④ AI 면접평가 ’22. 11. 14. ~ 25. ⑨ 입영일
민간(미필) ‘23. 2. 13.

현역 및 예비역 ‘23. 3. 17.

⑤ 신원조사 ’22. 11. 14. ~ 25. ⑩ 임관일 ‘23. 6. 1.

    ※ 코로나 19 등 선발평가 환경 및 부대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지원 자격

 1.학 력

    가.임관일 기준 고졸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급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나.중학교 졸업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2.현재 육군 하사 신분의 남군 중 임관 2년 미만자(’21. 6. 2. 이후 임관)

*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된 현역부사관 제외

* 육·해·공군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자 지원 제한

3.현재 특전사 임기제 부사관 신분의 지원자는 신분전환일(’23. 6. 1.) 기준
임관 6개월 경과 예정자 * 합격자 발표일 이전 신분화 교육 이수자에 한함

4.현재 현역병 신분의 지원자
가.입교일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자(’22. 9. 13. 이전 입영 한 자)

* 입영일 이전 전역자는 지원 시 ‘민간’으로 선택 /구비서류는 현역 기준으로 제출

나.육군 상근예비역 또는 타군 현역용사 및 전환복무자(의경 등)

* 대체복무자인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체 기능 요원, 타군 현역간부는 지원 불가

5.지원 가능 연령: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자

군 복무기간 지원 가능 연령(만) 생년월일

민간(군 미필자) 18세 이상 27세 이하 '95. 6. 2. ~ '05. 6. 1.

군 복무 1년 미만 18세 이상 28세 이하 '94. 6. 2. ~ '05. 6. 1.

군 복무 1년 이상 2년 미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93. 6. 2. ~ '05. 6. 1.

군 복무 2년 이상 18세 이상 30세 이하 '92. 6. 2. ~ '05. 6. 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 연령 상한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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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임관 결격사유

가.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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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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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선발 제한자
1) 현역 복무 시 징계처분 (강등)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 단, 징계 (휴가 제한, 근신, 영창) 받은 자는 장관급부대 최종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2) 과거 선발 과정 응시 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3) 이중입대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4)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5) 선발평가 시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와 연관된 자(동일 내용 과거력 보유자)

6) 이중 입대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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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절차

  1.지원서 작성

가.인터넷 지원: ’22. 7. 11. 12:00 ~ 8. 19. 15:00한
1)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생성된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 /숙지
2) (온라인)지원서 제출 후 지원서 및 수험표 출력(수험표는 평가 응시 시 휴대)

* 온라인 지원접수 마감이후 수험표 출력 불가

나.지원서류 일체는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평가 응시 간 현장에서 제출
1) 체력평가 시 지원서류 미소지자는 체력평가 응시 불가
2) 제출된 서류 외 별도 제출 서류는 미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 불가

* 단, 부대에서 요구 시 추가 제출(예: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서류가 잘못 제출된 경우)

2.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체력평가시 미제출 [신원조사 내용은 본문 11-6쪽 참고]

Ⅴ 선발평가

  1.평가 공지: 모든 평가와 관련된 공지는 특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평가 배점 ＊( ): 현역부사관 배점

구 분 계 신체검사 필기평가 체력평가 면접평가 직무수행능력 인성검사 신원조사

점 수 100 합・불 20(면제) 20(30) 50(60) 10(10) 합・불 심의간 적용

  3.신체검사

가.기간 /장소: '22. 8. 22. ~ 9. 8. /지역별 국군병원 및 육군지정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 인터넷 모집 종료 후 공지사항 신검 일정 공지 /편성된 일자 및 장소에서만 신검 가능

* 여군 지원자는 지원 시 작성한 주소지와 가까운 국군병원으로 편성

나.국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 / BMI등위

2급이상자로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의 부사관 임관 기준 해당자

* 신체검사 전 9시간 이상 공복 유지

다.신장 및체중,시력 기준

구분 신  장 체  중 시    력

남 161cm이상 46kg이상
나안시력 양안 0.6 이상

* 라식 / 라섹 수술자 지원 가능, 렌즈 삽입술 지원 불가
*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인 경우와 렌즈 착용자는  
 신체검사 불합격여 155cm이상 44kg이상

    라. BMI등위                                                    * 단위: BMI(kg / cm)

구분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남 161cm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33이상

여 155cm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3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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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문신자 지원 제한
* 문신의 면적은 가로 및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하며, 
 문신의 합계 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 2급 합격
  → 면적과 관계없이 노출부위(수부, 전박부, 하퇴부, 두부, 목)에 있거나, 협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등)이 포함된 경우 5급 판정

    바.신체검사 시 문진표를 허위(은폐) 작성하여 선발 시 합격(임관) 후에도 선발 취소

사.재검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재검사 기회는 군 병원에서만 1회 부여

아. 지정 국ㆍ공립병원, 민간병원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 가능 [붙임#23-12 참고]
         * 병원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 제한될수 있음

         *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 희망자는 특수전사령부로 사전 문의 

자.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자는 아래 주소로 기간내 검사결과 등기 발송

1) 등기발송 기간: '22. 9. 8.까지 발송일 인정

2) 등기발송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이천우체국 사서함 138-1호

차. 민간병원에서는 검사만 실시, 결과 판정은 군병원에서 (합∙불) 판정 [붙임#23-15 참고]

4.필기평가: 20점(평가 결과 8점 미만자는 불합격)

가.일시 /장소: '22. 10. 22.(토), 09:00～ 13:00 /2개 지역 고사장(중부, 남부)

나.평가시간 및 과목

구 분 1교시 2교시 3교시(인성검사)

시 간 09:00~10:25(85분) 10:40~11:40(60분) 12:00~12:50(50분)

과 목
‧ 예시, 공간능력·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지각속도

‧ 상황판단 검사
‧ 직무성격 검사

‧ 군 복무적합도 검사

배 점 20점(필기평가점수((18점)+한국사 점수(2점)) 합·불

장 소 추후 공지(중부, 남부 2개 고사장에서 시행 예정)

