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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공고 제2021-2호 

'21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모집선발 계획(수정 1호)

  2021년 육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모집선발 계획 수정 1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육 군 참 모 총 장
□ 수정사항

구 분 ~에서 ~으로

의학과 모집인원 1, 2, 3학년 1, 2학년

치의학과 모집인원 1, 2, 3학년 1, 3, 4학년

1 일 반 계 획  

가. 모집 인원 
   1) 일반학과 대학 : 000명(여성 : 000명)

구 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 원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단위 : 명, (  ) : 여성

   2) 의학과, 치의학과 대학 : 0명(남・여 구분 없음)

구 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의학과 0 0 0 ・ ・

치의학과 0 0 ・ 0 0

단위 : 명

나. 자격 기준
   1) 공 통
      가)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군인사법 제10조』                   *붙임#1

      나) 지원당시 휴학 중이라도 합격 후에는 다음 해에 반드시 복학하여 임관연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

      다) 지원당시 각 학기별 대학(원) 성적이 평균 'C'학점(백분율 70%)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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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마)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은 7년(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 학군동시자는 6년 4개월(의무복무 2년 4개월 + 가산복무 4년)

   2) 일반학과 대학

      가)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군필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1∼3세)합산 적용

      나) 학력 : 수업연한 4년 이상인 국내대학교 1~4학년(남・여)
            * 교육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의 학사학위과정 대학교 지원가능
            * 수학기간이 5년인 학과(건축학과 등)의 경우는 5학년도 지원 가능

   3) 의학과, 치의학과 대학
      가)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군필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1∼3세)합산 적용

      나) 학력 : 의학과・치의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1∼4학년(남・여)   * 가항 모집인원 참조

   4) 학년별 임관일 기준표

구 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학군동시자 임관일 2022. 3. 1. 2023. 3. 1. 2024. 3. 1. 2025. 3. 1.

학사
양성교육 입교일 2022. 3월 초 2023. 3월 초 2024. 3월 초 2025. 3월 초

임관일 2022. 7. 1. 2023. 7. 1. 2024. 7. 1. 2025. 7. 1.

         * 군의, 치의사관 양성교육 입교일 / 임관일 : 매년 3월 초 / 4월 말

다. 모집선발 일정

지원서
접수

1차평가/ 
합격자발표

1차합격자
서류 접수

2차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면 접 신체검사 신원조사
2차

서류접수

3. 29(월)~
4. 12(월)

5. 8(토) /
5. 21(금)

5. 24(월)~ 
5. 31(월)

6. 14(월)~
7. 23(금)

7. 5(월)~
7. 9(금)

5. 24(월)~
5. 31(월)

9. 6(월)~
9. 16(목)

10. 13(수)

     * 선발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라.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1차 평가
(필기평가)

2차 평가
소 계 체력검정 면접평가 직무역량 신체검사 신원조사

점 수
472점

(간부선발도구)
100점

20점
(인증제)

50점 30점 합・불
최종

선발심의
반영

      * 1차 평가 결과는 2차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실시

마. 최종합격자 발표 : 10. 13(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진포기자, 

기타 결격사유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추후 육군모집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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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부 평가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모집공고 3. 15(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

지원서 접수
3. 29(월)

~ 4. 12(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제출
붙임#2

1차

평가

필기평가 5. 8(토) 

・08:30분까지 교실 입실 또는 지정된

  장소 도착

・간부 선발도구 평가, 인성검사

・

합격자

발표
5. 21(금)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

1차 합격자

서류 접수

5. 24(월)

∼ 5. 31(월)

・1차 제출서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붙임#3

2차

평가

AI면접 ・AI면접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신원조사 ・온라인 신원조사 제출 붙임#10

면접
6. 14(월)

∼ 7. 23(금)

・면접평가 실시일자(1일) 개별 통보

・면접평가

   - 1면접장 : 국가관/안보관 등

   - 2면접장 : 리더십/상황판단 등

   - 3면접장 : 인성평가 등

인재선발

센터

(충남 계룡)

