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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해군 군대학장학생 모집 계획

1. 일반계획

    가. 모집인원 : 남자 00명

    나.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서 접수
'16. 4. 18.(월)  

 ~ 5. 10.(화)

• 인터넷 접수(해군 홈페이지)

 * 포털검색어 : 해군모병센터

필기시험 '16. 5. 21.(토)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목포,

  동해, 제주지역

1차 합격자 발표 '16. 6. 22.(수)

•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병센터”(공지사항)

• 공지사항 및 모병안내 게시판에 면접, 

  신체(인성)검사 계획 게재

면    접,
신체(인성) 검사

'16. 7. 4.(월)  

   ~  15.(금)

• 세부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 기간 중 지역별 1~2일 소요

대학 성적확인
'16. 8. 1.(월)

   ~   5.(금)

• '16년도 1학기 대학성적 확인

  * 7.29(금)까지 별도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16. 8. 19.(금) •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병센터”(합격자 조회)

소집교육 '16. 9월 초 • 최종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지

입    영 졸업년도 3월
• 해군사관학교(진해)

• 입영연도 2월말 해군 홈페이지 공지

1) 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인성검사 및 면접평가는 기간 중 개인별로 1~2일간 소집평가 실시

2) 최종 합격후 해군사관학교(장교교육대대)에 입영하여 11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시행,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5개 과목 평가 : 체력(오래달리기/3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정훈, 제식, 

                               전투수영(25m 속영/1분이내, 부유/10분간), 종합생존(비상이함, 

                               구명정탑승, 구역이탈), 긴급상황조치(화생방, 응급처치, 소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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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 병과/학년

     

병 과 지원학년 지원가능 전공계열/학과 비  고

함 정 1‧2‧3학년  Ÿ 전 학과 지원 가능
    * 기존의 항해, 기관, 정보병과 통합

 Ÿ UDT, SSU 지원

항공전술 1학년  Ÿ 전 학과 지원 가능  

정보통신 1‧2‧3학년  Ÿ 공학계열(전기‧전자‧전파, 컴퓨터‧통신, 해양, 수중음향, 정보보호)  

보 급 1‧2학년  Ÿ 사회계열(경영‧경제, 무역‧유통), 
   자연계열(생활과학, 식품), 공학계열(소재‧재료, 산업)

시 설 1‧2학년  Ÿ 공학계열(건축‧토목, 전기, 기계, 도시, 환경, 소방, 해양)

조 함 1학년  Ÿ 공학계열(기계, 조선, 해양, 전기, 메카트로닉스)

재 정 1‧2학년  Ÿ 사회계열(경영ㆍ경제)
 Ÿ 공인회계사 
   필기시험 면제

정 훈 1학년  Ÿ 인문/사회/교육계열

헌 병 1학년  Ÿ 인문/사회/공학/자연/교육계열

의 정 1‧2‧3학년  Ÿ 의약계열, 사회복지학

군 의 전학년  Ÿ 의과/치과/한의과, 의학전문대학원

       ※ 모집병과는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병과중에서 1, 2지망으로 구분하여 2개병과를 지원할 수 있으며, 2지망 병과

        지원시 전공계열/학과는 동일해야 함.(복수전공, 부전공으로 병과 지원 불가)

    마. 전공학과 관계없이 해당병과 지원 가능한 자격증

        

구   분 지원 가능 자격증

정보

통신

기술사
Ÿ 전기, 전자, 반도체 설계, 임베디드,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응용,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Ÿ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전자응용, 산업계측제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

Ÿ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인터넷보안전문가, 정보보안관리사(ISM),
해킹보안전문가(HSE) 1급, 네트워크관리사 1/2급, 사이버포렌식
조사전문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Ÿ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보  급 Ÿ 섬유/식품/의류기사, 섬유/식품/의류기술사, 물류관리사, 영양사

시  설

Ÿ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응용지질기사, 지적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토목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Ÿ 조경기사, 도시계획기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Ÿ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Ÿ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재  정 Ÿ 공인회계사, 재무분석사, 재경관리사, 세무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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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필   기   시   험 고등학교

생활기록
대학교
성적

면 접
신검/인성/

신원조사
계

간부선발도구 영어 국사 소계

1학년 180 90 30 300 50 - 150 당ㆍ락 500

2, 3학년 180 90 30 300 - 50 150 당ㆍ락 500

2. 복무기간 :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1학년 4년, 2학년 3년, 3학년 2년)
                  

3. 지원자격

    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 자

    나. 「해군모병규정 제19조(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대한민국 남자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임관일자 '20. 6. 1. '19. 6. 1. '18. 6. 1.

생년월일 '92. 6. 2. ~ '00. 6. 1. '91. 6. 2. ~ '99. 6. 1. '90. 6. 2. ~ '98. 6. 1.