비 고
‧ 응시자는 해당일 08:50 이전 해당 교실에 도착      * 신분증 휴대
‧ 평가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인터넷 공지, 세부 성적은 미공개
 (단 동일연도 선발과정 중복지원자는 필기평가 결과 공개)

     다. 필기평가 합격자 공지: '22. 11. 4.(금), 15:00

라. 필기평가 점수 선발 회기연도까지 유효기간 적용( ~ ‘22년 12월 31일 까지)

1)적용대상: 54기 2차에 응시한 지원자중 본인 의사에 따라 필기평가 점수 유효 가능

2) 필기평가 점수 유효화 신청서 제출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아래 E-mail 주소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반드시 본인 서명후 스캔하여 제출, 필기평가유효화 신청서 양식 [붙임#23-17 참고]

- 보낼곳: 인터넷 메일 swchead@army.mil.kr
- 제출기간: 7. 11.(월) ∼ 10. 5.(수), 15시까지,

- 서류 제출자는 지역별 모집홍보관에게 필히 통보

마.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차등 점수 부여

1) 한국사검증능력시험 증빙서류는 필기평가장에서 제출

 * 서류 미제출시에는 국사 점수 “0”점

mailto:swchead@arm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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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배점           

            

구 분
심화등급 기본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배 점 국사시험배점의 만점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필기평가 응시일 기준 4년 이내

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중 응시 희망자의 평가장소는 별도 선정 /개인 통보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필기평가 안내 [붙임#23-18 참고]

  5.체력평가: 20점(현역부사관 30점)

가.기간 /장소: '22. 11. 14.～ 25. /특수전사령부 영외 체육관 (경기 이천)

* 개인별 편성일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예정: ‘22. 11. 4., 15시

나.평가 종목 * 종목별 세부 평가 기준: [붙임#23-22참고]
1) 남자 * ( ): 현역부사관 배점

구 분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20kg 사낭나르기

배 점 4(6) 4(6) 4(6) 4(6) 4(6)

2) 여자

구 분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매달리기

배 점 5 5 5 5

    다.체력평가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 시 최종 불합격 처리

라.응시자는 일일보험 가입을 권장(본인 희망)하며, 사고 발생시 개인 책임

6.면접평가
가. AI(인공지능) 면접

1) 기간 /장소: '22. 11. 14.～ 23. /지원자가 가능한 장소

2) 면접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지원서에 입력된 지원자의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로 발송

3) 면접에 필요한 장비(PC 캠, 마이크 등) 및 환경은 지원자가 준비(스마트폰 가능)

4) 면접 미 실시자는 선발평가 불합격으로 판정

나.오프라인 면접: 50점(현역부사관 60점)

1) 기간 /장소: '22. 12. 5.～ 9. /특수전사령부 영외체육관 * ( ): 현역부사관 배점

구 분
국가관, 희생정신 지원동기 태도, 신체, 자세 성장환경 집단토론

인성
검사국가관, 안보,

시민의식 
군인정신, 적성,

의지, 인성
예의, 용모,
바른 자세

가정환경, 
학교생활

표현력, 논리성,
사회성

배 점 10(12) 10(12) 10(12) 10(12) 10(12) 합 · 불

2) 인성검사 결과는 전문면접관이 심층 확인 후 합 ·불로 판정

3) 현역 신분(부사관, 병) 지원자는 국가관 항목 우대 점수 반영

7. 신원조사
가. 서류제출기간 /장소: '22. 11. 14.～ 23. /지원자가 가능한 장소

나. 준비 사항: 공통서류Ⅲ를 PC 사진 파일(JPG, 스캔본)으로 사전 준비 [본문 #1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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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 절차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터넷홈페이지 접속 (모바일 접속 제한)

* 인터넷 주소창에 ‘www.dssc.mil.kr’ 입력 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조회

2) 홈페이지 중앙 하단 ‘신원조사 서류 제출’ 클릭

3) 로그인 인증 클릭 후 ‘휴대폰(본인 명의만 가능)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개인인증

        4) 과정 카테고리에서 ‘부사관 지원’ 클릭
 5) 과정명에서 ‘특전부사관 선발 과정의 제출’ 클릭

6) ‘신원진술서A’ 선택 후 작성 /서명

7) ‘자기소개서’ 선택 후 작성 /서명

8) ‘개인신용정보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선택 후 사진 파일(jpg) 첨부

9) ‘병역관계서류’ 선택 후 사진 파일(jpg) 첨부

* 예비역: 병적기록표, 현역: 복무확인서, 군 미필자: 병적증명서

10) 제출 서류 확인 클릭, 제출 과정 및 제출 일자 등 확인

8.직무수행능력평가: 10점

가. 항목별 배점 * 세부 평가사항: [붙임 #23-8 참고]

구 분 출・결석 결과 무도단증 학과졸업 및 군사학 과목 이수 자격증

배 점 1 2 3 4

나. 자격증 인정 취득 기준일: ’22. 8. 19.(금) 이전

다. 학·군 협약대학 부사관학과 졸업자는 군사학과 졸업 분야 가점 1점 부여

라. 비 협약학과(일반학과) 학생도 관련 과목 이수 시 군사학 이수 점수 부여

마. 동일 분야의 자격증은 다수 보유 시에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라. 모든 자격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자격증 주최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9. 최종합격자 선발 * 발표일: '23. 1. 27.(금).15시

가. 선발 기준: 선발평가 종합 점수 고 득점자 순

나.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자는 선발심의에서 결정, 과거 퇴교 내역 등 참고

다. 1)우선선발: 토익 400점 · TEPS 252점 이상,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 · 2급 보유자

* 우선선발 자격요건

구  분 신체검사 신원조사 필기평가 체력평가

최소 합격 기준 2급 이상 적 합 8점 이상 4급 이상

1) 무조건적인 선발이 아닌 선발평가 결과 동일 점수 발생 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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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최종합격자 입영 기관 /양성 교육 기간: 특수전학교 /15주

가입영(1주) 군인화(5주) 공수교육(3주) 신분화(7주)

