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학군단 051)200-6578

학군사관(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대학 1,2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3,4학년 2년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
하는 제도

1. 지 원 자 격
가.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 남, 여)
나. 학군사관 사전선발(62기)
- 4년제 학과 1학년 재학생
-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다. 학군사관 정시선발(61기)
- 4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021년도 3학년(5년제 학과의 경우 4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2. 평가요소 및 배점

(단위 : 점)

계

수능(내신)

필기고사

대학성적

면접

체력

신체/인성/신원조회

61기(2학년)

1000

200

200

100

400

100

합 / 불

62기(1학년)

900

200

200

-

400

100

합 / 불

※ 북한학·전쟁사·리더십(자유선택) 이수, 외국어·무도·전산 자격시 가산점 부여(자세한 문의 : 학군단)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지원서 접수

2020. 3. 16(월) ~ 6. 5(금)

필기고사

2020. 6. 13(토)

동아대 학군단

1차 합격자 발표

2020. 7. 10(금)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면접평가

2020. 9. 7(월) ~ 9. 25(금)

동아대 학군단

신체검사

2020. 8. 3(월) ~ 10. 16(금)

국군대구병원

2차 합격자 발표

2020. 10. 16(금)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체력인증서 서류제출

2020. 10. 30(금)

동아대 학군단

신원조사

2020. 10. 16(금) ~ 11. 6(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1. 20(금)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 동아대 학군단

4. 다양한 혜택
가. 후보생 혜택
- 학군사관후보생 신분 부여(준 공무원)
육군 휴양시설 이용 가능
육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 및 협약된 업체 할인 혜택
- 국내 및 국외 군사문화탐방
-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전공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에 교육
- 동아대 학군단 장학금, ROTC 총동문회 장학금, KT&G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300만원)
- 교재 지원비 지급 (2년간 매달 7만원 지급)
- 한림생활관(기숙사) 우선 선발
나. 임관 후 군 복무 시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전공과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3,5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임관 시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연봉 인상
- 복무 연장 및 장기 복무가능(희망자) : 장기 복무 시 국내외 위탁교육, 주택 제공 등
다양한 혜택 추가 제공
-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다. 전역 후 혜택
-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 취업여건 보장
- 전역 후 다수기업에서 전역장교 전형 채용 기회
- 각계 각층의 ROTC 동문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약 20만명 규모)

5. ROTC 준비반 운영
가. 대상 : 지원 자격을 갖춘 동아대 학생 누구나 가능
나. 문의 : 학생군사교육단 (승학캠퍼스(S16) ☎ 051)200-6578 / 카카오톡 : 117RO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