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자격증 및 전공 반영 기준 - 병 (兵 )
                                                                                                            적용기준: 병 843기 ~ 

직 종 특 기 자격증 전  공

일반 운항관제(16110)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정보처리 항공교통, 항공운항

일반 대공포운용(18110)

무선설비,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기계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전자, 전자기기, 정보기기운용
기계, 자동차정비, 전자, 전자전기, 정보통신

일반
단거리유도무기운용

(18111)

일반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210)

일반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211)

일반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10)

일반 기상관측(25110)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기사
수학, 물리, 해양, 천문기상, 지구과학, 기상, 대기과학, 천문대기,

항공운항, 환경, 천문우주, 지구환경, 대기환경, 지구해양, 지질환경, 우주과학

통신전자전기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10)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 

전파전자통신, 전자기기, 정보처리, 통신설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통신선로, 전자기기,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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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전자전기
무선통신체계정비

(30410)

전자기기, 전자,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 

전기공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전산, 컴퓨터, 반도체설계, 응용전자,, 이동위성통신, 전기, 전자, 전자전기, 

전자통신, 전파, 정보통신, 제어계측(전), 제어계측(통), 항공전자정비, 

항공통신, 시스템, 전자재료, 전자전기제어, 정보, 통신, 광통신, 구조시스템, 

응용전자, 전자전산, 제어계측(통), 통신, 항공전자, 디지털전자, 광전자, 

정보통신시스템, 전기전자통신, 전파통신, 전자전파정보통신, 디지털방송통신, 

방송통신, 국방전자통신, 국방정보통신, 전기제어, 광전자정보통신, 

광정보통신, 광통신공학, 광통신전자, 이동통신, 무인항공기, 드론

통신전자전기
유선통신체계정비

(30810)

CompTIA Security+, cissp,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공사감리원, 전자계산기제어, 네트워크관리사, 정보기기운용, 

통신설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통신선로, 통신기기, 방송통신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처리, 통신, 방송통신, 국방정보통신, 광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호, 정보기술, 네트워크, 전기통신, 전자, 전자전산, 

전자통신, 정보, 항공통신, 전기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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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전기
항공전자장비정비

(40110)

무선설비,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전자기기,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항공전자정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정보관리, 항공정비사, 항공, FAA A&P 면장, 정보기기운용, 통신선로, 

전자부품장착

응용소프트웨어, 전산, 컴퓨터, 제어계측, 반도체, 전기, 전자, 정보통신, 

항공우주, 구조시스템, 시스템, 응용전자, 응용제어, 전자계산,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자전산, 전파, 정보, 정보기술, 제어계측(통), 통신, 

항공전자, IT, 항공공학, 항공통신

통신전자전기
항공기유압전기정비

(40810)

공유압,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용접,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밀측정, 정보처리, 정보관리,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 위험물, 항공, FAA 

A&P 면장,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전산응용기계제도

전기, 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재료, 전자, 항공우주, 금속,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동력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기계가공, 

세라믹, 원자력(기계), 응용전자, 전자전기, 정밀기계, 제어계측(통), 

제어기계, 조선선박, 항공공학, 공유압

기계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10)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기중기운전, 열처리, 자동차정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기, 전기응용, 용접, 위험물, 가스

전자, 기계, 전기, 금속, 냉동, 자동차정비, 

전자전기, 항공공학, 항공우주, 화공

기계
항공기기체정비

(41310)

기계정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정비사, 항공, FAA A&P 면장, 

항공기관사, 금속재료시험, 기계설계, 비파괴, 산업안전, 용접, 표면처리, 가스, 

전기, 전기응용, 판금제관, 자동차정비, 위험물, 컴퓨터응용가공

전자, 전기, 기계, 재료, 항공, 항공우주, 자동차정비, 구조시스템, 금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생산기계가공, 세라믹, 원자력(기계), 

정밀기계, 제어기계, 조선선박, 지구과학,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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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항공기기관정비

(41410)

자동차정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정비사, 항공, FAA A&P 면장, 

금속재료시험, 기계설계, 비파괴, 전기, 전기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항공장비정비, 항공기관사, 기계정비

전자, 기계, 항공우주, 금속,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동력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기계가공, 세라믹, 원자력(기계), 

재료, 정밀기계, 제어기계, 조선선박, 지구과학,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정비

통신전자전기
항공기무기정비

(41610)

1종대형, 1종보통, 항공기체정비, 산업안전, 전기응용, 전기,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관리, 지게차운전, 항공기관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정비사, 

항공, 가스, 위험물, 방송통신, FAA A&P 면장, 비파괴

항공우주, 자동차정비, 기계, 전기, 전자, 구조시스템,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제도, 반도체설계, 응용전자, 응용제어,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파, 정보통신, 항공전자, IT, 정밀기계, 항공공학

통신전자전기
항공탄약정비

(41710)

산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반도체설계, 전기, 전기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관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운용, 