・입영행사 / 신체검사

・군법교육 / 체력검정

・팀 단위 극복훈련 등

・신병교육 13개 과목

・인성교육 

・육군(특전사) 가치관

・지상훈련, 모형탑

・자격 강하(4회) 

・부모초청 행사

・특성화 · 핵심 5개 과목

・임관 종합평가 

・집중인성교육 / 임관식

・신분화 교육 임관 종합평가 불합격 시 임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1.의무복무기간

가. 임관 후 4년(현역부사관에서 특전부사관 전환자는 복무기간 연계)

나. 여군 동일 적용

2.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 사유 등 안내 미실시(선발 관련 자료 미공개)

3.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 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선발심의 시

개인 획득 점수 기준 5% 가산점 부여(관련 서류제출 시 인정)

4.대위 이상 예비역(육 ·해 ·공군, 해병대)은 중사로 임관

- 현역 중사이상 신분의 전역예정자는 예비역 신분으로 평가 진행

5.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가. 대상

1) 현역 입대 5개월 이상 일병 ~병장과 전역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 전역 2년 이내: 전역 일자로부터 부사관 양성 교육 기관 입영 일자

2) 타군/전환복무자: 해군, 공군, 해병, 의경, 전경, 소방, 교도 요원

나.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관당시의 단기 하사

1호봉 봉급의 12월분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시기: 하사 임관 후 2개월 이내

라. 방법: 임관자의 급여 계좌로 재정관리단에서 중앙지급

* 임관 전 특수전학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함

* ‘19년 수당체계 조정으로 복무월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던 금액을

복수 월수 구분 없이 500만원으로 일괄 지급

6.지원자는 모든 평가 응시 시 반드시 개인 신분증 휴대

* 인정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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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원 문의

  1. 문의처: 특수전사령부 인사참모처 인력획득과

구      분 지      역 연   락   처

지원문의
/

신체검사
(지원자 지역별)

서울 02) 3403 - 1167

강원, 제주 02) 3403 - 1163

전라(광주 포함) 02) 3403 - 1169

인천, 경기(서) 032) 654 - 7851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02) 3403 - 1166

충청(대전 포함) 02) 3403 - 1168

경기(동) 02) 3403 - 1164

평가과정 및 기타 문의 공통 02) 3403 - 1161 ~ 1162

경기(서)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

경기(동)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수원, 여주, 안성, 양평, 용인, 오산, 이천, 포천, 하남

2. 문의 방법(특전사 홈페이지 특전부사관 모집 ‘공지사항’ 참조)

가. 유선 문의(상담): 평일 09:00～ 11:30, 13:30～ 16:00

나. '카카오 채널'(채널명: 특톡) 1:1 대화 문의: 09:00 ~ 20:00(연중지속)

다. 원격설명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16:00 ~ 17:00) / ‘TeamLink' 활용

Ⅷ 지역별 지정 신체검사 국군병원

구분
수험번호별 모집지역

신체검사 지정병원
남 / 여 지 역

① 901 서 울 국군수도병원

② 903 강원, 제주 국군춘천 / 수도병원

③ 907 경 상 국군대구병원

④ 909 인천, 경기(서) 국군고양병원

⑤ 911 전 라 국군함평병원

⑥ 913 충청(대전 포함) 국군대전병원

⑦ 950 경기(동) 국군양주병원

     

1

2

3

4
7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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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지원자 구비서류

1.공통서류Ⅰ: 필기평가 응시 시 제출
구   비   서   류 발급기관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제출 시 수험번호 및 성명 확인 후, 고사장 감독관에게 개인 서명 후 제출   

국사편찬위원회

2.공통서류Ⅱ: 체력평가 응시 시 제출 ※ 파란색: 필수제출 서류
구   비   서   류 발급기관

① 자필 복무지원서(붙임#1 / 사진(3×4cm) 1매 부착)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복수 국적 확인용)

③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작성 후 반드시 스캔본 파일 개인 보관 후 자필 작성본 제출 권장
     → 신원조사 서류 입력 시 동일한 내용이 활용됨

④ 설문서 

특수전사령부
(공고문 / 자필 작성)

⑤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읍ㆍ면ㆍ동사무소 3개월 이내 발행,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본인) 2부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 시 부모용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정부24)

⑥ 고교생활기록부 1부(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

⑦ 최종학력(고교졸업, 대학재학ㆍ휴학ㆍ제적ㆍ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고교졸업 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

   ※ 해외고교 / 대학(교) 출신자

고

교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 이내)

  * Apostille 협약국가: 해당국 Apostille기관 발급 증명서 제출
                     (정식고등학교 여부, 학위취득 및 성적증명서)

  * Apostille 미협약국가: 한국영사확인서 제출

대

학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교)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F등급 등) 포함 제출)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 내)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서(Apostille) 제출

 - 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 학위취득 증명, 성적증명서 등 

  * 중국 학사학위 졸업자 경우 중국 고등교육 사순보고 1부 추가 제출

고교 / 대학
(학력, 생활기록부)

⑧ 취업 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대상자만) 국가보훈처

⑨ 개인 진료내역서(기간: 5년)
   * 모든 진료 내역이 보이도록 제출 / 예: **** 표시가 없도록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⑩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무도단증  
    * 원본, 인터넷 발급, 출력본만 인정, 복사본 미인정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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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역 및 예비역 신분 지원자 추가 서류: 공통서류Ⅱ와 통합 제출

구   비   서   류 발급기관

⑪ 대대장/주임원사 의견서, 각 군 총장 및 청장추천서
    (공ㆍ해군, 해병대, 의경, 의무소방)

   * 의경, 의무소방은 해 소속기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

   * 대대급이 아닌 직할부대의 경우 중대장, 행보관 의견서 제출

⑫ 면담철(연대행정업무 체계 / 지원자가 볼 수 없도록 밀봉 후 제출)

⑬ 인성검사 결과(3개월 이내 / 현역부사관만 적용)