신체검사
7. 5(월)

∼ 7. 9(금)

・신체검사 실시일자(1일) 개별 통보

・장교 선발 신체검사 기준 적용

・재검 기회는 1회만 부여

지역별

군 병원

추가서류 접수
9. 6(월)

∼ 9. 16(목)

・2차 제출서류

  - 대학교 성적증명서(전 학기)

  -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 평가지

  - 병영체험 증명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붙임#3

최종 합격자 

발표
10. 13(수)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

    * 선발 일정, 장소는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육군모집 홈페
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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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절차 / 평가방법  

가. 지원서 작성                                            *붙임#2

  1)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접속, 지원서 작성 및 출력
      가) 지원서 작성 : 지원접수 및 합격조회 ➡ 지원접수 및 등록 ➡ 장교 지원서 작성

      나) 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험표 출력 : 지원접수 및 등록 ➡ 등록 조회 및 출력 

➡ 장교 지원서 출력

  2) 지원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인 '설문서 작성'까지 마쳐야 접수처리가 완료

되며, 별도 제출서류는 없음.

나. 1차 평가 : 5. 8(토)
   1) 과목 : 총 8개 과목

      가)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지각, 지각속도, 상황판단, 국사, 직무성격검사, 인성검사

      나) 필기평가 예문 참고자료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다운로드' 탑재 

   2) 장소 : 전국 12개 고사장
      가)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영서, 강원영동, 대전/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

남/창원/마산, 부산/울산, 대구/경북 등

      나) 코로나 방역 및 예방 등을 위해 지원장소와 필기평가 장소가 상이하게 배정 및 변

경될 수 있음. 추후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고 예정

   3) 배점 : 472점
      가) 과목별 배점

구 분 계
언어논리
(25문항)

자료해석
(20문항)

공간지각
(18문항)

지각속도
(30문항)

상황판단
(15문항)

국사
(20문항)

점 수 472점 135점 135점 45점 45점 72점 40점

      나) 선발인원 고려 성적서열 순으로 선발, 종합점수 40%(188.8점) 미만 불합격 처리

다. 2차 평가(대상 : 1차 평가 합격자)
   1) 1차 합격자 서류 접수 : 5. 24(월) ~ 5. 31(월) / 우체국 등기우편  *붙임#3

      가) 제출서류

・지원서(증명사진 출력/부착)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복수국적확인용)

・잠재역량평가 증빙서류

・자기소개서(3부)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대학 등록금 납입증명서(전 학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간부모집 관련 정보 수신동의서(선택)

      나) 제출서류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또는 인터넷 발급확인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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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I면접평가 : 5. 24(월) ~ 5. 31(월)

      가) AI면접평가는 평가배점은 없으나 면접평가 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 활

용하며, 미실시할 경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준비사항

・PC용 카메라, 마이크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

・윈도우 7 이상(Mac OS 불가)

・유선 인터넷 환경 권장

      다) 지정된 기간 내 AI면접 웹사이트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진행(개별 안내)

      라) 면접기회는 1회만 부여

      마) 문의 : 육군 AI면접 담당자(042-550-7133)

   3) 면접평가 : 6. 14(월) ~ 7. 23(금) 중 1일(개별 안내)
      가) 장소 : 인재선발센터(충남 계룡)

      나) 개인별 면접일자는 추후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다) 면접 방법

구 분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평가중점
국가관/안보관,

지원동기 등

리더십, 상황판단,

논리/표현력 등
인성평가

평가방법 개별면접 집단면접 개별면접

      라)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1개

   4) 신체검사 : 7. 5(월) ~ 7. 9(금) 중 1일(개별 안내)
      가) 군 병원별 신체검사 가능인원과 지원자 응시지역을 기준으로 편성

          (1) 군 병원

구 분 대전병원 수도병원 고양병원 구리병원 함평병원

위 치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전남 함평군

구 분 대구병원 양주병원 강릉병원 춘천병원
・

위 치 경북 경산시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2) 신체검사 병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체검사 합격기준