           가) 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2 ~ 4학년 재학생

구 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임관일자 '20. 6. 1. '19. 6. 1. '18. 6. 1.

생년월일 '92. 6. 2. ~ '00. 6. 1. '91. 6. 2. ~ '99. 6. 1. '90. 6. 2. ~ '98. 6. 1.

             * 5년에 졸업한다는 관련 증비서류 제출시에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학사 경고로 

               유급되어 5년에 졸업하는 자는 지원 불가

           나) 군복무를 필한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지원 상한연령 만 28세 까지 만 29세 까지 만 30세 까지



29 - 4

        2) 학력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

           ※ 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에 따른

              5년제 졸업예정자는 2 ~ 4학년 재학생(5년 졸업관련 서류 제출)

           가) 각 군 대학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제외(해군예비장교후보생 지원가능)

           나) 4학년(군의 제외), 휴학생,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은 미선발

        3) 신체 : 해군건강관리규정 의거 신체등급 3급 이상

    다.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 말 전체 평균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자(선발년도 1학기 성적 포함)

    라. 법정대리인(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1)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시 지원불가

4. 결격사유 

    가.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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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나.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군 인사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다.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라. 각 군 사관학교, 군대학장학생,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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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서류(해군모집 → 지원하기, 『각종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기간 :  '16. 4. 18.(월) ~ 5. 13.(금) / 받는이 : 접수지역 모병관실(등기우편)

      * 5.13.(금)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소인까지 인정

    가. 지원서(인터넷 접수 완료된 지원서)  1부

    나.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편입생은 前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수료)증명서 포함 제출

    ※ 수험표 : 출력 → 필기시험 / 면접ㆍ신체검사시 본인 지참

      * 신분증과 함께 신원 확인

6.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제출기간 :  '16. 6. 22.(수) ~ 27.(월) / 받는이 : 접수지역 모병관실(등기우편)

      * 6.27(월)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소인까지 인정

    가. (공통) 자기소개서 1부 [다운로드]   * 반드시 본인 서명 

    나. (2,3학년 지원자) 대학교 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다. (공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해군양식)[다운로드] 1부

    라. (공통) 고교 생활기록부(성적, 출결, 봉사활동 등 기재되어 있는 것) 1부

    마. (공통) 군대학장학생 서약서[다운로드]  1부

    바. (공통) 신원조사 서류 [24 ~ 28페이지 작성 예문 및 서류정리 요령 참고]

        1) 신원진술서(3×4cm 사진 부착) 원본 3부  

            * 워드로 작성 가능, 반드시 본인 서명
            * 대학교가 지역 캠퍼스인 경우 반드시 표기   ex) 건국대학교(천안) 

        2) 개인정보동의서(기무사양식) 3부 * 반드시 본인 서명 

        3)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기소개서, 고교생활기록부, 병적기록부 각 1부 

        4) 개인신용정보서(은행연합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발급) 1부 

        5) 신원조사 구비서류는 순서대로 합철하여 제출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사. (공통)'16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별도제출

        1) '16. 7. 29.(금)까지 지원서 접수 모병관실로 등기우편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성적증명서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아. (소지자)공인회계사 합격증 1부

    자. (제대군인, 병무청 발급)병적기록부(징계내역 포함 발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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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해당자만 제출)가산점 증명 서류 각 1부 : 16 ~ 20페이지 참고

ㅇ 영어 : TEPS(701점 이상), TOEIC(855점 이상), TOEFL(iBT 기준 99점 이상)

         자격증 또는 인증서 제출

ㅇ 제2외국어 : 해당 자격증 또는 인증서 제출

 

- 중국어 新HSK(4급 이상)

- 러시아어 TORFL(1단계 이상)

- 일본어 JPT(D레벨 이상), JLPT(3급 이상)

- 독일어 GDS(B1 이상)

- 프랑스어 DELF(B1 이상)

- 스페인어 DELE(B1 이상)  

ㅇ 한자 : 공인한자능력평가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제출(7개 기관)

   - (사)한국어문회,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사)한국외국어평가원,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사)한자교육진흥회, (사)대한민국한자

     교육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ㅇ 기사/기술사 : 지원병과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전공 관련 유사 자격증은 1개만 적용

ㅇ 심리상담사/직업상담사/청소년상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자격증 보유)

ㅇ 국어교육능력 검증시험(자격증 보유), 국어능력인증시험(2급 이상), 

    KBS한국어능력(2⁻급 이상)

ㅇ 일반행정사/행정관리사/문서실무사(2급이상)

※ 상기 서류외 가산점 미해당 자격증은 제출 불필요(운전면허증 등)

7. 선발 및 지원절차

    가. 인터넷 접수기간 : '16. 4. 18.(월) 00:00 ~ 5. 10.(화) 24:00

ㅇ 해군 홈페이지 접속 : www.navy.mil.kr

ㅇ 해군모집 → 지원하기 → 지원서 작성 → 군대학장학생(지원서 작성,

해당모병관 서류 확인 후 승인, 수험번호 부여) → 지원서, 수험표 출력
※ 지원서 접수/진행/반려 관련 문의는 해당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전화바랍니다.