해당 부대

 * 현역부사관 및

   현역병 신분

   지원자만 해당

4. 공통서류Ⅲ: 신원조사 시 제출

구   비   서   류 발급기관

⑭ 개인 증명사진 파일

⑮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복수 국적 확인용)

특수전사령부
(공고문)

⑯ 기본증명서(본인) 1부(상세) 주민센터(정부24)

⑰ 개인신용정보서(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무료 발급)

  *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한국신용

정보원

⑱ 지원자 병적 이행 여부 증명 자료    * 지원자 신분별 해당 서류만 제출

구  분 대 상 비 고

병적기록표 군 복무를 마친 지원자(예비역) 예비역 

병적증명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지원자 민간 

복무확인서 군 복무 중인 지원자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병무청,

주민센터(정부24),

해당 부대

※ 신원조사 서류 업로드시 선명하게 제출

http://www.credi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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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붙 임 (특전부사관 지원서류 / 확인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특 전 부 사 관  복 무 지 원 서
공통 제출 서류

(체력평가 시 제출)

□2 개 인 정 보 ( 수 집 ㆍ 이 용 )  제 공  동 의 서

□3 자 기 소 개 서

□4 설 문 서

□5 직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사 항 ( 참 고 용 )

□6 대 대 장  /  주 임 원 사  의 견 서
현역부사관, 현역병

신분 지원자 
제출 서류

□7 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지원자

참고사항

□8 민 간 지 정 병 원  신 체 검 사  방 법

□9 ‘22년 특전부사관 필기평가 점수 유효화 신청서

□10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필기평가 안내

□11 필 기 평 가  준 수 사 항

□12 체 력 평 가  기 준  및  요 령

□13
우 편 물  발 송 양 식

 * 부대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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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전부사관 복무 지원서(예문)

수험지구
지원자 지역

(서울, 전라, 경상 등)
수험번호

인터넷 지원시 

생성된 번호

사  진

(3×4)

* 사진부착

성명(한자) 홍길동(洪吉童) 주민등록번호 006789-3234567

주  소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 현역 신분은 부대 주소 기입

연락처

집 : 000-000-0000
* 집 전화 없을시
  부 또는 모    
  핸드폰 번호 작성

핸드폰 : 

010-1234-5678

메일 : 

본인 이메일 작성

학  력

00 고등학교 0 과 상태 : 예) 졸업, 졸업예정

해당시 작성 대학 해당시 작성 학과  해당시 작성 학년  상태 : 예) 졸업, 휴학

해당시 작성 대학원   해당시 작성 전공 해당시 작성 학년  상태 : 예) 졸업, 휴학 

가족환경 양친, 1남 1녀 신 분 민간, 예비역, 현역 범죄관련 유 / 무 표시

군복무사항
(현역, 예비역)

소속부대 현역 / 예비역만 작성 계급/군번 現 현역 / 예비역만 작성

입대일자 현역 / 예비역만 작성 상   훈 現 현역 / 예비역만 작성

전역일자 현역 / 예비역만 작성 처   벌 現 현역 / 예비역만 작성

보훈

(국가/독립

유공자 가족)

☑ 해당 

□ 미해당
보훈번호 00-00000 주소지 관할청 서울보훈청

자격증
및

면  허

자격 및 면허 명칭 취득일자 인정기관 자격 및 면허증 번호

공인무도단증(취득자만) 자세히 작성 자세히 작성 자세히 작성

국가기술자격증(취득자만) 자세히 작성 자세히 작성 자세히 작성

법  정
대리인

(친권자)

성  명 부 또는 모 생년월일 780101-1234567 지원자와의 관계 부 또는 모

위의 사람이 육군 특전부사관 54기 2차에 지원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친권자 성명:    부 또는 모       서명 (인)

자기소개
(지원동기)

본인을 소개 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작성

지원 특기 ・1지망: 통신     ・2지망: 정작    ・3지망: 화기    ・4지망: 의무      ・5지망: 폭파

 본인은 특수전사령부 특전부사관 모집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만일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 후 4년간 복무하고 국위 선양을 위한 분쟁 지역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  명 (인)

특 수 전 사 령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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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전부사관 복무 지원서

수험지구 수험번호

사  진

(3×4)

* 사진부착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 핸드폰 : 메일 : 

학력

고등학교  과     상태 : 

대학  학과 학년  상태 : 

대학원    학과 학년  상태 :

가족환경 신 분 범죄관련 유 / 무

군복무사항

(현역, 예비역)

소속부대 계급/군번

입대일자 상   훈

전역일자 처   벌

보훈
(국가/독립
유공자 가족)

□ 해당 

□ 미해당
보훈번호 00-00000 주소지 관할청 서울보훈청

자격증
및

면  허

자격 및 면허 명칭 취득일자 인정기관 자격 및 면허증 번호

법  정
대리인

(친권자)

성  명 생년월일 지원자와의 관계

위의 사람이 육군 특전부사관 54기 2차에 지원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친권자 성명:                서명 (인)

자기소개
(지원동기)

지원 특기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본인은 특수전사령부 특전부사관 모집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만일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 후 4년간 복무하고 국위 선양을 위한 분쟁 지역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  명 (인)

특 수 전 사 령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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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선발부대용)

  본인은 특수전사령부 특전부사관을 지원한 자로서 특수전사령부에서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에 따라 선발기관에 제공하며, 선발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 분야 평가 제한으로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동의:  □ 동 의  □ 부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특수전사령부, 질병관리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부사관 선발, 코로나 관련 확진 및 자가격리 사항 확인

 다. 제공 항목: 자기소개서,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등 학력 관련 자료, 자격증 사본,  범죄(수사) 경력 자료, 병적자료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접수로부터 5년

2. 선발 평가 시 자료 활용 동의:  □ 동 의  □ 부동의

 가. 자기소개서, 고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자격증, 징계・형사・범죄자료, 병적자료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복수국적 확인용)

