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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홈페이지 세부 모집 계획 반드시 확인

 지원자격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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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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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단, 군의는 전학년)
        단, 육ㆍ공군의 군 대학장학생ㆍ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어 취소된 자 제외
         * 선발 전 매 학기말 성적 확인이 가능한자로, 전체 평균성적이 100분의 70점 이상인자(선발 연도 1학기 포함)
         * 선발 후 매 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점 미만시 선발 취소
     군인사법 제10조 2항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중국적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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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서 접수 '16. 4. 18.(월) 

  ~ 5. 10.(화)
m 인터넷 접수(해군 홈페이지)
   * 포털 검색어 : 해군모병센터

필기시험 '16. 5. 21.(토) m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진해, 목포, 동해, 제주지역

1차 합격자 발표 '16. 6. 22.(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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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세부계획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
   “해군모병센터” 공지사항에 게재

최종 합격자 발표 '16. 8.19.(금) m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병센터”(합격자 조회)

소집교육 '16. 9월 초 m 세부계획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

입    영 졸업년도 3월

m 해군사관학교(진해)
   * 입영연도 2월말 해군 홈페이지 공지
   * 양성교육 중 임관종합 평가시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년 해군 군대학장학생 모집요강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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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병과(1, 2, 3학년)

병 과 지원학년 지원가능 전공계열/학과 병 과 업 무

함 정 1ㆍ2ㆍ3학년  ㆍ 전 학과 지원 가능

ㆍ함정운용과 해ㆍ육상 작전부대 근무(UDT, SSU 포함)
ㆍ인사, 작전, 교육훈련, 정책업무 등 다양한 분야 근무
ㆍ함정 및 기관장비 획득ㆍ운용ㆍ정비, 
  함정 정비기술 연구개발
ㆍ군수정책수립 및 집행
ㆍ군사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전파
ㆍ해양ㆍ음향ㆍ기상정보 분석 및 지원

항공전술 1학년  ㆍ 전 학과 지원 가능 ㆍ항공기 운용, 정비 및 작전임무 수행
ㆍ항공부대, 정책부서 등 다양한 분야 근무

정 보
통 신 1ㆍ2ㆍ3학년  ㆍ 공학계열(전기‧전자‧전파, 컴퓨터‧통신,

     해양, 수중음향)
ㆍ지휘통제체계/정보시스템 관리, 통신망 지원
ㆍ서버/네트워크 장비 관리,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보호

보 급 1ㆍ2학년
 ㆍ 사회계열(경영‧경제,무역‧유통), 
    자연계열(생활과학, 식품),
    공학계열(소재‧재료, 산업)

ㆍ보급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
ㆍ군수품 소요ㆍ저장ㆍ분배업무 수행 

시 설 1ㆍ2학년   ㆍ공학계열(건축‧토목, 전기, 기계, 도시, 
            환경, 소방, 해양)

ㆍ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업무  
ㆍ국유재산(건물ㆍ토지ㆍ공작물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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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함정설계ㆍ건조ㆍ감독ㆍ기술관리 업무
ㆍ조함 정보체계 구축 및 기술발전 연구

재 정 1ㆍ2학년  ㆍ 사회계열(경영ㆍ경제)
    * 공인회계사는 필기시험 면제

ㆍ예산획득, 운영, 집행, 재정관리
ㆍ국가 디지털회계 시스템 운용 

정 훈 1학년  ㆍ 인문/사회/교육계열 ㆍ문화ㆍ홍보정책 수립 및 시행 
ㆍ해군 활동상 홍보 및 문화활동 주관

헌 병 1학년  ㆍ 인문/사회/공학/자연/교육계열 ㆍ군사법 경찰 업무 및 부대 경계임무
ㆍ군기단속 및 질서유지, 교도업무 

의 정 1ㆍ2ㆍ3학년  ㆍ 의약계열, 사회복지학 ㆍ의무행정 및 의료관리, 약제·방역·식품검사 업무
ㆍ환자진료 소요예산 획득 및 진료지원

군 의 전학년  ㆍ 의과/치과/한의과, 의학전문대학원 ㆍ환자 진료 및 관리

※ 모집병과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공학과 관계없이 해당병과 지원 가능한 자격증