    나. 서류 접수기간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소인까지 인정 

        1) 지원자 제출서류 :  '15. 4. 18.(월) ~ 5. 13.(금) 

        2) 1차 합격자 제출서류 : '15. 6. 22.(수) ~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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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서류 제출(인터넷 지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출력하여 제출)

           가) 구비서류는 순서대로 합철하여 제출

           나) 지원서류는 아래와 같이「우편발송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한 뒤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ㅇ 보내는이 : 우편번호 + 주소 + 지원자 이름(수험번호) 기록
              반드시 본인 연락처 기록(핸드폰)
ㅇ 봉투중앙 : '16년 해군 군대학장학생 지원서류 재중
ㅇ 받 는 이 : 해당 지역 모병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 [27페이지 작성 예문 참고]

접수지역 주   소

서울모병관실
 02) 810-4646

 02) 810-2715/ 271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87호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모병관 (07328)

인천모병관실
 032) 452-4646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번길 26 사서함 303-1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모병관 (22344)

동해모병관실
033) 539-4131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75(평릉동) 사서함 604-20-1호
  해군 1함대사령부 모병관 (25747)

대전모병관실
042) 553-4646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80호
  해군 전평단 모병관 (32800)

부산모병관실
051) 679-6165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95(용호동) 사서함 7-1호
  해군 작전사령부 모병관 (48563)

진해모병관실
055) 549-464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경화동) 사서함 211-1호
  해군 교육사령부 모병관 (51686)

대구모병관실
053) 750-7280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80(포정동) 대구우체국 
  사서함 34호 해군 6전단 모병관 (41918)

목포모병관실
061) 263-4646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321 사서함 300-1호
  해군 3함대사령부 모병관 (58449)

제주모병관실
064) 905-4122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강정동) 사서함 112호
  해군 제주기지전대 모병관 (63563)

                  ※ 접수지역은 지원자의 학교/주소지와 가까운 곳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신체검사시 접수지역 인근지역으로 배정받습니다.

    다. 지원서류 준비사항(해군모집 → 지원하기, 『각종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1) 지원시 제출서류 지원서 1부 [21페이지 작성 예문 참고]

           가) 인터넷 접수 → 지원서 출력 → 본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

ㅇ 사진 업로드 유의사항
  - 사진등록은 jpg 파일(50KB 이하)만 가능
  - 권장 사이즈는 3㎝×4㎝ 또는 124×163 Pixel
  -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탈모, 무배경) 사진만 가능
  -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

※ 잘못된 사진을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귀책사유임.

* 지원서 접수/진행/반려 관련 문의는 해당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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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시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작성된 내용은 선발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원서 작성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기본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서류로 판단될시 합격/입영이 

        취소됨.

    다. 모든 지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기간내 미제출된 경우에는 서류

        전형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서 제출 모병관실로 전화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해야됨.

    마. 본 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9. 세부 평가기준

    가. 필기시험

        1) 내  용 : 간부선발도구, 영어, 국사

        2) 장  소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목포, 동해, 제주(추후 인터넷 공지)

                       * 지원서 접수 지역 인근 고사장에서 전국 동시 실시

        3)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필   기   시   험

간부선발도구 영 어 국 사 소 계

배    점 180 90 30 300

             * 국사평가 참고자료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해군모집”탑재

           ※ 간부선발도구

구 분

인지능력적성검사(93문항/58분)
상황판단검사
(15문항/20분)

직무성격검사
(180문항/30분)

소 계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지각
속도

공간
지각

배 점 63 63 9 9 36 면접 참고 180



29 - 9

        4) 종합성적이 총점의 50% 미만 또는 필기고사 인지능력적성검사(언어

           논리, 자료해석), 영어/국사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성적이 30%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5) 필기평가 실격사례

          가)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시험 중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문제지/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다) 과목별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을 멈추라는 공지에도 계속 시험을 치는 행위

          라) 해당과목 시험시간에 다른과목 시험을 치는 행위

          마) KIDA 간부선발도구 공간능력평가시 문제지내 문제해결을 위한 

              그림 또는 사선 표시행위 및 상하/좌우로 돌려보는 행위

              단, 문제지 보기에 예비마킹 허용

          바) 문제 전체 또는 일부를 메모 또는 유출(녹음, 사진 등)하는 행위

          ※ 상기 내용으로 실격 처리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 불가  

    나. 신체검사

        1) 대상 : 1차 합격자 전원

        2) 장소 : 국군수도/대전/부산/포항병원, 해양의료원(진해), 1함대(동해)/3함대(목포), 

                 공군항공우주의료원(청주)