 특수전사령부는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복수국적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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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법 제 10조 2항 1호 및 제 10조 2항 1호 2에 복수국적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이해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및 23조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 확인 기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복수국적 확인 기관 및 복수국적 확인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동의:  □ 동의    □ 부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특수전사령부, 복수 국적 확인 의뢰 기관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다. 수집 항목 : 국적자료, 주민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접수로부터 5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부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특수전사령부, 복수 국적 확인 의뢰 기관
 나. 제공 목적 / 항목 : 복수 국적 확인 / 국적 자료
 다.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20  년    월    일
본인 연락처                              성명                    (서명)

 주의 : 본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기재 후 서명 실시(자필 미작성 및 항목별 체크 / 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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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소개서(예문)

가정 및 

성장 환경

우리가정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00자 이내)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학

생회 경험, 봉사활동 등)

지금까지 중 이후 가장 보람있었던 경험,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00자 이내)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

우명, 가치관 등)

본인의 장점과 단점, 성격의 장점과 단점, 가치관, 좌우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00자 이내)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선발되면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주요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어학능력 등 포함

(200자 이내 / 입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작성자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인터넷 지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반드시 본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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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소개서

가정 및 

성장 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학

생회 경험, 봉사활동 등)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

우명, 가치관 등)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터넷 지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반드시 본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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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문   서

※ 본 설문은 특전부사관 선발제도 발전을 통해 지원자의 응시 여건 보장과 효과적인 홍보 방법

설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통계조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외 활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어떤 매개를 통해 특전사(특전부사관)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광고(TV, 신문) ② 영화(또는 드라마) ③ 인터넷(매체: )

④ 가족(누구: ) ⑤ 주변 지인(누구: )

⑥ 특전사 모집홍보관(홍보물)

⑦ 기타( )

2. 귀하께서 특전부사관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역 전까지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봉급/수당)

②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로

③ 병역의무를 간부로 마치는 것이 전역 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직업군인(정년, 연금보장)이 되고 싶어서

⑤ 기타 다른 이유 기술 ( )

3. (2번 문항에서 ④를 선택한 경우에만)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장기선발시 정년이 보장됨 ② 군 복무에 대한 명예심 / 적성이 적합

③ 보수수준이 좋음 ④ 군 주거시설 제공 등 복지혜택이 좋음

⑤ 다른 이유 기술 ( )

4. 귀하의 지인이나 동료 중 특전사 외 육ㆍ해ㆍ공군 부사관을 지원한 사람이 있다면,

특전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들은 내용이나 귀하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유: )

5. 특전부사관 평가과정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① 지원 구비서류 준비 ② 신체검사 ③ 필기평가 ④ 체력평가 ⑤ 면접평가

(이유: )

6. 아래 특전부사관 5개 특기 중 해당 특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특기에 체크 및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폭파( ) ② 통신( )

③ 화기( ) ④ 의무( )

⑤ 정작( )

7. 특전부사관 특기 중 희망하는 특기 및 이유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특기: (이유: )

♣지금까지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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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수행능력 평가사항(참고용)미제출

1. 요소별 배점
구 분 계 출결 현황 무도단증 학과졸업 및 과목 이수 자격증

배 점 10 1 2 3 4

* 토익 400점ㆍTEPS 252점 이상자,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ㆍ2급 보유자는 우선선발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입대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자격만 반영

2. 출결 현황(1점)                * 고등학교 무단결석 일수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결석 일수 0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0이상

배 점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 무단 조퇴(3회 시 결석 1일), 지각(5회 시 결석 1일)의 경우도 점수 반영
*검정고시 합격자는 획득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

구 분 95∼100점 90∼92점 77∼84점 69∼76점 60∼68점

배 점 1 0.8 0.6 0.4 0.2

3. 무도단증(2점, 최상위 단 점수로 종목별 합산)
구   분 계 3단 이상 2단 1단 무단

태권도
2

2 1.5 1 0

기타 무도 1 0.7 0.4 0

* 단증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4. 학과(고교) 졸업 및 과목 이수(최대 3점)

구 분 계
부사관학과 협약

대학 졸업자
인성분야 학
과 졸업자

의무 관련 전
공학과 및 고

교 졸업자

군사학 과목 이수
3개 이

상
2개 1개

배 점 3 1 2 2 1 0.7 0.3

* 이수 과목별 성적이 D+ 이하 등급인 경우 점수 미 부여

 가. 인성 관련 전공학과 졸업

 군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부), 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심리상담학, 심리학 등

 나. 의무관련 전공학과 또는 보건계열 고교 졸업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재활학과(재활치료)

 보건계열 보건고등학교(졸업자 중 간호조무사 취득자 한함)

서울화곡보건ㆍ경영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인천보건고, 구남보건고, 부산보건고,

성심보건고, 경북간호고, 효청보건고, 경남간호고, 전남보건고



특전부사관 모집 공고문 붙임 23 - 9

 다. 군사학 과목

구 분 과          목

공통
・군대윤리, 국가안보론, 교수법, 군사법, 리더십, 북한학, 상담심리, 직업군인론, 
  정보과학기술, 전술론, 전쟁사, 전산학, 체육, 한국사,

폭파
・군사화학, 방사능, 방호공학, 생물학, 생화학, 위험물관리(운용), 토목공학개론, 
  물리화학, 화학, 화생방, 화약학, 화학 공정, 환경관리, 

통신
・정보처리 이론(실무), 정보통신회로, 전파통신, 전산학, 전기전자개론, 전술유무선장비
  기초전자학, 레이더공학

화기
・기계공작법, 기초전자학, 군수관리학, 무기체계학, 무기공학, 사격기재, 총기학,  
  정비관리학, 전자공학, 특수무기학, 

의무
・의학용어, 기초의학, 기본간호, 약제업무, 보건행정, 응급환자관리학, 
  외과응급처치학, 특수응급처치학, 약리학, 병리학, 해부학

정착 ・영어(학), 영여통역, 지리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 특수작전개론, 군사지리기상

* 학과 및 군사학 과목 이수자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2. 자격증(4점)    * 가산점 미부여 자격증 제출 금지(예: 운전면허증 등)