항공전자정비, 위험물, 무선설비,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지게차운전, 항공, 

가스

금속, 항공우주, 제어계측, 응용소프트웨어, 화학분석, 기계, 반도체설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구조시스템,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제도, 

응용전자, 응용제어, 전자전기, 전자전기제어, 전파, 정밀기계, 항공공학, 

항공전자, IT

기계
항공기제작정비

(41810)

프레스금형, 기계설계, 비파괴, 용접, 일반기계, 판금제관, 주조, 표면처리,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산업안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설계

신소재, 금속, 기계, 세라믹, 재료, 조선해양, 항공우주, 금속재료, 금형설계, 

기계설계, 기계전자, 기계제도, 동력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기계가공, 

원자력(기계), 정밀기계, 제어기계, 조선선박, 항공공학, 항공기계, 항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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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전기
방공유도무기정비

(42110)

가스,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자, 전자기기, 정보통신, 위험물, 자동차정비,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산업안전, 일반기계, 

전기공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파전자통신, 기계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회로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통신선로, 공유압,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 디지털제어,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전자재료, 전자전기제어, 전파, 

공유압, 계측, 메카트로닉스

일반
장비물자보급

(46110)
- 경제, 경엉, 산업공학, 통계, 무역, 물류

일반 유류보급(46111) 화학분석, 위험물, 화공 화학

일반 조리(46112) 조리사 영양, 조리

일반 항공운수(46210)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전, 물류관리사, 포장, 위험물, 지게차운전, 

1종대형, 1종보통
무역, 물류, 철도

차량운전
일반차량운전

(46310)
1종대형, 1종보통 -

차량운전
특수차량운전

(46311)
지게차운전, 1종대형, 1종보통 -

차량운전
방공포차량운전

(46312)

1종특수(소형견인차), 2종특수(대형견인차), 운전면허1종대형, 

운전면허1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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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토목건축(55110)

응용지질, 측지, 도시계획, 건설안전, 지형공간, 건축일반시공, 건축설비, 토목, 

목공, 측량, 콘크리트, 조적,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제도, 미장, 방수, 조경, 

지적, 건설재료시험, 타일, 온수온돌, 건축구조, 도배, 비계, 철근

건축, 조경, 지역개발, 원예, 도시공학, 토목, 환경, 시스템, SOC

차량운전
공병장비운전

(55111)
롤러, 굴삭기운전, 모터그레이더, 로더, 불도저, 지게차운전,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통신전자전기 전력설비(55310)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설비(전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전기소방, 전기 및 제어공학, 전기에너지, 전기정보제어, 전기조명, 

제어계측공학, 전자전기제어, 전기, 메카트로닉스, 전기통신, 응용제어, 

정보기술, 정보통신, 통신선로, IT, 항공전자, 컴퓨터, 건축설비, 산업공학, 

에너지전기, 산업전기, 스마트전기, 전기자동화

기계 기계설비(55510)

가스,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안전, 대기관리, 대기환경, 메카트로닉스,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전기), 소음진동, 용접, 위험물, 

전기응용, 전기, 전자, 폐기물처리, 건축전기설비, 토양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일반기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환경, 온수온돌, 

사용시설안전관리, 전산응용기계제도, 설비보전

건축설비, 기계공학, 에너지공학, 공조냉동공학, 산업설비, 소방설비(전기), 

시스템, 건축, 금속, 열, 제어계측(통), 항공공학, 항공우주, 환경공학, 

환경관리, 설비보존

일반 소방(55610)

전자, 산업안전, 전기, 소방설비(기계,전기),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자 1·2급, 생활체육지도자 1·2·3급, 

응급구조사 2급, 무도공인 3단이상(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특공무술)

소방설비, 소방안전관리, 소방학, 소방행정학, 소방공학, 

소방안전, 재난안전소방학, 소방방재학, 체육학, 응급구조학, 

스포츠체육학, 체육전공, 경찰무도행정학

기계
항공기초과저지

(55710)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공유압, 

컴퓨터응용선반, 기계정비, 정밀측정

항공공학, 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 기전공학, 정밀기계, 제어기계, 기계, 

기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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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환경(55910)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환경 환경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조경학, 토목공, 환경학

일반 재정(67110)
컴퓨터활용능력 1·2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급, 

세무회계 1·2급
회계

일반 인사교육(70110)

비서 1급, 청소년상담사 1·2·3급, 상담심리사 1·2급, 사회복지사 1·2급, 

전산회계운용 1·2·3급, 회계관리 1·2급, 행정사, 전문상담사 1·2급, 정보처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문서실무사 1·2급, 디지털영상편집 1급, ACP, GTQ 

1·2급, 정보기기운용,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ITQ OA 마스터, 

MOS 마스터, 법무사, 공인노무사

-

일반 군사경찰(81110) 무도 공인 1단이상(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특공무술) -

차량운전
경장갑차운전

(81210)
1종대형, 1종보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