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 예비역에서 지원자 :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 추가 제출

특전부사관 후보생 219기 모집 공고

발급기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부사관 후보생 219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위풍당당한 세계 최강의 특수전부대,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 브랜드 특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추

병무청(예비역)

가

구

비

서

류

•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해당부대(현역병)

• 부사관 지원동기서, 중대장/행정보급관 의견서

지원서 / 구비서류 접수처

모집일정

구

모집기간

여단선발기간
(모집부대)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입대일

임관식

15.5.4(월)~15.7.16(목)

15.7.20(월)~15.9.4(금)

15.8.8(토)

15.9.29(화)

15.10.5(월)

16.2.5(금)

분

성명/연락처

서 울, 제 주

※ 일반부사관 및 현역병은 개인별 입교일이 상이할 수 있음

접 수 처 (주소)

상사 추명훈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77

010-9050-3513

원사 허문갑

인사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우편번호 157-290

010-5088-2879

02)2620-6140

평가요소 : 신체검사, 신원조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필기평가, 면접평가
여단선발 일정은 모집부대별 카페 및 모집홍보관에게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 000명(민간 남군 000, 여군 0, 현역 00)
접수방법 / 구비서류

경 기

특전사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 작성
/
➭ 특전부사관 온라인 지원센터 ➭ 지원서 작성

경기광주, 성남, 여주,
용인, 이천, 하남, 안성
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마천로 사서함

상사 김재현
010-2120-0891

원사 김태경
010-5071-8893

➭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

138-30호
인사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우편번호 138-799
02)480-6122

강 원

지원자 공통 구비서류
발급기관

구
비 서 류
• 복무지원서(인터넷으로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 사진 1매 부착)

대 구 / 경 북, 전 북

• 서약서(구비서류 양식란에서 출력 후 자필 작성)
특전부사관
지원센터

010-9240-7179

063)839-6111

상사 김재훈

• 신원진술서(자필 작성, 사진 1매 부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비서류 양식란에서 출력 후 자필 작성)
• 자기 소개서(자필 작성)
• 지원자 면담 Check-list(자필 작성)

메인페이지 좌측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원사 최자형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174(14)
인사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우편번호 570-914

상사 양우정
010-2087-0285

• 사진(4×5cm) 1매
• 동반지원신청서(해당자만, 자필작성)

인 천 /
경 기

인천광역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광명, 군포,
안양, 평택, 화성, 수원,
오산, 과천, 의왕

원사 박동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로 228
인사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우편번호 405-250

010-4102-8551

032)654-7851

상사 김명식

010-9167-0918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2부, 기본증명서(본인) 2부,
주민센터

고교/대학
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기관

주민등록등본 2부, 제적등본 2부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부모용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2부(기혼자만)

부 산 / 경 남,

광 주 / 전 남

• 고교생활기록부

원사 정호용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251-38
인사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우편번호 517-842

010-5088-1279

061)380-6998

원사 김남주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로 103
인사처 특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우편번호 368-902

010-3532-1179

• 대학재학(졸업, 휴학,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개인진료내역서(기간 : 5년, ※ 모든 진료내역이 보이도록)
•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무도단증

대 전 / 충 남, 충 북

010-5077-0148

원사 장기봉
010-9957-5099

• 대회입상경력확인서 또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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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20-6124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접수처로 제출(우편) 해야만
선발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

지원자격
임관일자 기준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일반부사관에서 특전부사관 지원자

하사로서 군복무 2년 미만자로 전병과 지원 가능
☞ 2년 미만자 : ‘14. 2. 1일 이후 임관자

현역병에서 특전부사관 지원자

일병은 특수전교육단 입교일 기준 군 복무 5개월 이상 경과 가능자
특전부사관 입교일까지 현역인 자

임관일자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자

지원 가능연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 복무기간

지원가능 연령(만)

생년월일

군 미필자

18세 이상 27세 이하

‘88. 2. 2. ~ ’98. 2. 1.

군 복무 1년 미만

18세 이상 28세 이하

‘87. 2. 2. ~ ’98. 2. 1.

군 복무 1년 이상 2년 미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86. 2. 2. ~ ’98. 2. 1.

군 복무 2년 이상

18세 이상 30세 이하

‘85. 2. 2. ~ ’98. 2. 1.