 가. 배점
구 분 4개 이상 3개 2개 1개

배점(점) 4 3 2 1

 나. 인정 자격증 목록
분야 인정 자격증 목록

폭파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자)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화학분석기능사,

  화약류관리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통신
・무선설비기능사, 무선통신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 

  아마추어무선기사(1ㆍ2급)

화기
・수렵면허, 사격전문 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사격 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사격 스포츠지도사, 노인사격 스포츠지도사, 사격전문지도사, 경호사격마스터(SSM)

의무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ㆍ2급,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의료관리자(해양수산연수원), 임상병리사, BLS provider, BLS instrutor, ACLS

정작
・TOEIC 400점, TEPS 252점, IELTS 2급, OPIC IL, 실용영어 3급, 지적기능사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성인 2급), 측량 /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측량 기능사, 

 드론 자격(1~4급)

인성 
분야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인성지도사, 군 상담사, 정신 보건간호사

        * 위 자격증 등급 이상의 자격도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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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대장 / 주임원사 의견서

1. 지원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현 주특기

2. 평가요소(교육훈련, 병영생활, 리더십, 부사관으로서의 자질 등)

   * 직할부대의 경우 직할대장, 주임원사(행정보급관) 의견 작성
   * 추천, 비추천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의견 작성

3. 대대장 의견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 

4. 주임원사 의견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 

  ※ 대대장(주임원사)이 작성 후 개인은 볼 수 없도록 밀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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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군인사법 시행령(2020. 2. 4.) [대통령령 제 3038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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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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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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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 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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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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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지정 병원 신체검사 방법

□ 간부 신체검사 실시 병원현황(25개)

지역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성애병원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02-840-7387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왕산로 259 02-966-1616(내선7)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 245 02-2260-7432 `

경기

의정부 백병원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감암로11 031-999-1345

참조은병원 광주시 광주대로 45 031-881-9380

광명성애병원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1(내선1)

일산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86 4층 1577-8013

오산한국병원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031-379-8693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내선2→1)

인천힘찬종합병원 남동구 논현로 72 032-459-3144∼5

나사렛국제병원 연수구 먼우금로98(동충동) 032-899-9793∼4

강원 원주 세브란스 병원 원주시 무실로 12번길 45 033-741-1670/1672

충북 NK세종병원 세종시 한누리대로161 044-850-7888

대전∙충남 - - -

부산 부산춘해병원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2층 051-646-2524

대구∙경북

드림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053-640-8888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서동문로99 054-850-8535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안동시 대사2길 55 054-850-6277

울산∙경남

거제 백병원 거제시 계룡로5길 14 055-733-0784

김해 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23∼4

진주고려병원 진주시 동진로2 055-751-2411

전북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로149 063-440-0791

전주대자인병원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390

3병원 건강검진센터 063-250-8770∼6

광주∙전남 서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062-600-8060∼3

제주 제주 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도 65 064-740-53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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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문진표
※본 문진표는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정확한 진찰 및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과거력 및 현증상 관련 정보를 미기재, 누락 또는 허위기재하고, 추후 해당 질환, 증상 발견 시 재검 또는 신체급수 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적사항                                              신검일자 :       년    월    일

소 속 생년월일(6자리) 등록번호(군번/순번) 연락처 성 별

남 / 여

성 명

※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하십시오.

과 거 력

1
(과거력) 과거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질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질환명 :                                              )

2
(입원) 과거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질환명 :                    /년도                     ) 

3
(수술) 과거에 수술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질환명 :                    /년도                     ) 

4
(여행력) 최근 1개월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국가명 :                    /기간                     ) 

5
(가족력) 가족 중 다음 질환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암  ③ 고혈압  ④ 당뇨  ⑤ 결핵  ⑥ 간질환  ⑦ 천식  ⑧ 심장질환  

현 증 상

6

(내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급격한 체중변화  ③ 발열  ④ 식은 땀  ⑤ 과도한 땀흘림

         ⑥ 쉽게 피곤함  ⑦ 쉽게 코피가 나고 멍이 듬  ⑧ 몸이 자주 부음

7

(내과/외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소화불량(메스꺼움/가스 참 등)  ③ 속쓰림  ④ 식욕변화

         ⑤ 배변습관의 변화  ⑥ 혈변/검은색변  ⑦ 잦은 설사

8

(내과/흉부외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호흡곤란  ③ 잦은 기침  ④ 피 섞인 가래  ⑤ 가슴이 두근거림  

         ⑥ 가슴통증

9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불안하다.  ③ 우울하다.  ④ 죽고 싶다.  ⑤ 잠을 못 잔다.

10
(신경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의식소실  ③ 두통  ④ 팔/다리 이상감각이 있다.  ⑤ 자주 어지럽다.

11

(정형외과/신경외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관절 통증(어깨/골반/무릎 등)  ③ 관절 탈골  ④ 관절이 뻣뻣하다.

         ⑤ 목/허리 통증  ⑥ 팔․다리로 뻗치는 통증   ⑦ 관절이 붓는다.

12

(안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이물감(눈)  ③ 물건이 둘로 보임  ④ 시야/시력 감소/색각이상   

         ⑤ 자주 재발되는 눈의 염증(포도막염, 결막염)  ⑥ 난시 

13

(이비인후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이명/청력감소  ③ 음성변화  ④ 이물감(귀/코/입/목)

         ⑤ 음식물 삼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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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증 상

14
(비뇨기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혈뇨  ③ 배뇨곤란  ④ 성기주위 이상증상(가려움증, 색깔변화 등)  

15
(피부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문신  ③ 흉터  ④ 아토피 피부염  ⑤ 알레르기  ⑥ 백반증

16

(치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치통  ③ 양치시 출혈 증상  ④ 시린이 증상  

         ⑤ 턱관절 장애  ⑥ 부정교합

17

(산부인과)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 여성만 해당

① 없음  ② 골반통  ③ 하혈(생리기간 이외)  ④ 무월경  

         ⑤ 생리불순  ⑥ 생리과다 

18
(기타)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질환 또는 복용중인 약물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질환명/약물명 :                                       )

19
(기타) 의사에게 문의하고 싶은 질환 또는 증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질환명/증상 :                                         )

건 강 행 태

20

(정신건강)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①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②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

③ 과거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④ 본드, 부탄가스 등 흡입제에 중독되거나 습관적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

⑤ 마약, 대마 등 물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술, 담배 제외)

⑥ 해당사항 없음

21
(흡연력1) 흡연을 하고 있습니까?