          (1) 질병, 신체등위 : 1, 2, 3급

          (2) 신장과 체중에 의한 체격등위(BMI) : 1, 2급                          *붙임#4

              * 3급은 최종선발심의를 통해 합격, 불합격 판단

          (3) 재검 기회는 1회만 부여하며, 재검 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 재검 미실시자와 재검 결과 불합격자 또는 2차 재검자는 불합격 처리

          (4) 육군 신체검사 기준표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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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의 사항

          (1) 신분증, 수험표를 지참해야 하며, 지연 도착할 경우 신체검사 응시 불가

          (2) 신체검사 9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

          (3) 신체검사 문진표 작성 시 본인의 과거력, 질환, 문신 등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

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4) 여학생은 산부인과 진료가능한 군병원에서 신검을 받거나 민간병원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임신반응검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군 병원에 제출

   5) 체력검정
      가)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실시                          *붙임#5

      나) 제출기간 / 제출방법 : 9. 6(월) ∼ 9. 16(목) / 우체국 등기우편

      다) 제출서류 : ①체력인증서(미발급자는 참가증)(원본) 1부, ②체력평가지(원본) 1부

      라) 서류 유효기간 :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취득('21. 3. 15 ~ 9. 15)

      마) 점수적용

          (1) 1, 2, 3등급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심의 간 긍정적으로 평가

          (2) 1, 2, 3등급 외 인원은 체력평가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수에 따라 평가배점의 

10%를 감점하되, 4개 항목 모두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처리

          (3)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 시 점수(10점 만점 기준, 획득점수×2 적용)

구  분 1, 2, 3등급 1종목
불합격

2종목
불합격

3종목
불합격

4종목
불합격

인증점수 10점 9점 8점 7점
불합격

환산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바) 체력평가 항목

구  분 건강체력항목 운동체력항목(택1)

성인
(19∼64세)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택1 :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민첩성(10m왕복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청소년
(18세 
이하)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택1 : 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심폐지구력
   (택1 :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민첩성(일리노이검사)

・순발력(체공시간)

・협응력(눈-손협응력)

      사) 기 타

          (1) BMI측정결과는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를 최종선발 시 적용

          (2) 국민체력 인증 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했으나 BMI만 불합격한 경우 

만점을 부여

      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이 불가피하게 조정/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국민체력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측정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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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무역량(30점) : 대학성적/수능성적(25점), 잠재역량(5점)

      가) 대학성적/수능성적(25점)

          (1) 제출서류 : 대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 대학교 성적증명서는 현재까지 진행한 전 학년, 전 학기(1학년 1학기 ~ '21년 1학기)를 제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제출

          (2) 세부배점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성적
7.5점
(30%)

10점
(40%)

12.5점
(50%)

15점
(60%)

수능성적
17.5점
(70%)

15점
(60%)

12.5점
(50%)

10점
(40%)

          (3) 수능 3개과목(국・영・수) 점수 반영(소수점 반올림)

 

등 급 1 2 3 4 5 6 7 8 9

비율(%) 100 95 90 85 80 75 70 65 60

          (4) 대학성적 : 백분율 환산 점수 반영

 

대학성적
(백분율)

100~90 89∼85 84∼80 79∼75 74∼70 70 미만

비율(%) 100 95 90 85 80 불합격

          (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

          (6)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을 제출한 지원자는 고교 내신성적(1~3학년, 국・영・수)

을 반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1차 필

기평가 결과를 환산하여 반영

      나) 잠재역량(5점)                                                        *붙임#6

          (1) 제출서류 : 분야별 해당 자격증 등 증빙서류(원본)

          (2) 13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최상위 1개 자격만 인정

          (3)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며, 복사・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음.