                     * 세부계획은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홈페이지 공지

        3) 합격기준 : 종합판정 결과 1, 2, 3급

        4)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는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됨

            * 재검대상자일 경우 군 병원 신체검사 담당자 및 모병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

        5)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가) 검사전일 21: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나)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에 도착

           다)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 지연도착자는 신체검사 응시 불가

           라) 신체검사 설문시 본인의 과거병력, 질환, 문신 등의 항목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입영 취소 등의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

        6) 세부 선발기준은 해군건강관리규정 제3장 신체검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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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접평가

        1) 대상 : 1차 합격자 전원

        2) 평가일정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홈페이지 공지

        3) 면접분야 및 배점

평가분야 배 점 평가중점

군인기본자세 30점 Ÿ 개인용모(10), 발성발음ㆍ외적자세(20)

문제해결능력 50점 Ÿ 표현력ㆍ논리성(40), 창의성(10)

적응력 60점
Ÿ 목적의식ㆍ가정생활(20), 리더십ㆍ학교생활(25)

Ÿ 해군지식ㆍ병과 일반지식(15)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60점 Ÿ 국가ㆍ역사관(40), 안보관(20)

             * 군인기본자세 및 문제해결능력 : 3분간 개인별 주제발표를 통하여 평가

             * 주제발표 내용 : 면접관이 최근 시사성이 있거나 또는 이슈가 되는 주제를 지정

        4) 면접평가 불참자 및 평가시 1개 분야 이상 “가”로 평가 되었거나, 

           평가결과 평균 “미”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라. 신원조사

        1) 신원조사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련서류는 '16. 6.27.(월)까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관련서류 : 신원진술서(3×4cm 사진 부착) 원본 3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기무사 양식) 3부,

                        자기소개서ᆞ주민등록등본ᆞ기본증명서ᆞ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신원조사는 군인사법 10조의 임관결격사유를 중점으로 실시

        3)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10. 선발기준

    가. 1차선발 : 모집계획 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계획인원 소수병과는 3배수 선발)

    나. 최종선발 

        1)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신체검사/인성검사/신원조사 후, 

           1차평가 성적과 합산하여 종합 성적 산출

        2) 병과별 1, 2지망을 통합하여 종합성적 서열 순으로 선발하되 지원자의

           1지망을 우선 고려 선발

        3) '16년도 1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자 선발

        4)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

* 면접시험 - 국사 - 간부선발도구 성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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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종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공지, 지원자 개인 확인(주민번호, 성명 입력)

    나. 군대학장학생 선발 통지서 및 안내문 : 개인별 인터넷 출력

12. 선발취소

    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다. 매 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라. 군인사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마.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사. 졸업시 학위취득을 못하였을 경우(불합격 처리 및 선발취소)

* 의무(간호)병과는 졸업 후 간호사 자격증 미취득시는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

13. 행정사항

    가. 지원자 및 최종 합격자는 인터넷 해군홈페이지 “해군모집”창에 탑재된

       “모병게시판/질의응답” 코너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자는 인터넷 지원 후 지원서류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와 지연 도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개인신상정보 변경시 즉각 해군본부 인사기획과로 통보

        1) 개명, 주소지 / 연락처 변경 등 개인 신상정보사항 변경시

        2) 법률적인 사항, 신체적인 결함사항 발생시

        ※ 개인신상정보 변동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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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군대학장학생 관리

          ※ 관리부서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교육정책과, 042-553-1249

        1)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1부 제출, 평균평점이 70/100점 미만인 자 선발 취소

       2) 최종합격자는 '16. 9월초 소집교육에 참석

       3) 입영시기 / 장소 : 졸업년도 3월초 / 해군사관학교

       4) 입영시기는 해당년도 해군홈페이지-해군모병센터-공지사항 참고

       5) 졸업여부(학위취득)/성적 확인과 입영전에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재실시하여

           합격자만 입영

       6) 군 장학생 관련 문의

           가) 선발 및 입영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 042-553-1162~4

                  * 지원서류, 모집병과, 선발시험 등

나) 군 장학생 관리·장학금 지급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교육정책과,

042-553-1249

                   * 군장학생 소집교육, 군장학생 선발취소, 편입ᆞ전공학과 변경, 휴학,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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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별 전공 분류

< 인문계열 > < 공학계열 > < 자연계열 > < 교육계열 >

[언어ㆍ문학] [건축] [농림ㆍ수산] [교육일반]
언어학 건축ㆍ설비공학 농업학 교육학

국어ㆍ국문학 건축학 수산학 [유아교육]
일본어ㆍ문학 조경학 산림ㆍ원예학 유아교육학
중국어ㆍ문학 [토목ㆍ도시] [생물ㆍ화학ㆍ환경] [특수교육학]