① 피우지 않는다.  ②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③ 현재 피운다.

22
(흡연력2) 현재 또는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면 몇 년이나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총_______년

23
(흡연력3) 현재 또는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면 하루 흡연량은 얼마입니까?

① 1/2갑 미만  ② 1/2~1갑  ③ 1~2갑  ④ 2갑 이상

24
(음주력1) 평소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안 마신다.  ② 가끔 마신다.  ③ 대부분 마신다.

25
(음주력2) 술을 마신다면 1회 음주량은?

① 소주 반병 이하  ② 소주 한병  ③ 소주 1병반   ④ 소주 2병 이상

26

(신체활동/운동)

평소 1주일에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안함  ② 1~2일  ③ 3~4일  ④ 5~6일  ⑤ 매일

  
 □ 확인관 (담당군의관)

소속 계급 성명 확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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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신체검사 진단서 (양식)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구    분 ① 시험실시기관 ②응시직명 ③ 성    명

  (한  자) (           ) 

④ 주소 ⑤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가 슴 둘 레 ㎝ 혈           압

나안(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내 과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외 과 질 환

정 형 외 과 질 환 신   경   질   환

신 경 외 과 질 환 피   부   질   환

흉 부 외 과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산 부 인 과 질 환

*  여성 지원자만 해당

흉 부 X 선  검 사 문 신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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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군 간부 선발신체검사 항목

 

검사종목 검사항목
기본검진 문진,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혈구검사 RBC, WBC, Hb, PLT
요검사 pH, Protein, Glucose, Blood

생화학검사 T.bilirubin, GOT, GPT, ALP, γ-GTP, BUN, Cr, Fasting glucose, 
T.cholesterol, LDL, TG, HDL, e-GFR

구강검진 문진, 치아/치주 검사(육안)
X-선 Chest X-ray 

안과검사  색각
면역혈청검사  HBsAg, HBsAb, HIV, RPR(VDRL) 정성
산부인과검사  복부 초음파, 소변 hCG ※ 여군(무관후보생 포함)만 해당

문신  문신 여부(육안)
심장검사  심전도

2. 의료기관은 위 1의 신체검사 항목이 모두 시행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문진은 배부된 문진표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고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신(타투) 시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문신이 있는 경우 크기, 내용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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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년특전부사관 필기평가 점수 유효화 신청서

성 명

과 정 명 특전부사관 54기 2차

생년월일

필기평가점수 적용

 희망 과정

연락처(휴대폰)

• (필기평가점수 적용 희망 과정)의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상 표시된 

  필기평가 점수로 확인, 불합격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본인확인인증 후 안내

• 유효기간 : '22. 4. 2. ~ '22. 12. 31.

상기명 본인은 {필기평가한 과정명}의 필기평가 결과를

'22년 특전부사관 54기 2차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 

결과(인성검사 포함)로 적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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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필기평가 안내

1. 필기평가 응시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시설 이용 자제 등

   예방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진 및 자가격리자 중 필기평가 응시 희망자는 '22. 10. 21(금) 09:00까지

   특수전사령부로 반드시 유선 통화 후 평가장소 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통보시 평가 제한(감독관 편성, 시험지 준비, 방역 등 고려 시간 준수) ☎ 02-3403-1162

3.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가능 대상 및 방법
가. 확진자 : 보건복지부에서 응시 가능 승인을 득하고 지정된 병원 입원

또는 시설에 격리된 인원
나. 자가격리자 : 보건소에 '외출 허가' 승인(문자)을 득한 인원

 ※ 위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확진 및 자가격리자는 응시 불가
     【필기평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 '외출 허가' 승인을 받는 방법】

① 자가격리 통보한 보건소에 유선으로 '외출 허가' 요청
② 보건소에서 선발부서에 시험응시 여부 확인
③ 시험응시 여부 확인 완료 후 '외출 허가' 승인(문자 발송)

④ 응시자가 선발부서 담당자에게 '외출 허가' 승인 결과 통보
⑤ 선발부서는 관련 보건소에 '외출 허가' 승인 여부 재확인(중복확인)

⑥ '외출 허가' 승인이 확인된 응시자에게 평가장소 별도 통보

     【'외출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격리자가 평가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

ㆍ 지자체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하에 차량으로 이동을 원칙으로 함

ㆍ 담당자가 직접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송방법을 응시자와 협의하여 결정
* 차량은 자가차량, 방역 택시 등이 가능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량지원도 가능

ㆍ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자는 담당자 동행하지 않고 미설치자는 동행하여 관리
* 미동행시 모니터링 담당자는 이동 전ㆍ후 확인 전화, 앱 동선 관리 등 추적확인

4. '외출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격리자는 평가장 이동 중 휴게소 및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자는 자가차량을 권장하나 제한 시 소방(또는 지자체) 제공 차량을
반드시 이용 바랍니다.