      다) 대학교 성적증명서, 병영체험증명서 제출 : 9. 6(월) ~ 9. 16(목) / 우체국 등기우편

   7) 신원조사                                                     *붙임#10

      가) 제출기간 : 5. 24(월) ~ 5. 31(월)

      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인터넷 신원조사 웹사이트(psi.dssc.mil.kr)에 접속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자기소개서, 병적증명서(예비역의 경우 병적기록표)

      라)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원조사 웹사이트에서 작성

      마) 기본증명서(상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병적증명서 : 발급문서의 스캔파일(JPG) 제출

      바)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 수신 시 다시 제출

      사)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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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사 항  

가. 시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필기평가, 신체검사, 면접평가 시 본인확인을 위해 수험표 및 신분
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1개 

다.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선발에서 
제외하며, 선발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지원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증빙서류 위조・변조, 평가 간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통
신기기를 활용 등 부정행위 발생 시 '군 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 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의거 조치됩니다.

마.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기평가, 면접평가, 신체검
사 시 코로나-19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 최종선발 관련사항
   1)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총 8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며, 최종합격시점('21년 2

학기)을 기준으로 수료한 학기 등록금은 일시급, 이후 매 학기별 등록금을 

지급함.

   2)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에 의거 단기복무장려금 수

혜자는 최종합격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반납해야 함.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에 의거 

임관 양성교육 입교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선발 

자진취소가 가능함.

   4) 기타 사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련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시행규칙'을 참고 및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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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

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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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료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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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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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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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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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

수)되지 아니한다. 



붙임#2 - 2 - 1

붙임#2

지원서 작성방법 

순서 화    면    구    성 주요 작성방법 안내

1
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내용확인 후 6개 항목 체크

2

② 지원서 접수 

 - 모집과정명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 성명, 주민번호, 수험지구명, 현 신분 선택

 - 수험지구명 : 필기시험장소, 신체검사병원

   선정 시 참고

   * 평가장소, 군 병원에 사정에 따라 신청한 

수험지구 외 지역으로 편성될 수 있음.

 - 개인인증번호 : 본인확인용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3

③ 인적사항 입력

 - 수험지구 변경 : 미사용

 - 희망병과1지망 : 미사용

 - 희망병과2지망 : 미사용

 - 희망병과3지망 : 미사용

 - 개인정보 입력

 - 주소 : 실제 거주지 입력

 - 학군후보생 여부 체크

   * 학군사관 예비후보생일 경우에도 체크

 - 복수국적 여부 체크

 - 보훈대상자 여부 : 비대상 체크(미사용)

4

④ 학력사항 입력

 - 전학한 경우 최종졸업학교를 기입

 - 학년 : 현재까지 수료(중)인 학기

 - 상태 : 현재 학업수료 상태

 - 학위번호 : 숫자 '0000' 입력(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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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화    면    구    성 주요 작성방법 안내

5

⑤ 자격/면허입력

  - 분야별 해당항목 작성

  - 분야별 최상위 1개 자격만 작성

    * 잠재역량점수는 접수된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하여 반영

  - 기타

    ① 잠재역량 관련 추가사항 있을 시 작성

    ② 접수일 기준 이수(중)인 학기 및 

졸업예정연도(휴학 미고려) 작성

       (예) 5학기 재학 중 / ’24년 2월

    ③ 신체검사 희망병원 작성

       (미 기재시 수험지구 고려 편성)

  - 해당사항 없을 시 '다음' 클릭

6

⑥ 리더십 입력

  - 분야별 해당항목 작성

  - 분야별 최상위 1개 자격만 작성

    * 잠재역량점수는 접수된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하여 반영

  - 해당사항 없을 시 '다음' 클릭

7

⑦ 병역사항 입력(예비역)

  - 예비역만 해당 분야 작성

    * 최근 병역을 1번항목에 기입

    * 차후 병적기록표 제출

  - 해당사항 없을 시 '다음' 클릭

8

⑧ 설문조사 작성

  - 모든 항목에 응답해야 함.

