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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및 전공 반영 기준 - 부사관
     적용기준: 부사관후보생 244기 ~ 

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일반 항공운항(1623)
항공운항관리사, 정보처리,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위험물, 

초경량비행장치, 1종대형, 1종보통
경영, 경제, 군사학, 전자, 항공운항, 행정

일반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1823)

무선설비, 위험물,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통신,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산업안전, 초경량비행장치,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관리, 

1종대형, 1종보통, 사무자동화 

기계, 자동차정비, 전자전기, 정보통신, 항공우주, 컴퓨터, 

군사학, 부사관학, 방공유도무기과, 드론학과

일반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3)

무선설비, 위험물,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통신,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산업안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관리, 정보통신, 1종대형, 1종보통, 사무자동화

기계, 자동차정비, 전자전기, 정보통신, 항공우주, 컴퓨터, 

군사학, 부사관학, 방공유도무기과

일반 항공안전(2413)
가스,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전기), 위험물, 

인간공학, 데이터분석, 방재

산업안전(관리,보건)학, 소방안전(관리), 안전(방재)공학, 

안전환경시스템, 재난안전, 항공안전관리학, 소방(방재), 

산업안전소방학, 안전보건공학, 안전관리학, 방재(재난)안전, 

건축소방안전공학, 소방안전, 안전시스템공학, 스마트재난안전, 

재난안전시스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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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일반 기상예보(2513)
기상예보, 기상, 정보관리, 기상감정, 항공운항관리사, 대기관리, 

대기환경, 정보처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 대기과학, 위성정보, 전자공학, 지구과학, 지구물리, 

천문기상, 천문대기, 컴퓨터, 항공운항, 해양, 환경, 천문우주, 

지구환경, 대기환경, 지구해양, 지질환경, 우주과학

통신전자 기상장비정비(2523)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전기, 전자응용, 전자, 전자기기, 전기응용, 

통신선로, 가스, 사무자동화, 위험물, 육상무선통신사, 

정보기기운용

반도체,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자통신, 전파, 정보처리,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컴퓨터, 통신, 프로그래밍, 

전자정보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전산, 전파공학, 정보통신시스템, 통신전자, 광통신, 

전기전자통신, 전파통신, 전기전파정보통신

전산
사이버·정보체계운용

(3003)

무선설비,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임베디드,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선로, CISSP, 

CompTIA Security+, 통신설비

IT, 구조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암호, 응용전자, 전자, 전자계산, 정보, 정보기술, 

정보보안, 정보보호,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래밍, 전산, 사이버보안, 웹디자인, 웹마스터

통신전자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3)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가계산기, 

전자기기,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초경량비행장치

디지털전기정보, 디지털전자, 로봇전자, 반도체, 이동위성통신, 

전기, 전기정보, 전자전기, 전자정보통신, 전자회로설계, 

전파공학, 정보통신시스템, 제어계측, 컴퓨터전자, 

항공우주공학, 통신전자, 광전자, 전자, 정보통신, 광통신, 

전기전자통신, 전파통신, 전자전파정보통신,  방송통신, 

전자재료, 국방전자통신, 국방정보통신, 전기제어, 

광전자정보통신, 광정보통신, 광통신공학, 광통신전자, 

이동통신, 무인항공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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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통신전자
광역전송체계정비

(3043)

전자기기, 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육상무선통신사, 정보통신, 

방송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정보기기운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운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통신기기

광통신, 전자, 전자전기, 정보, 정보통신, 통신, 전자통신, 

광정보통신, 광통신전자, 전기전자통신, 방송통신, 

국방정보통신, 광통신공학, 정보통신시스템, 광통신설비, 

사이버보안, 통신전자, 통신정보, 정보보호, 정보기술, 네트워크

통신전자
무선통신체계정비

(3063)

전자기기,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 전기공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항공무선통신사, 전자, 정보처리,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육상무선통신사, 

초경량비행장치

광통신, 구조시스템, 반도체, 응용전자, 이동위성통신, 전자, 

전자전기, 전자전산, 전자통신, 전파, 정보,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통신, 항공전자, 항공통신, 디지털전자, 광전자, 

정보통신시스템, 전기전자통신, 전파통신, 전자전파정보통신, 

디지털방송통신, 방송통신, 전자재료, 국방전자통신, 

국방정보통신, 전기제어, 광전자정보통신, 광정보통신, 

광통신공학, 광통신전자, 이동통신, 무인항공기, 드론

통신전자
유선통신체계정비

(3083)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통신선로, 방송통신, 통신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스시템응용, 네크워크관리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CISSP, CompTIA Security+