기타아시아어ㆍ문학 토목공학 생명과학 특수교육
영미어ㆍ문학 도시공학 생물학 [초등교육]
독일어ㆍ문학 [교통ㆍ운송] 동물ㆍ수의학 초등교육학

러시아어ㆍ문학 지상교통공학 자원학 [중등교육]
스페인어ㆍ문학 항공학 화학 언어교육
프랑스어ㆍ문학 해양공학 환경학 인문교육

기타유럽어ㆍ문학 [기계ㆍ금속] [생활과학] 사회교육
교양어ㆍ문학 기계공학 가정관리학 공학교육
[인문과학] 금속공학 식품영양학 자연계교육
문헌정보학 자동차공학 의류ㆍ의상학 예체능교육

문화ㆍ민속ㆍ미술사 [전기ㆍ전자] 교양생활과학 < 예체능계열 >

심리학 전기공학 [수학ㆍ물리ㆍ천문ㆍ지리] [디자인]
역사ㆍ고고학 전자공학 수학 디자인일반

종교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산업디자인
국제지역학 [정밀ㆍ에너지] 물리ㆍ과학 시각디자인

철학ㆍ윤리학 광학공학 천문ㆍ기상학 패션디자인
교양인문학 에너지공학 지구ㆍ지리학 기타디자인

< 사회계열 > [소재ㆍ재료] 교양자연과학 [응용예술]
[경영ㆍ경제] 반도체ㆍ세라믹공학 < 의약계열 > 공예

경영학 섬유공학 [의료] 사진ㆍ만화
경제학 신소재공학 의학 영상ㆍ예술
관광학 재료공학 치의학 [무용ㆍ체육]

광고·홍보학 [컴퓨터ㆍ통신] 한의학 무용
금융ㆍ회계ㆍ세무학 전산학ㆍ컴퓨터공학 [간호] 체육

무역ㆍ유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간호학 [미술ㆍ조형]
교양경상학 정보ㆍ통신공학 [약학] 순수미술

[법률] [산업] 약학 응용미술
법학 산업공학 한약학 조형

[사회과학] [해양] [치료ㆍ보건] [연극ㆍ영화]
가족ㆍ사회ㆍ복지학 해양공학, 해양과학 보건학 연극ㆍ영화

국제학 해양학, 해양토목공학 재활학 [음악]
도시ㆍ지역학 해양환경공학 의료공학 음악학

사회학 수중음향학 임상병리학 국악
언론ㆍ방송ㆍ매체학 조선공학 방사선학 기악

정치외교학 성악
행정학 작곡

교양사회과학 기타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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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별 전공 세부 분류표

계 열 관   련   전   공

인문계열

고고학, 국어국문학, 국제문화정보학, 기독교학, 독서문화콘텐츠, 독어독문학,

독일학, 러시아어문학, 러시아학, 문예창장, 문예창장학, 문헌정보, 문헌정보학,

문화재, 문화재보존학, 문화콘텐츠학, 미국학, 민속학, 박물관, 북한학, 불교학,

불어불문학, 사학, 사회복지상담, 선교, 선교학, 스페인어학, 심리학, 아랍어학,

아시아어학, 아프리카어학, 언어과학, 영어, 영어영문학, 영어학, 외국어학,

유럽/기타어, 유럽학, 윤리학, 이탈리어학, 인도어학, 인류학, 인문학, 일본어,

일본학, 일어일문학, 자율전공학, 종교학, 중국어, 중국학, 중어중문학, 지역학,

철학, 청소년문화, 태국어학, 터키어학, 통번역학, 포르투갈어학, 폴란드어학,

프랑스학, 한국어, 한국어학, 한문학, 헝가리어학

사회계열

e-비즈니스, e-비즈니스학, 가족복지, 건강관리, 경영정보, 경영학, 경영회계정보,

경제학, 경찰행정, 경찰행정학, 경호스포츠, 관광경영, 관관경영학, 관광통역,

광고기획, 광고홍보학, 교양, 국제경영 및 통상학, 국제관계학, 국제법무학, 국제학,

군사학, 금융보험, 금융보험학, 노인보건복지, 노인복지학, 농수산, 농업경제학,

마케팅정보, 무역, 무역학, 문화관광, 미디어학, 법률, 법학, 벤처창업학, 보건행정,

부동산, 부동산학, 부사관, 비서행정, 비서행정학, 사무정보,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세무학, 세무회계, 스포츠마케팅학, 신문방송학,

아동복지, 아동복지학, 아동학, 언론홍보학, 연애매니지먼트, 외식산업, 외식산업학,

유통경영, 유통학, 인터넷방송, 장례지도, 전자상거래학, 정치외교학, 중국비즈니스,

증권금융, 지방행정, 지역개발학, 창업경영, 철도경영, 철도운수경영, 청소년지도학,

컨벤션산업, 품질관리, 항공서비스, 항공서비스학, 항공여행, 항공운항, 항공운항학,

해양경찰, 해양경찰학, 행정, 행정학, 호텔경영, 호텔외식경영, 회계학

교육계열

가정교육,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국어교육, 기술교육, 독일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불어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수해양산업교육, 아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윤리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전기공학교육,