  * 설문조사를 마치지 않고 종료할 경우 

지원서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9

⑨ 지원서 수정, 접수 취소, 출력

  - 육군모집 홈페이지에서 수정, 출력 확인

  - 모집과정, 성명, 주민번호, '개인인증번호' 

확인

  * 사진 출력이 안될 경우 증명사진(3×4cm)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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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1차 합격자 서류접수 / 추가서류 접수 

1. 1차 합격자 서류 제출 : 5. 24(월) ~ 5. 31(월)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복수국적확인용)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잠재역량평가 증빙서류

・자기소개서(3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등록금 납입증명서(전 학기)

・간부모집 관련정보 수신동의서

  (선택)

  가.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선발부대용) 각 1부

     1) 육군모집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진 출력이 안될 경우 증명사진 부착

     2) 지원서 마지막 페이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에 본인서명 실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복수국적 확인용) 1부 *붙임#8

      * 내용 숙독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에 본인서명 실시

  다.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1부(원본)

  라. 잠재역량평가 증빙서류(원본 또는 발급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

  마. 자기소개서 3부

    1) 붙임#7 양식을 참고하여 1페이지로 작성. 양식 임의변경 금지

    2) 작성방법 : 서체 '맑은고딕', 크기 11pt, 줄간격 160% 

    3) 자기소개서 작성 후 동일내용을 3부 출력, 본인서명 후 제출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검정고시자는 검정고시합격증) 1부(원본)

    1) 정부24 : www.gov.kr (무료)
        * '생활기록부'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확인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로 연계 발급

    2) 학교기관 : 전국 중・고교 행정실 (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3) 모든 지원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고등학교 검정고시

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원본)을 제출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원본)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제출

    2)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유리한 지원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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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학기별 1부(원본)

      * 현재까지 수료한 전 학기 등록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자. 간부모집 관련 정보 수신 동의서(선택) 1부             *붙임#9

2. 추가서류 제출 : 9. 6(월) ~ 9. 16(목)

・대학교 성적증명서('21년 1학기까지) ・병영체험 증명서(해당자만)

・국민체력인증센터 평가인증서(또는 참가증), 체력평가지

  가.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원본)
      1) 1학년 1학기~'21년 1학기까지 이수한 각 학기별 성적 포함되어야 함.
      2) 각 학기별 및 총 취득학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가 표기되어야 함.
      3) 각 학기 성적의 백분율 점수가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 학기라도 

70 미만일 경우 선발에서 제외됨.
           * 4학년 최종합격자('22년 임관예정자)가 4학년 2학기(8학기) 성적이 백분율 점수 

70미만일 경우 선발취소 처리됨.

  나. 국민체력인증센터 평가인증서(참가증), 체력평가지 각 1부(원본)
      1) 1・2・3급은 체력인증서, 체력평가지 제출
      2) 평가인증서 미발급자는 참가증(참가확인서), 체력평가지 제출
      3) 유효기간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021. 3. 15. ~ 9. 15.)

  다. 병영체험증명서(해당자만) 1부(원본)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제출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1) 보내실 곳                                                 *붙임#1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501-70호  군장학생선발관리장교 앞

     2)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나.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확인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

     1) 인터넷 발급 진위확인이 가능한 문서나 무인발급기 서류 가능

     2) 서류 유효기간 : 제출마감일 기준 인터넷 발급 진위확인이 가능해야 함.

     3) 복사, 스캔, 촬영된 서류/문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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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신장・체중 신체등위(BMI)에 따른 판정기준 

1. 세부기준
  가. 남자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61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단위 : BMI (kg/㎡)

  나. 여자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5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55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단위 : BMI (kg/㎡)

2. 적용방법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

까지 포함.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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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현황

지역 센터명 대표번호 비 고 지역 센터명 대표번호 비 고

서울
(6)

KSPO송파 02-410-1014 2개소

강원
(4)

원주 033-762-0110

성동 02-2286-7190 강릉 033-649-7711

동작 02-591-0101 춘천 033-250-6793

마포 02-337-7815 삼척 033-570-6857

서초 02-591-5999

전북
(3)

남원 063-633-7330

인천
(1)

연수 032-820-4889 전주 063-221-7330

경기
(6)

화성 031-278-7548 군산 063-454-8761

전남
(4)