광통신, 전기통신, 전자, 전자전기, 정보, 정보통신, 통신, 

전자통신, 광정보통신, 광통신설비, 광통신전자,

사이버보안, 통신전자, 전기전자통신, 방송통신,

국방정보통신, 광통신공학, 정보통신시스템,

통신정보, 정보보호, 정보기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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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통신전자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4013)

기계안전, 세라믹, 전기, 전자, 전자기기,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위험물, 통신설비,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FAA면장, 정밀측정, 통신선로, 항공기기체정비, 기계, 전기응용, 

전자응용,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전자부품장착,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구조시스템, 기계, 반도체, 응용전자, 재료,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자통신, 정보,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통신, 

항공공학, 항공전자, 통신전자, 항공정비, 항공통신

통신전자
항공전자전장비정비

(4023)

기계안전, 세라믹,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설비,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밀측정, 통신선로, 기계, 전기공사, 전자기기, 

정보관리, 항공기관, 항공기체, 위험물, 산업안전,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8), FAA A&P면장, 전자부품장착,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구조시스템, 반도체, 응용전자,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자통신, 전파, 정보,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컴퓨터, 통신, 항공전자, 항공통신, 전산과학, 전산, 전자계산, 

메카트로닉스,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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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통신전자
항공전산장비정비

(4033)

기계안전, 전기, 전자,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위험물,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임베디드,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항공, 항공정비사, 

정밀측정, 컴퓨터응용가공,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세라믹,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자기기, 항공기관, 항공기체, 통신설비, 

항공기관사, FAA A&P면장, 항공전자정비, 전자캐드, 

항공정비사(7),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구조시스템, 반도체, 응용전자, 전기, 전자, 전자재료,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자통신, 전파, 정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컴퓨터, 통신, 항공전자, 항공통신, 전자과학공학, 

전산, 전자계산, 정보전산, 항공정비

통신전자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4043)

기계, 세라믹,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스시템응용, 위험물, 통신설비, 광학,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항공, 항공정비사, 

정밀측정, 항공사진, 기계안전, 정보관리, 항공기관, 항공기체, 

전파전자통신, 항공기관사, FAA A&P면장, 전자부품장착,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구조시스템, 기계, 반도체, 응용전자, 전기, 전자, 전자계산, 

전자재료,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자통신, 전파, 정보,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컴퓨터, 통신, 항공전자, 항공통신, 

전자과학,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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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통신전자
비행제어장비정비

(4053)

기계, 기계안전, 발송배전,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자,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위험물, 통신설비,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산업안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FAA면장, 

A&P,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통신선로,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설비, 정보관리, 항공기관, 항공기체, 건설기계정비, 

전기기기, 일반기계, 전파전자통신,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구조시스템, 반도체, 응용전자, 전기, 전자, 전자계산, 전자재료,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자통신, 전파, 정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컴퓨터, 통신, 항공공학, 항공우주, 

항공전자, 항공통신, 메카트로닉스, 전자과학, 전산, 전산과학

통신전자
정밀측정장비정비

(406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세라믹,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위험물,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FAA면장, 정밀측정, 통신선로, 항공, 

산업계측제어, 정보처리, 기계,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전기공사, 전파전자통신, A&P면장, 디지털제어, 전자회로설계,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항공전자정비,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구조시스템, 반도체, 응용전자,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파, 

정보, 정보통신, 제어계측(통), 통신, 항공전자, 항공통신, 

전자과학, 정밀기계,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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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항공기유압정비

(4083)

가스, 공조냉동기계, 기계, 기계안전, 산업기계설비, 용접, 

전기안전, 위험물,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산업안전, 전기, 

품질경영,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FAA면장,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컴퓨터응용가공, 

전기공사, 화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건설기계정비, 기계가공, 

일반기계, A&P, 공유압,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공유압, 금속,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동력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기계가공, 세라믹, 원자력(기계), 응용전자, 자동차정비, 

재료,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정밀기계, 제어계측(통), 제어기계, 

조선선박, 조선해양, 항공공학, 항공우주

전기
항공기전기정비

(4103)

기계안전, 발송배전, 세라믹,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위험물,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반도체설계,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공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항공, 항공정비사, FAA면장, 

생산자동화, 건축전기설비, 전자기기, 항공기관, 항공기체, 

A&P,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캐드,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메카트로닉스, 응용전자,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제어계측(통), 컴퓨터,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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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3)

공조냉동기계, 가스, 건설기계정비, 위험물,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자,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계정비, 

에너지관리, FAA면장, 용접, 항공, A&P, 공유압, 금속도장, 

정보처리,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사무자동화

금속, 기계, 냉동, 세라믹, 열, 자동차, 자동차정비, 재료, 전기, 

전자전기, 정보통신,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우주, 항공정비

기계
항공기기체정비

(4133)

