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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및 전공 반영 기준 - 장교
적용기준: 학사사관후보생 149기 ~ 

계  열 특  기 자격증 전  공

공통 운항관제(1606)
항공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공무선통신사, 항공구술능력시험(4급이상), 초경량비행장치

법학, 영어, 항공교통, 항공운항, 항공공학, 산업안전, 통신, 

정치외교, 국제관계, 항공공학, 항공우주, 인공지능, 드론

공통 항공통제(1706) 항공운항관리사, 정보처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 항공운항, 무인항공기(드론)학,

어학(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소프트웨어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공통 방공포병(1806)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관리,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위험물
-

이공 기상(2506)
기상, 기상예보, 대기환경, 대기관리, 기상감정, 

항공운항관리사, 정보관리기술사

대기과학, 대기환경, 지구과학, 지구환경, 지구물리, 

천문기상, 천문대기, 천문우주, 해양환경, 위성정보, 기상, 

컴퓨터, 항공운항, 우주과학, 지구천문학

이공 정보통신(3006)

정보처리, 정보통신, 유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프로그래밍(MS,CISCO,ORACLE 중 INTERMEDIATE이상), 
정보보안,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선로, 통신설비, 

정보보호전문가(SIS)1급, 인터넷보안전문가1급,

정보통신공사고급감리원, CISSP, CompTIA Security+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파,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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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특  기 자격증 전  공

이공 항공무기정비(4006)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금속제련, 금형, 기계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표면처리, 압연, 용접, 정밀측정, 제강, 주조, 

판금제관, 비파괴,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산업안전, 위험물,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항공기관사, 항공, 

항공정비사

기계, 금속, 항공, 항공우주, 재료, 세라믹, 원자력, 전기, 

정밀기계, 조선, 선박, 금형설계, 전자, 통신, 제어계측, 

반도체, 산업공학, 안전공학, 전자전기,

컴퓨터, 화학, 자동차,

공통 보급수송(4606)

가스,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통, 물류관리사, 보세사, 

산업안전, 위험물, 유통관리사1급,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1종보통, CPM, CPIM, ERP정보관리사(2개이상), 정보관리, 

1종대형, 빅데이터분석, 도로교통안전관리사 1급, 품질경영, 

무역영어1급

경영, 경제, 통계, 회계, 무역, 교통, 물류, 자동차공학, 

산업공학, 전산, 산업안전, 산업디자인

이공 공병(5506)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대기환경, 토양환경, 수질환경,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화학분석, 화공, 원자력, 생물공학, 실내건축, 콘크리트, 

전기공사, 폐기물처리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전자전기, 기계, 환경, 화학, 생물, 

원자력(화학), 건축설비, 소방, 메카트로닉스

인문 재정(6706)
공인회계사, 국제공인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원가분석사
경영, 경제, 무역, 회계, 통계, 금융, 세무,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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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인사교육(7006)

정교사자격증 1급·2급, 

상담심리사 1급·2급(한국상담심리학회), 비서실무 1급, 

사회복지사 1급·2급(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처리

행정, 경영, 교육, 법학, 사회복지, 심리, 경제, 정치외교, 

상담, 사무

인문 공보정훈(7206) -
정치외교, 행정, 언론학, 심리, 사회, 문화콘텐츠학, 역사학, 

철학, 윤리학, 교육, 국어국문, 음악, 미술

공통 정보(8006) -
영어, 외국어,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토목, 기계, 통신공학, 

계측공학, 무기체계, 데이터정보, 물리, 원자(핵공학)

공통 군사경찰(8106)

경비지도사(일반,기계), 

무도공인4단이상(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특공무술), 법무사, 

화학류관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1급·2급, 정보보안, 

정보처리, 상담심리사 1급·2급(한국상담심리학회)

행정, 법, 교육, 정치외교, 경영, 사회학, 경호, 경찰, 

경찰행정, 범죄수사, 경호보안, 심리학, 사이버수사, 체육학, 

영어, 무기체계

공통 의무(9406)

약사(한약사), 산업위생관리, 수의사, 의무기록사,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의공, 병원행정사, 

산업보건지도사, 

약학, 의학, 수의, 보건학, 체육, 심리, 응급구조,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치위생, 치기공, 의료정보, 의용, 작업치료, 

재활, 건강관리, 체육(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