순천 061-749-8946부천 070-7707-5306
나주 061-330-3388

오산 031-378-9220
곡성* 061-363-4337

성남 031-739-6717
목포 061-278-0155

의정부 031-828-2100
대구
(1)

달서 053-634-8602시흥 031-498-7338

충남
(4)

KSPO아산 041-547-7336 2개소 세종
(1)

세종 044-868-8323

천안 041-622-9350

경북
(4)

안동 054-854-7338
계룡 042-840-6302

김천 054-433-0020
대전
(1)

서구 042-485-7330 구미 054-479-1369

포항 054-272-8519

충북
(4)

청주 043-485-7330

울산
(1)

남구 052-259-1471영동 043-740-1607

충주 043-852-7330

부산
(4)

사하 051-202-3500
증평 043-835-4171

사상 051-326-0100

광주
(3)

동구 062-230-7419
스포원 051-550-1631

북구 062-716-6100 남구 051-626-8215

광산 062-955-9109
경남
(2)

창원 055-712-0781
제주
(1)

제주 064-759-8795 사천 055-835-2066

* 국민체력100 측정방법 및 국민체력인증센터 세부운영현황 등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nfa.kspo.or.kr)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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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잠재역량평가요소 / 기준

분  야 점수 적용 기준

전  산
PCT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TQ

0.3 600～799점 - 2급 A급 2개과목

0.5 800점 이상 1급 1급 A급 3개과목 이상

영  어
TOEIC New-TEPS TOEFL(IBT) Opic G-TELP

0.6 600～799점 327～451점 80～99점 IM 1 레벨2(50∼64점)

1.0 800점 이상 452점 이상 100점 이상 IM 2이상 레벨2(65점 이상)

제2외국어

JPT
(일본)

JLPT
(일본)

HSK
(중국)

DELF
(프랑스)

TORFL
(러시아)

ZDaf
(독일)

DELE
(스페인)

0.3 540점 이상 N2 4～5급 A2급 1단계 70～79%
Diploma 

Intermedio

0.5 715점 이상 N1 6급이상 A3급 2단계 80%이상 Diploma Superior

한자(漢字)
0.3  2급 * 한국어문회, 한국한자교육연합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국한문교육진흥회, 상공회의소, 한국외국어평가원, 평생교육진흥원 등0.5  1급

전문 자격증
0.2  기능사

* 정부(산하)기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

  (정부 공인 자격증)
0.3  산업기사

0.5  기사

한국어 능력
0.6  2급 * 인증기관 : KBS 한국방송공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유효기간 : 2년(1차 서류제출 기간 고려) 1.0  1급

한국사 능력
1・2급 3급 4급 5급 6급

* 인증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1.0 0.9 0.8 0.7 0.6

군사학 

학점이수

0.8  군사학 관련 1개 과목 이수 * 군사학 : 북한학, 리더십, 한국사, 세계전
쟁사,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 사이버 : 사이버전 개론, 네트워크보안 
실습, 웹보안 실습, 시스템보안 실습, 악
성코드 분석 실습, 디지털포렌식 실습, 
사이버 대응관리, 사이버 공·방 종합훈련

* 학군단 군사학 교육은 미적용

1.0  군사학 관련 2개 과목 이상 이수

1.0  사이버분야 맞춤형 8개 과목 이수

국위선양자
(대회 입상자)

0.3 아시아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체육, 문화, 예술, 기능분야 총망라
  (고교시절 이상)0.5 세계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무 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0.2 1단 단증, 자격증, 인증서 (*품증은 미인정, 단증으로 발급후 제출)

0.3 2단 단증, 자격증, 인증서

0.5 3단 이상 단증, 자격증, 인증서

봉사(희생)․
선행(효행)표창

0.5

고교이상 재학 중 지방자치단체장급(광역·기초 단체장) 이상 상장․표창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학총장, 시장, 군수, 특별시·광역시 구청장, 경찰서장, 철도청