국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특전부사관 후보생 선발 신체검사 체격종합등위
2급 이상자로서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의 부사관 임관 기준 해당자
신장 / 체중 / 시력 기준
신 장

분

1 급

2 급

164∼166cm

53∼65kg

46∼52kg, 66 ∼82kg

167∼169cm

55∼68kg

46∼54kg, 69 ∼84kg

170∼172cm

58∼71kg

48∼57kg, 72 ∼87kg

173∼175cm

60∼74kg

49∼59kg, 75 ∼89kg

176∼178cm

62∼77kg

51∼61kg, 78 ∼91kg

179∼181cm

64∼80kg

53∼63kg, 81 ∼93kg

182∼184cm

68∼83kg

54∼67kg, 84 ∼95kg

185∼187cm

70∼86kg

56∼69kg, 87∼112kg

188∼190cm

72∼89kg

58∼71kg, 90∼119kg

191∼195cm

75∼92kg

58∼84kg, 93∼119kg

색각검사결과 색맹, 색약인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는 병무청 징병검사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는
별도로 국군병원에서 모집부대별로 실시하고, 신체등급은 국군병원 전문
군의관이 각 과별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구 분

병원 연락처

구 분

병원 연락처

서울, 인천/경기,
제주

031-725-6486,
6488

광주/전남

061-390-5732

강 원

033-243-0130
(교환 : 신검과 연결)

대전/충남, 충북, 전북

042-878-4712

부산, 경남

051-730-5804

대구/경북

053-750-5131

고소∙ 폐쇄공포증 가지고 있는 자는 지원 제한

체 중

164cm 이상
52kg 이상
(여 159cm이상) (여 50kg 이상)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남)

시

력

양안 시력 0.6 이상(라식/라섹 수술자 지원가능)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해당사항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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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탄핵또는징계에의하여파면되거나해임의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제한자(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예비역 지원자)
탈영 삭제되었던 자(예비역 지원자)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선발평가시 부정행위자
이중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육훈소 및 부사교, 특교단 양성교육과정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身病) 및 성적, 개인 가사문제로 인한 퇴교자는 제외

선발평가(민간 남)

※필기평가에 ‘ 국사’ 과목 포함 시행

구분

계

체력검정

면접평가

필기평가

무도단증

질적평가

점수

100

50

30

10

5

5

최종 합격자 입대 / 양성교육 기간 : 특수전교육단(경기 광주) / 17주
구분

※필기평가에 ‘ 국사’ 과목 포함 시행

구분

계

체력검정

면접평가

필기평가

무도단증

공기소총사격,
집중력 관찰평가

점수

100

40

30

20

5

5

체력검정 (여) 평가항목: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철봉 오래 매달리기
※ 공기소총 사격 평가비 개인부담 : 5,000원

선발평가(현역)

※필기평가에 ‘ 국사’ 과목 포함 시행

구분

계

체력검정

면접평가

필기평가

무도단증

질적평가

부사관

100

50

40

미실시

5

5

병

100

50

30

10

5

5

체력검정 (남) 평가항목: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사낭매고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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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교육과정 (3주)
ㆍ지상훈련

ㆍ개인화기 등 8개 과제
과목

ㆍ태권도 등 7개 과제
ㆍ병영생활 등 6개 과제

신분화과정 (9주)
ㆍ특전종합훈련 등 8개 과제

- 지상기초 3개

ㆍ산악행군 등 8개 과제

- 모형탑

ㆍ특공무술

ㆍ자격강하(4회)

ㆍ체력검정 등 2개 과제

현역부사관 / 현역병 에서 특전부사관 지원자는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개별 적용

의무복무기간 : 하사 임관 후 4년 (여군 3년)

장기복무는 임관 3년차에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연장을 선발
하고, 4·5·6·7년차(여군 : 5·6·7년차)에 확정 선발
현역부사관에서 특전부사관 지원 / 전환자는 복무기간 연계

대우 및 혜택

최연소 국가공무원 신분 취득
일반 육군 부사관에 높은 진급 / 장기복무 선발률

중사→상사 진급은 일반 육군 부사관에 비해 조기 진급 가능

특전부사관 급여

체력검정 (남) 평가항목: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사낭매고 달리기

선발평가(민간 여)

군인화과정 (5주)

‘

구

분

호 봉

복무기간

연간 보수액

월 보수액

하

사

1

1년 미만

약 19,266,880원

약 1,605,573원

성과상여금, 복지자금, 피복수당 별도 지급

세계평화유지군’으로서의 해외파병 기회 부여 / 파병수당 지급

파병수당(하사 기준) 월 225만원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산악등반, 스키 등 고급 스포츠 자격 획득 가능
전역 후, 경찰 소방 철도공무원, 경비․경호업체 전문직으로 취업용이
국비지원으로 학위취득 / 위탁교육 기회 부여,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군 숙소 제공, 군 복지시설(호텔 콘도) 이용 등 각종 복지 수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시 연금수혜, 33년 이상 복무시 국가유공자 등록(훈장 수여)
개인 희망 및 노력 여하에 따라 장교, 준사관 진출 가능
특전부사관『연고지 복무제도』시행

시행지역(부대) : 전북(7여단), 광주/전남(11여단), 대전/충남/충북(13여단)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부대 분류시 해당부대의 소요특기 등을 고려하여
자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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