종교교육, 지구과학교육, 지리교육, 체육교육, 초등교육, 컴퓨터교육, 특수교육학,

한문교육, 화학교육, 한경교육

자연계열

가정학, 나노공학, 농공학, 농생물학, 대기과학, 동물자원학, 물리학, 바이오생명정보,

보건환경, 산림자원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생명자원학, 생물산업기계공학,

생물학, 생화학, 수학, 식물자원학, 식품가공,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

식품영양학, 식품조리, 애완동물, 외식조리, 우주과학, 원예, 원예학, 유전공학,

의류학, 의상학, 인터넷정보학, 임학, 자원동물산업, 전통약재개발, 전통의상,

정밀화학, 정보보호학, 제과제빵, 조리과학, 지구물리학, 지구정보공학, 지구해양과학,

지리학, 지적, 지적학, 지질학, 지형정보, 천문학, 축산, 축산학, 통계학,

푸드스타일리스트, 한방학, 해양생명과학, 해양자원학, 호텔조리, 화학, 환경공업,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관리, 환경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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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관   련   전   공

공학계열

CAD응용시스템, 건설산업, 건설정보, 건축공학, 건축, 건축학, 게임공학, 고분자공학,

공업화학, 광학공학, 교통공학, 국방기술학, 금속공학, 금형설계, 기계공학, 기계,

기계설계공학, 기계설계,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정보,

디지털콘텐츠학, 멀티미디어정보,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공학, 메카트로닉스,

물류시스템공학, 반도체학, 산업공학, 산업설비자동화, 산업안전, 섬유공학,

세라믹공학, 소방방재학, 소방안전관리, 소프트웨어공학, 스마트폰, 시스템경영공학,

시스템공학, 신발패션산업, 신소재공학, 신소재응용, 신재생에너지, 안경광학,

안전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영상콘텐츠, 원자력공학, 인쇄, 인쇄정보공학, 인터넷정보,

임산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 자동차정비, 재료공학, 재료, 전기공학, 전기,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 전기제어공학, 전산, 전자공학, 전자,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 제어계측공학, 제어계측, 제지공학, 제철금속, 조경,

조경학, 조선공학, 조선, 철도시설토목, 철도운전기전, 철도전기제어, 철도차량기계,

출판미디어, 측지정보, 컴퓨터게임,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보안,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응용설계,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전기자동화,

컴퓨터정보, 컴퓨터프로그래밍, 토목공학, 토목, 특수장비, 표면처리, 항공보안,

항공우주공학, 항공정비, 항해학, 해양공학, 해양시스템학, 화장품, 화장품과학,

화학공업, 화학공학

의예계열

간호, 간호학, 건강관리학, 공중보건학, 물리치료, 물리치료학, 방사선, 방사선학,

병원관리학, 보건관리학, 보건행정학, 수의학, 스포츠의학, 약학부, 언어재활,

언어치료학, 예술치료학, 유아특수재활, 응급구조, 응급구조학, 의료보장구,

의료정보공학, 의료정보시스템, 의무행정, 의예, 의용공학, 임상병리, 임상병리학,

작업치료, 작업치료학, 재활학, 제약공학, 치기공, 치기공학, 치위생, 치위생학,

치의예, 한약학, 한의예, 환경보건학

예체능

계열

경호학, 공업디자인, 공업디자인학, 공연제작, 공예, 공예디자인학, 공예학, 관현악,

광고디자인, 교회종교음악, 국악학, 금속공예, 금속공예학, 기악, 댄스스포츠,

도자기공예, 도자기공예학, 동양화, 디지털디자인,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만화애니메이션학, 만화창작, 메이크업아티스트, 모델, 목조형가구학, 무도학,

무용, 무용학, 뮤지컬, 미술학, 미용, 방송영상, 방송제작, 보석감정, 뷰티미용학,

사진, 사진영상학, 사회체육, 사회체육학,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학, 산업잠수,

서양화, 섬유디자인학, 성악, 스포츠외교, 스포츠재활, 스포츠지도, 스포츠지도학,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인학, 실용미술, 실용음악학,

애니메이션, 연극영화, 연극영화학, 연극학, 연예연기, 영상멀티미디어, 영상미술학,

영상제작, 영화, 예술치료, 예술학, 웹그래픽디자인, 음악교육, 음악학, 음향제작,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학, 이벤트, 작곡, 전통예술, 조소학, 조형디자인학,

체육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디자인학,

코디네이션, 코미디연기학, 태권도, 판화, 패션디자인, 패션악세사리디자인,

피부미용, 피아노학, 한국음악, 해양스포츠학,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학,

환경조각학, 회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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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기술사 자격증 현황