5. 평가장 입장시 음식물, 물 등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6. '외출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격리자는 '외출 허가' 승인을 받은 문자를

   시험장 등록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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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기평가 준수사항 

1. 필기평가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지정된 평가장소의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해야 하며, 
   시험 전 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평가장소 외 응시 불가)
* 평가장에 입실시간을 맞추지 못해, 응시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지속 발생하니,
사전 응시할 평가장 반드시 확인 필요.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지원자는 평가 당일 각 평가장 별로 지정된 장소(평가실 입실)에 08:50분까지
  입장해야 하며,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허용 기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학생증(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거주자용)
* 선발부대에서 지원자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미제공

3.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는 반드시「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4.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에만 “● ” 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로 수정 가능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하면 안됨. 수정테이프는 감독관 물품만 사용 가능

5. 평가중에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평가 교시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화장실 이용 후에는 평가통제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

6. 평가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PDA, 
   MP3, 스마트워치, 음성 녹음 등 전자 기능이 포함된 펜)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시계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가. 아날로그 시계도 전자시계와 구분이 제한되므로 모든 시계는 착용 불가(고사장 내 별도 시계 비치)
   나. 평가에 출제되는 수식 수립, 계산문제는 별도의 전산기기(전자계산기 등) 불필요
   다.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간 휴대폰 사용금지(시행: '15. 5. 1.부)
      1) 사용금지 시간: 08:50 ∼ 12:40 
      2) 단, 긴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천재지변, 응급환자 등) 감독관 통제 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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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 지원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등)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평가장 내 또는 평가시간 중에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8. 평가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가 감독관 및 통제관의 평가 종료 예고시간 고지 및 평가실 내 비치된 시계를 
  참고하며 감독관의 안내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문제유출 등 우려로 모든 시계 착용은 불가

9.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평가장 내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이름, 수험번호 착오 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책임임. 

10. 평가 간 감독관의 정당한 통제에 수험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며 
   통제를 미준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판정합니다.

11. 평가 종료 후 평가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부된 문제지를 은폐하거나 또는 문제지 내 문제를 유출(시도 포함)할 경우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필기 평가간 중도포기자 및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수험표 반납 후 
    퇴실합니다.

13. 감염병 예방 등 지원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발부대에서 조치하는 사항을 
    미 준수한 경우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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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력평가 요령 및 기준

1. 체력평가 요령
  가. 팔굽혀펴기

  1) 실시요령
      가) 보조기구 위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로 
           보조기구와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나) 평가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머리 - 발 사이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보조기구와 가슴(명치×)의
          간격을 5㎝ 이내로 시켰다 원위치 한다.

  2) 주의사항
      가) 굽혔다 폈을 때 팔을 완전히 펴며 몸이 일직선(수평)이된 
         상태로 굽혔다, 폈다를 반복(팔굽이 90도가 되지 않을 시 미인정)
      나) 평가 중에 양발․양손을 보조기구로부터 이탈할 수 없고 
         무릎 이하의 신체가 지면에 닿은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실시한 횟수로 최종 결정한다.

  나. 윗몸 일으키기
1)실시요령

      가)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하고 다리는 모으고 직각으로 굽힌 후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가슴 위에 X자로 겹치고 두 손은 
          양어깨에 위치한다.
      나) “시작” 구령에 따라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다시 준비 자세로 원위치 한다.

  2) 주의사항
      가) 양손이 어깨에서 떨어지거나 옷을 잡으면 안된다.
      나) 평가 중에 두 손이 어깨에서 내려오거나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거나 양쪽 어깨가 보조기구 매트에 닿지 않으면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1.5km 달리기
  1) 실시요령: 출발선에 대기시킨 뒤 출발 통제관이 계측 평가관에게 신호하여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출발 통제관의 ‘출발’ 신호와 동시에 출발
  2) 주의사항: 코스를 준수하며 건강 이상자는 무리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라. 턱걸이
  1) 실시요령: 철봉에 팔을 모두 편 상태로 준비하여 신체 근육을 이용하여 

                턱을 봉 위에 걸친 후 최초 준비 자세로 돌아 온다.
  2) 주의사항: 코스를 준수하며 건강 이상자는 무리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마. 20kg 사낭 100m 나르기
  1) 실시요령: 100m 트랙에서 50m를 전력으로 달린 후 50m 지점에 놓여 있는 

                20kg 가낭을 메고 나머지 50m를 달려서 이동
  2) 주의사항: 사낭을 메기 전 속도 제어를 통해 부상을 방지한다.

※ 체력평가는 통제관의 시작 - 끝 통제에 맞춰 1회에 한해 기회를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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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력평가 기준
    (남자)                                      * ( )는 현역부사관 평가 배점

구 분
4점
(6)

3.6점
(5.5)

3.2점
(5)

2.8점
(4.5)

2.4점
(4)

2점
(3.5)

1.6점
(3)

1.2점
(2.5)

0.8점
(2)

불합격

1.5km
달리기

5'
까지

5'1"
~5'15"

5'16"
~5'30"

5'31"
~5'45"

5'46"
~6'00

6'01"
~6'15"

6'16"
~6'30"

6'31"
~6'45"

6'46"
~7'00

7'
초과

팔굽혀
펴기
(2분)

80회
이상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9회
이하

윗몸
일으키기

(2분)

90회
이상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9회
이하

20kg
사낭

나르기
(100m)

18.0"
까지

18.01"
~18.5"

18.51"
~19.0"

19.01"
~19.5"

19.51"
~20.0"

20.01"
~21.5"

21.51"
~22.0"

22.01"
~22.5"

22.51"
~23.0"

23.0"
초과

턱걸이
(횟수)

12회
이상

11 10 9 8 7 6 5 4
3회
이하

    (여군) 

구 분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2점 불합격

1.5km
달리기

6'45“
까지

6'46"
~7'00"

7'01"
~7'15"

7'16"
~7'30"

7'31"
~7'45“

7'46"
~8'00"

8'01"
~8'15"

8'15“
초과

팔굽혀
펴기
(2분)

40회
이상

39~37 36~34 33~31 30~28 27~25 24~22
21회
이하

윗몸
일으키기

(2분)

75회
이상

74~70 69~65 64~60 59~55 54~50 49~45
44회
이하

오래
매달리기
(60초)

60초
이상

59~55 54~50 49~45 44~40 39~35 34~30
29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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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편물 발송양식

 ※ 선발부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만 활용

 보내는 이: 

  ( 우편번호 ) 

〈’22년 특전부사관 〉

54기 2차 특전부사관 지원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 금지)

                            받는 이: 경기도 이천시 이천 우체국사서함 138-1호 
                                    인사참모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자 앞
                                             ☎ 연락처 02-3403-1161~2
                                       1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