금속재료, 금형, 금형제작, 기계, 기계안전, 비파괴검사, 

표면처리, 기계가공, 위험물, 판금제관, 기계설계, 사출금형, 

산업안전, 품질경영, 프레스금형,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A&P, FAA면장, 기계정비, 용접, 컴퓨터응용가공, 

가스, 항공기관, 항공기체, 건설기계정비, 비파괴검사(5), 

사출금형설계, 일반기계, 프레스금형설계, 공유압, 

금속재료시험, 연삭, 열처리,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구조시스템, 기계, 자동차, 자동차정비, 재료,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우주,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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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항공기기관정비

(4143)

금속재료, 기계안전, 발송배전, 비파괴검사,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컴퓨터시스템응용, 표면처리, 건설기계정비, 

위험물,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산업안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항공,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FAA면장, A&P,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컴퓨터응용가공, 가스, 용접, 항공기관, 항공기체, 

비파괴검사(5), 일반기계, 공유압, 금속재료시험, 연삭, 열처리,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캐드,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7), 

정보처리,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금속,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동력기계, 생산기계가공, 세라믹, 원자력(기계), 재료, 정밀기계, 

제어기계, 조선선박,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우주, 항공정비, 

조선

일반 항공장구정비(4153)
세라믹, 위험물, 항공장구관리사 1·2·3급, 가스, 산업안전, 

FAA면장, A&P,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레저스포츠, 섬유, 정보통신, 항공공학, 항공레저산업,

항공운항, 해양레저, 화학, 항공정비, 항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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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
항공기무기정비

(4163)

가스, 기계안전, 비파괴검사, 세라믹,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화공, 

위험물, 통신설비, 무선설비, 산업안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항공, 항공정비사, 화약류관리, FAA면장, 

정밀측정, 정보기기운용, 기계, 정보관리, 항공기관, 항공기체, 

비파괴검사(5), 항공기관사, A&P, 통신기기,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장비정비, 화약취급, 

화학분석, 항공정비사(7),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전기공사

IT, 구조시스템,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 기계설계, 기계제도, 

반도체, 응용전자, 응용제어, 전기,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파, 정밀기계, 정보통신, 항공공학, 항공전자, 전자, 전자과학, 

전자전기, 화공, 화학

통신전자 항공탄약정비(4173)

가스, 기계안전, 비파괴검사, 세라믹, 전기응용, 전기, 전자응용, 

전자, 전자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화공, 

위험물, 통신설비, 무선설비, 산업안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항공, 항공정비사, 화약류관리, FAA면장, 

정밀측정, 정보기기운용, 지게차운전, 기계, 전기공사, 정보관리, 

항공기관, 항공기체, 비파괴검사(5), 항공기관사, A&P, 

통신기기,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화약취급, 화학분석, 항공정비사(7),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IT, 구조시스템,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 기계설계, 기계제도, 

반도체, 응용전자, 응용제어, 전기,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파, 정밀기계, 정보통신, 항공공학, 항공전자, 전자, 전자과학, 

전자전기, 화공,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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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항공기제작정비

(4183)

금속재료, 금형, 기계, 기계안전, 비파괴검사,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위험물, 주조, 판금제관, 가스,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산업안전, 항공, FAA면장,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컴퓨터응용가공, 열처리, 금형제작, 

산업기계설비, 항공기관, 항공기체, 건설기계정비, 기계가공, 

비파괴검사(5), 일반기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 A&P, 

광고도장,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연삭, 원형,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정보처리,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금속,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동력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기계가공, 세라믹, 원자력(기계), 

재료, 정밀기계, 제어기계, 조선선박, 조선해양,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우주, 항공정비, 산업설비, 비파괴검사, 

신소재공학,  산업공학

기계 비파괴검사(4193)

금속재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비파괴검사, 용접, 산업안전, 

항공, 비파괴검사(5), 위험물,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특수용접,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정보처리,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금속, 금속재료, 기계, 비파괴검사, 세라믹, 신소재, 용접, 

원자력(기계), 재료,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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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4213)

가스,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생산자동화, 위험물, 

자동차정비,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밀측정, 정보통신, 

컴퓨터응용가공, 통신선로, 세라믹,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전기응용, 기계안전, 전자응용, 기계, 

전자기기, 화공, 전파전자통신, 1종대형, 1종보통, 공유압

계측, 공유압, 기계, 디지털, 메카트로닉스, 응용전자,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전자재료, 전자전기제어, 전파, 

전자기기, 차량

통신전자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4223)