구 분 기  사 기 술 사

함 정

3급 항해/기관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해양기술사

항공
(조종)

자가용 자격증,

비행시간 200~1,000시간
사업용 자격증,

비행시간 1,000시간 초과

보 급 의류기사, 섬유기사, 식품기사
섬유기술사, 의류기술사,

식품기술사

병 기

전자기사, 전기기사, 광학기사,

화학분석기사, 기계설계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화학류제조기사,

품질경영기사

전자응용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기계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정 통

전자기사, 전기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임베디드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조 함

메카트로닉스기사, 소음진동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조선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조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의 정

/간호

식품기사, 축산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의공기사, 응급구조사 1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약사, 한약사 / 간호사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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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사 기술사

재 정
재무분석사, 재경관리사, 경영지도사,

원가관리사, 회계관리 1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정 훈 해당없음

헌 병 해당없음

시 설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교통기사,

교통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기계설계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대기환경기사, 도시계획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승강기기사,

시설원예기사,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응용지질기사,

용접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전기철도기사, 조경기사,

지적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콘크리트기사,

토목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설비보전기사, 해양공학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교통기술사, 기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소방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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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영어성적(TOEIC-TOEFL-TEPS) 환산표

TOEIC
TOEFL

(PBT/CBT/iBT)
TEPS TOEIC

TOEFL

(PBT/CBT/iBT)
TEPS

- 677/300/120 941~ 920 637/270/108 798~805

990 677/300/119 927~ 915 633/267/107 791~797

985 673/297/118 919~926 910 630/267/106 782~790

980 670/293/117 911~918 905 627/263/106 774~781

975 667/290/116 902~910 900 623/263/105 766~773

970 667/290/115 893~901 895 620/260/104 758~765

965 663/287/115 884~892 890 617/260/104 751~757

960 657/283/114 873~883 885 613/257/103 744~750

955 653/280/113 863~872 880 613/257/102 737~743

950 650/280/112 852~862 875 613/257/102 730~736

945 650/280/111 842~851 870 610/253/101 723~729

940 647/277/111 833~841 865 607/253/101 716~722

935 647/277/110 824~832 860 603/250/100 708~715

930 643/273/109 815~823 855 603/250/99 701~707

925 637/270/108 806~814

  * 가산점 적용 해당 자격증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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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한자능력평가 자격증 가산점

자격종목
가산점 적용

자 격 관 리 자
5점 10점

한자능력급수 3급 이상 1급 이상 (사)한국어문회

한자실력급수 3급 이상 1급 이상 (사)한자교육진흥회

실용한자공인 3급 이상 1급 (사)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이상 1급 이상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자급수인증 2급 1급 이상 한국교육문화회

한국한자검정 3급 이상 1급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자능력자격 준2급 이상 1급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상공회의소 한자 3급 이상 1급 대한상공회의소

YBM 商務漢檢 3급 이상 1급 (주)와이비엠시사

한자어능력검정 3급 이상 1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 가산점 적용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제 2 외국어 능력평가 가산점

언    어
가산점 적용

자격시험종류
5점 10점

중 국 어 4~5급 6급 이상 新HKS

일 본 어 B~D / 2~3급 A / 1급 JPT / JLPT

러시아어 B1~B2급 C1급 TORFL

독 일 어 B1급 B2급 GDS

프랑스어 B1급 B2급 DELF

스페인어 B1급 B2급 DELE

  * 가산점 적용 해당 자격증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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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분야 자격증 가산점

언    어
가산점 적용

자격시험종류
5점 10점

임상심리사 2급 1급 보건복지부

직업상담사 2급 1급 고용노동부

청소년상담사 2급 1급 여성가족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1급 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 - 자격증 보유 교  육  부

  * 가산점 적용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한국어능력분야 자격증 가산점

언    어
가산점 적용

자격시험종류
5점 10점

국어교육능력검증시험 - 자격증 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1급 한구언어문화연구원

KBS 한국어 능력시험 2⁻ ~ 2⁺급 1급 KBS한국방송공사

  * 가산점 적용 해당 합격증 원본 제출

행정/문서작성 자격증 가산점

언    어
가산점 적용

자격시험종류
5점 10점

일반행정사 2급 1급 안전행정부

행정관리사 2급 1급 한국행정관리협회

문서실무사 2급 1급 한국정보관리협회

  * 가산점 적용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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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대학장학생 지원서(예문)

지  원  병  과
접수지구 수험번호

사 진

(3X4)

1지망 2지망

함정 정보통신 서울 1234

성    명

(한글)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30101 - 1234567

전화번호
 집전화(또는 부모) : 010-1234-5678

 핸드폰 : 010-8765-4321
(한문) 洪吉童

E-mail abc123@naver.com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자이아파트 101동 101호

국    적  þ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병    역 미필 소속 계급 병과 전역일

