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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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검사 (신체검사) 

2. 현역병/공익근무요원 

3. 장 교 

4. 전문연구요원 



징병검사 (신체검사) 
      대상: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성 

      날짜·장소: 본인이 선택 가능  

        → 방학 중에는 집 주소지로 

            학기 중에는 대구병무청으로 장소 선택 가능 

      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강제 배정 통지서가 날라옴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검사 결과  

 
 
※상이6급 이상 국가유공자 가족 중 1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음 

  5급 (제2국민역) 대상자: 장애인, 범죄자 등 → 군 복무 면제, 전시에만 근무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판정 현역병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 신체검사 

∴ 미리 신청하는 
게 편리함 



  

병역의무 이행 
     대학교 재학시 

                                             신체검사 결과 1~3급자 :  현역병 

                                       신체검사 결과 4급자(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대학교 졸업 후 

                                             현역병/공익근무요원 또는 장교 

   대학원 졸업/재학시 

                                             전문연구요원 
 

      대학교(원) 재학 중에는 자동으로 입영 연기 

     (대학생 24세, 석사 26세, 박사 28세까지)  

     ◈재학 중에 본인이 원할 때는 아무때나 입영 신청해서 입영 가능  



현 역 병 
                            

                           신체검사 결과 1~3급 판정자 
 

 
지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신청 (입영일자 본인 선택) 

 
 
 

모집분야 

• 육군 – 카투사, 어학병, 의무병, S/W 관리병 등 190여개 분야 

• 해병대 – 수색, 무기정비 등 9개 분야 (단, 색맹이 아닌 자) 

• 해군 – 일반, 수송 등 17개 분야 (단, 색맹이 아닌 자) 

• 공군 – 기계, 전산 등 11개 분야 (단, 색약, 색맹이 아닌 자) 

종류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복무기간 21개월 23개월 24개월 

대상 



공익근무요원 
       
                             신체검사 결과 4급(보충역) 판정자 
 
       행정관서요원 
                                    국가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지원 
                                    복무기간 24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 
                                    개발도상국가에서 봉사활동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복무기간 30개월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 국제대회 수상자   
                                    복무기간 34개월 

대상 



장 교 
 
 군 종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지원 종류 

학군사관후보생(ROTC) – 우리학교에는 없음 

학사장교 – 대학 졸업 후 3년간 월급 받으며 의무복무 

과학기술전문사관 – 대학 등록금 지원 받고 졸업 후         
                             3년간 월급 받으며 의무복무 



전문연구요원 
                              취      지 
            국가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대상: 이공계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자  

         격 취득자 이상) 

 방법: 국가가 지정한 1600여개 전문연구기관에 취업해서 근무함으로       

        병역을 대체 

 기간: 3년 

 근무분야: 과학기술 연구, 학문 분야 

 ※ 산업기능요원: 대학교 졸업 후 산업체의 제조·생산분야에서 근무 (34개월)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학생지원팀, 대학원업무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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