장, 소방서장, 산림청장
 * 봉사, 희생, 효행, 선행 등에 공적사실이 명확한 경우(표창에 공적사실 표기)에만 인정  

리더십
(학생회 활동)

0.5 고교 학생회장, 대학교 총학생회장/부회장/부서장/단과대 회장

안보토론회,
병영체험,
군경력자

1.0 병영체험(2박 3일 이상), 군경력자 * 국방부,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참가 인증서, 수상경력 증명0.5 안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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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자 기 소 개 서

가정 및 

성장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학생회경험,

봉사활동 등)

자아표현
(성격,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등)

국가/안보관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수험번호 :                        이름              (서명 또는 날인)

 * 양식 임의변경 금지, 워드로 작성가능, A4 1장으로 작성 / '맑은고딕“ 서체, 글씨 11pt,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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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복수국적 확인용)

  육군 인사사령부는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복수국적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

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 경우 해당 선발・임관・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인사법 제 10조 2항 1호 및 군 인사법 제 10조 2항 1호 2에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

해야함을 이해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및 23조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 확인 기관에서 수집・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복수국적 확

인 기관 및 복수국적 확인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해당란에 ☑ 표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복수국적 확인 기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복수국적 확인 의뢰 기관(육군 인사사령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수집 항목 : 국적자료, 주민등록번호, 주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선발인원(5년) / 불합격자(선발 종료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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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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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수집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선발인원(5년) / 불합격자(선발 종료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복수국적 확인 기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복수국적 확인 의뢰 기관(육군 인사사령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복수국적 확인

 o 수집 항목 : 국적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2021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의 : 본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기재 후 서명 실시
(자필 미작성 및 항목별 체크/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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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간부모집 관련 정보 수신 동의서(선택)

  육군 인사사령부는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복수국적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간부모집 관련 정보 수신(알림톡, 문자) :  □ 동 의      □ 부동의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육군 인사사령부

 o 제공 목적 : 육군 간부모집 홍보 콘텐츠 등 제공

 o 제공 항목 : 개인 핸드폰 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2021년      월      일

연락처 :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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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신원조사 온라인 접수 방법

1. 준비서류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기본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처

       1)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www.kcredit.or.kr(무료)

       2)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 : www.niceinfo.co.kr(유료)

       3) 코리아크레딧뷰로(올크레딧) : www.allcredit.co.kr(유료)

   나. 기본증명서(상세)
       1)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발급

       2) 기본증명서(기본)과 기본증명서(상세) 중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

   다. 병적 증명서류 발급방법
       1) 예비역은 '병적기록표' 제출(병무청 방문발급 등)

       2)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발급

       3) 여성과 만19세 미만 남성은 미제출

2. 접수방법 : '인터넷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데스크탑 PC, 인터넷 익스플로러11 이상 환경을 권장합니다.

    나. 준비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기 바랍니다.(진위확인 목적)

    다. 제출서류 스캔 방법
        1) 해당기관 또는 웹사이트에서 원본문서를 발급 또는 출력

        2) 스캐너(또는 스마트폰 스캔기능 어플)을 이용하여 스캔하여 JPG형식으로 저장

        3) 스캔파일(JPG) 내용이 육안으로 정확히 식별되는지 확인 후 제출(업로드)

    라. 서버장애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속 30분 초과 시 자동종료 되오니  

30분 이내 접수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마. 로그인 시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사용하가 바랍니다.

    바.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당 320자 이내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 작성, 준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개별연락 드립니다.

4. 기 타

    가. 작성 문의 : 042-550-7144

    나. 시스템 문의 : 02-731-3353

http://www.kcredit.or.kr
http://www.niceinfo.co.kr
http://www.allcredit.co.kr
http://www.gov.kr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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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보내는 사람 : 

  (           )

수험번호

성    명

휴 대 폰

전  형
(○ 표기) 일반학과 / 의학과, 치의학과

 

2021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지원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등기발송증 부착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 501-70호

 장교군무원선발과          군장학생선발관리장교 앞
                                 (☎ 042-550-7144)
  ( 32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