학   력

2013년  2월  28일 경복 고등학교 졸업(서울) *학교 주소지 기록

KAIST 대학교(대전) 컴퓨터공학과  þ1학년 □2학년 □3학년

□ 인문계열  þ 공학계열  □ 자연계열  □ 사회계열  □ 의약계열  □ 교육계열  □ 예체능계열  □ 기타

신체조건
신장(cm) 체중(kg) 시력(나안) 시력(교정) 혈액형

175 65  좌 : 0.5 우 : 0.5  좌: 1.2 우:1.2 B

가족사항

(조부모,

부모, 형제)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직장 및 직위)

부 관련사항 기록

모 관련사항 기록

제 관련사항 기록

경   력

(군 경력

포함)

근 무 기 간 근무처(근무지) 담당직위

기술자격

및

국가고시

자격 및 면허명칭 취득일자 인정기관 자격 및 면허증 번호

한어수평고시 2016. 1. 1 중국한반 신HSK급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전자정부법」 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 학업수료 후 군에 입대하여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기간(3년)에 장학생으로서의 수학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현역에 복무할 것이며, 이 서약에 위반되는 때에는 군 인사법에 의한 처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해군 군대학장학생 모집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합니다.

2016   년   4  월   29  일

지 원 자    성 명 :    홍 길 동           (인)홍 길 동 

법정대리인  성 명 :    홍 ○ ○           (인)홍 ○ ○ 

해    군    참    모    총    장   귀하

 * 제출 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선발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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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대학장학생 서약서

서    약    서

대학교            과      학년       성명 :

본인은 학칙과 군 장학생 규정에 관한 군의 지시를 충실히 준수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이며,

학업수료 후에는 군에 입대하여 병역법에 의한 현역복무 기간에 

장학생(해군 군대학장학생)으로서의 수학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현역에 복무할 것이며,

이 서약에 위반되는 때에는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 의한 처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서명)

해  군  참  모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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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해군 양식)

본인은 해군장교를 지원한자로서 선발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

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선발담당기관에 제공

하며, 선발담당기관에서만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

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자료는 선발될 경우 인사관리를 위해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사용되어

지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성    명                서 명
주민등록

번    호

수험번호 대학/학과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해군참모총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 범위

ㅇ 병적자료 -------------------------------------------- 병무청

ㅇ 학력자료 -------------------------------------- 병무청, 교육부

ㅇ 자격/면허 -------------------------------- 병무청 등 각 관할기관

ㅇ 주민등록·가족관계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병무청

ㅇ 징계·형사·범죄 경력자료 ----------------- 법무실, 경찰청, 검찰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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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진 술 서 수험번호 : 서울1234
연번 : ✱기록하지 않음※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한자) 법적(실제) 성명 (한자)
□ 개명여부

개명 시 ☑표시 
개명 前 성명

사 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234번지(기본증명서에 있음)

주    소

실거주지 자 택 전 화

직 장

직장명 : ✱직장이 없는 경우 기록안함

소재지 :

연락처 :

휴 대 전 화 

E - m a il 

미니홈피/블로그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트위터/페이스북

학

력

학교명 기  간 전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 급)

~

~

~

상

벌

종 류 일 자 사 유 종 류 일 자 사 유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책 활 동 내 용

~

□ 없음
~

본인ㆍ배우자 재산 부동산 원 동산   원(채무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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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인 경우 특이사항을 비고란에 기재 바랍니다.  예 :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학교명 직장명/직위 거 주 지 비 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없는경우
기록안함

북한 및 해외 

거주가족

(3촌 이내)

친교인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히 작성 하기 바랍니다.(워드 작성 가능)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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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정 보  제 공  동 의 서 (기 무 사  양 식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22조 제5항(법정대리인의 동의), 제23조 제1항

1호(민감 정보의 처리) 및 제24조 제1항(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 및 신원조사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선발ㆍ임용ㆍ임관 등)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 본 양식을 출력후 자필로 기재후 서명 실시

(자필 미작성 및 본인서명 누락시 무효 처리)

년 월 일

본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신원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수사ㆍ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군검찰부, 군사법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록부, 졸업ㆍ성적증명서 등 학력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재학) 학교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직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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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가정 및

성장환경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가능,

1장 이상 작성 금지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학생회경험,

봉사활동등)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등)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 주요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어학능력 등 포함

(입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히 작성 바랍니다.(워드 작성 가능)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개인서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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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서류정리 요령(총 1set를 작성)

                                 투명 테이프로 고정                                 

   

                                                신원진술서 사이에 끼워넣음                      

                                         자기소개서 1부
                                            신원진술서 2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기무사 양식) 3부
                                                   개인신용정보서 1부
                                                       고교 생활기록부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병적기록부 1부

    

    신원
    진술서

    (뒷장)

            신원진술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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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 - )

해군 군대학장학생

지원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받는 사람

 ( – )

수험번호

성    명

휴 대 폰

※ 등기발송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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