   m 정보통신병과
      - 기사/기술사 자격증
         Ÿ 전기/전자/반도체 설계/임베디드/전자계산기/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무선설비/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 기사ㆍ기술사
         Ÿ 컴퓨터 시스템 응용/전자응용/산업계측제어/정보통신 기술사
      - 정보보호전문자격증
         Ÿ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인터넷보안전문가, 정보보안관리사(ISM), 해킹보안전문가(HSE) 1급,
           네트워크관리사 1/2급, 사이버포렌식 조사전문가, 디지털포렌식전문가
         Ÿ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m 보급병과 : 섬유/식품/의류 기사ㆍ기술사, 물류관리사, 영양사
   m 재정병과 : 공인회계사, 재무분석사, 재경관리사, 세무사, 관세사
   m 시설병과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재료시험/응용지질/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토목/해양공학
                 /해양환경/조경/도시계획/기계설계/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전기공사/전기/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대기환경/소음진동/수질환경/토양환경/폐기물처리 기사ㆍ기술사

바다, 꿈과 미래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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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필  기  고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

대학교
성  적 면접 신체(인성)검사

/신원조사 계 간부선발도구 영어 국 사 소계
1학년 180 90 30 300 50 ㆍ 150 당ㆍ락 500

2, 3학년 180 90 30 300 ㆍ 50 150 당ㆍ락 500
 * 국사평가 참고자료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병센터(공지사항)” 탑재

     간부선발도구

        

구   분 인지능력적성검사(93문항/58분) 상황판단검사(15문항/20분)
직무성격검사

(180문항/30분) 소계언어논리 자료해석 지각속도 공간지각
전학년 63 63 9 9 36 면접 참고 180

 신체 기준

구  분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합  격
기  준

 ◉ 신장ㆍ체중 기준표의 신체등위 3급 이상 
    - 신장 : 159 ~ 195㎝
    - 체중 : 38 ~ 134㎏

 ◉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3급 이상
 ◉ 교정시력 0.7 이상
 ◉ 색약 : 함정, 항공조종을 제외한 전 병과 지원 가능
 ◉ 색맹 : 지원 불가 
 ※ 항공전술 지원자는 항공특수신검 실시

기  타  ◉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군 건강관리규정 및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에 의함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모병안내란 참조

 지원시 제출서류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등기우편 제출 / ’16. 5. 13.(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지원서(인터넷 접수 완료된 지원서 출력) 1부,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등기우편 제출 / ’15. 6. 27.(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공통(필수) 제출서류 해당자 또는 소지자(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자기소개서(해군서식) 1부 (원본)

 ◉ 대학교 全학년 성적표 1부(2,3학년 지원자) (원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해군서식) 1부 (원본)

 ◉ 고교 생활기록부(성적, 출결, 봉사활동 등 기재되어 
    있는 것) 1부 (원본)

 ◉ 군대학장학생 서약서 1부 (원본) 
 ◉ 신원조회서류 (원본)    - 신원진술서 3부(컬러 반명함판 사진 부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부(기무사 양식)
    - 자기소개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고교 생활기록부 / 개인신용정보서 / 병적기록부 각 1부
 ◉ '16년도 1학기 대학교 성적표 1부(별도제출) (원본)
     ※ 7.29(금)까지 제출 / 기간내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공인(TOEIC/TOEFL/TEPS) 영어 성적표 1부 (원본) 
    ☞ TEPS 성적 701점 이상 취득자(가산점 부여)
       (TOEIC, TOEFL은 환산점수 적용) 
 ◉ 심리상담사(2급 이상), 한국어능력(2-급 이상), 
    행정관리/문서실무사(3급 이상), 한자(3급 이상) (사본)

 ◉ 제2외국어 성적표 1부 (원본)

    ☞ 중국어 新HSK(4급 이상) / 러시아어 TORFL(1단계 이상)
       / 일본어 JPT(D레벨 이상), JLPT(3급 이상)
       / 독일어(GDS B1 이상), 불어(DELF B1 이상)
       / 스페인어(DELE B1 이상)
 ◉ 지원병과 관련 기사ㆍ기술사 자격증 1부 (사본)

 ◉ 병적기록부(병무청 발급) 1부 ☞ 제대군인 (원본)

※ 수험표는 지원자 보관(필기ㆍ실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시 지참)

※ 공통(필수) 제출 서류 중 '16년도 1학기 성적표만 별도 제출 / 7.29(금)까지

해군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http://www.microsoft.com/isapi/redir.dll?prd=ie&pver=6&ar=C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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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병과별 지원가능 전공계열/학과를 고려 1, 2지망으로 2개 병과를 복수 지원
         m 1지망 병과와 2지망 병과 선택 시 지원가능 전공계열/학과가 같아야 함.
         m 1지망 병과와 2지망 병과가 같아도 됨.