가스,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생산자동화, 위험물, 

자동차정비,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밀측정, 정보통신, 

컴퓨터응용가공, 통신선로, 세라믹,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전기응용, 기계안전, 전자응용, 기계, 

전파전자통신, 화공, 1종대형, 1종보통, 공유압

계측, 디지털, 메카트로닉스, 응용전자,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전자재료, 전자전기제어, 전파, 전자기기, 차량,  공유압, 기계

통신전자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4233)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생산자동화, 위험물,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정밀측정, 정보통신, 컴퓨터응용가공, 통신선로, 세라믹, 기계, 

통신설비, 발송배전, 화공안전, 자동차정비, 전기응용,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파전자통신, 화공, 

1종대형, 1종보통

계측, 디지털, 메카트로닉스, 응용전자,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전자재료, 전자전기제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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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비물자보급관리

(4613)

사무자동화, 가스, 물류관리사, 산업안전, 위험물, 

유통관리사 1·2급, 조리사, 지게차운전,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경영, 경제, 무역, 물류, 산업, 조리, 컴퓨터, 통계, 화학, 회계, 

전산, 식품, 유통, 안전 

일반 항공운수(4623)

교통, 포장, 위험물, 자동차정비,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 

1종보통, 1종대형, 가스, 차량, 철도차량, 철도운송, 

철도차량운전면허, 지게차운전, 빅데이터분석실무 1·2급, 

사무자동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경영, 경제, 무역, 물류, 산업, 철도, 항공교통, 수송

일반
수리부속보급관리

(4643)

물류관리사, 산업안전, 위험물, 유통관리사 1·2급, 지게차운전,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빅데이터분석실무 1급, 

ERP정보관리사, 회계관리 1급

경영, 경제, 무역, 물류, 산업공학,  컴퓨터, 통계, 회계, 전산, 

사무자동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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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력설비(5533)

전기응용, 전기, 전기안전,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승강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안전,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소방설비, 발송배전

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전기, 전기통신,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제어계측(통), 태양광, 발전공학, 전기에너지, 

전기정보제어, 전기조명, 산업전기공학, 스마트전기, 

에너지전기, 전기공학, 전기에너지, 전기자동화

기계 기계설비(5553)

가스,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안전, 대기관리, 대기환경, 

메카트로닉스, 배관,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전기), 용접, 

위험물, 전기, 전자, 폐기물처리, 환경, 건축전기설비, 토양환경, 

수질환경,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소음진동, 전기응용, 수질관리, 

일반기계, 온수온돌, 사용시설안전관리,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비보전 

금속, 기계, 냉동, 시스템, 에너지, 열, 제어계측(통), 환경, 

환경관리, 로봇,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기계제도, 건축설비

일반 소방구조(5563)

소방, 차량,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전기), 응급구조사 1·2급, 전기응용, 

전기, 1종대형, 1종보통, 기계, 전기공사, 공유압, 기계정비,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자 1·2급, 생활체육지도자 1·2·3급, 

무동공인 3단이상(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특공무술)

소방설비, 소방안전관리, 소방학, 방재, 기계, 메카트로닉스, 

항공기계, 소방행정학, 소방공학, 소방안전, 재난안전소방학, 

체육학, 응급구조학, 스포츠체육학, 경찰무도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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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정(6713)

공인회계사, 국제공인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급, 원가분석사, 세무회계 1·2급, 전산회계 1급, 

ERP회계정보관리

경제, 회계, 통계, 경영, 무역, 금융, 세무, 법학

일반 인사교육(7013)

비서실무1급, 사무자동화, 사회복지사 1·2급(산업인력공단),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행정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 MOS마스터,

ITQ OA마스터, 워드프로세서, 문서실무사 1·2급

경영, 교육, 법, 사회복지, 심리, 장례지도, 행정, 경제, 경제학, 

상담, 사무

일반 공보정훈(7213) GTQ 1·2급, 디지털영상편집 1·2급, 사진
영상미디어, 방송학, 방송매채공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사진영상학, 사진예술학

일반 항공정보운영(8013) 정보처리

공학그래픽, 기계, 데이터정보, 무기체계, 전자, 정보기기운용, 

정보보호,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 통신, 지리정보, 

물리/원자(핵)공학

일반 군사경찰(8113)

화학류관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1·2급,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초경량비행장치, 정보처리, 정보보안, 

CCTV모니터링지도사, CCTV관리지도사, 

군견훈련사 1·2급,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도공인 3단이상(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특공무술), 

신변보호사, 청소년상담사 3급, 경호경비지도사(일반,기계)

경호, 경찰, 경찰행정, 범죄수사, 경호보안, 행정, 법, 교육, 

정치(외교), 경영, 심리학, 사이버수사, 체육학, 영어, 무기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