 가산점 적용(가산점 적용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최대 50점까지만 적용)
      ※ 6.27(월)까지 발송된 서류만 접수(기준: 우체국 소인)

     TEPS 성적 701점 이상 취득자(TOEIC·TOEFL은 TEPS 환산점수 적용 / TEPS관리위원회 환산표 이용) [원본]

         m TEPS 성적 701점 이상부터 990점까지 성적에 따라 총점의 10%(50점)까지 차등 부여
     지원병과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10/20점) [사본]

         m 전공 관련 유사 자격증은 1개만 적용
     심리상담분야 자격증 [사본]

      

자격종목 가산점 적용 자격발급기관5점 10점
임상심리사 2급 1급 보건복지부
직업상담사 2급 1급 고용노동부

청소년상담사 2급 1급 여성가족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1급 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 - 자격증 보유 교  육  부
 

     한국어능력분야 자격증 [원본]

      

자격종목 가산점 적용 자격발급기관5점 10점
국어교육능력검증시험 - 자격증 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1급 한구언어문화연구원
KBS 한국어 능력시험 2⁻ ~ 2⁺급 1급 KBS한국방송공사  

     행정/문서작성 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종목 가산점 적용 자격발급기관5점 10점
일반행정사 2급 1급 안전행정부
행정관리사 2급 1급 한국행정관리협회
문서실무사 2급 1급 한국정보관리협회  

해군을 잡(JOB)으면 미래(KOREA)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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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 능력평가 [원본]

      

언   어 가산점 적용 자격시험종류5점 10점
중 국 어 4~5급 6급 이상 新HKS
일 본 어 B~D / 2~3급 A / 1급 JPT / JLPT
러시아어 1~2단계 3단계 TORFL
독 일 어 B1급 B2급 GDS
프랑스어 B1급 B2급 DELF
스페인어 B1급 B2급 DELE

 

     공인 한자(1,800자 기준) 능력평가 [사본]

      

자격종목 가산점 적용 자격발급기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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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및 특전

     군대학장학생 선발년도 부터 등록금 전액 지급('16년 1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 '16. 9월 중)
* ’14년 이후 선발자부터 단기복무 장려금 미지급(국방부 지침)

     일정기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해군 소위로 임관
         m 다양한 인적 Network 활용 가능
         m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소위 : 공무원 8급 수준, 중위 : 공무원 7급 수준)
         m 군 복무기간 중 관련분야 근무 시 해사생도 순항훈련, 환태평양훈련, 청해부대 파병 등 외국 순방 및
            신무기 체계나 장비 인수 등 교육 참가 기회 부여(선발 또는 해당함정 승조시)
     근무성적 우수자 장기복무 선발
         m 안정된 직업 보장(공무원 5급 이상)  
         m 능력과 적성에 따른 자기계발 기회 부여(국내ㆍ외 위탁교육(석ㆍ박사 학위과정, 국외 군사교육 등))
         m 20년 이상 근속 시 군인연금 수혜 가능
     다양한 복지 혜택
         m 중·장기 복무 후 전역시 취업 알선
         m 대부분 도시지역 근무로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기회 가능
         m 결혼 전 독신자 숙소 제공 및 휴가, 출장시 군 복지시설(호텔, 콘도, 체력단련장 등) 이용 가능(가족 포함)

바다, 꿈과 미래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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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지역별 모병관실 안내전화 / 제출서류 주소

접수지역 안 내 전 화 주          소

서울모병관실  02) 810-4646, 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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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제출 및 접수 문의는 지원자가 선택한 모병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본부
(지원상담)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기획과 장교획득담당 (32800)

 www.navy.mil.kr(검색어 : 해군모병센터)
TEL : 042) 551-3103, 553-1163~4 / 02) 819-1163~4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