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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봉 급

• 계급별 지급액

이병 일병 상병 병장

510,100 552,100 610,200 676,100

단위 : 원

• 병 봉급 인상

연도

계급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병  장 216,000 405,700 405,700 540,900 608,500 676,100

상  병 195,000 366,200 366,200 488,200 549,200 610,200

일  병 176,400 331,300 331,300 441,700 496,900 552,100

이  병 163,000 306,100 306,100 408,100 459,100 510,100

인 상 률 9.6% 87.8% ․ 33.3% 12.5% 11.1%

단위 : 원

        * 병영생활비를 보장하고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목돈마련이 가능토록 '22년까지
점진적 인상 추진

❙수 당

    

구  분 지급 기준 금액

특수지

근무

수당

갑

⦁비무장지대, 서해5도, 울릉도, 접적해역 상주근무자

  * 가산금 : 서해5도 4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 

한계선 인접해역 20,000원

25,000 
(가산금별도)

을
⦁GOP, 해안초소, 해발 800m이상 고지대 상주근무자

  * 가산금 : 10,000원(GOP / 해안초소)

20,000

(가산금별도)

항공

수당
을 ⦁항공기 동승근무자 40,000 

함정

수당

을
⦁전투함 및 지원함 승무원

  * 함정출동가산금 : 1일 4,000원

32,700 

(가산금별도)

병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32,7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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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계속)

구  분 지급 기준 금액

위험

근무

수당

갑

⦁40m 이상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 작업 218,400

⦁고공 낙하산 강하자 138,800

⦁불발탄처리 및 탄약기능 시험자 118,800

을

⦁항공기/기구 강하자 85,000 

⦁헬기레펠 및 F/R 강하자 55,000

⦁(해병대)상륙 임무자 50,000

병

⦁특수전류분야 종사자, 탄약개수의 특수분야 종사자

⦁월1회 모형탑 낙하자,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자

⦁유해발굴 / 감식업무자,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자

18,000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에 근무하는 군인이 특수임무를 위해 야외 출동 시 

1일 3,000원 지급

해파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임무·환경·등급·지역 등 고려 

등급별 지급

* 월 지급 기준액(미합중국 달러) : 1,474달러

단위 : 원

❙여 비

• 정기휴가비(급지별) 

      

구  분 휴가여비(왕복) 전역귀가여비(편도)

1 급지 (451Km 이상) 146,800 73,400

2 급지 (450Km 까지) 133,600 66,800

3 급지 (400Km 까지) 106,400 53,200

4 급지 (350Km 까지) 93,200 46,600

5 급지 (300Km 까지) 80,000 40,000

6 급지 (250Km 까지) 66,800 33,400

7 급지 (200Km 까지) 44,800 22,400

8 급지 (150Km 까지) 31,600 15,800

9 급지 (100Km 까지) 21,200 10,600

10 급지 (50Km 까지) 13,200 6,600

도서가산금

50해리미만 49,800 24,900

50해리이상 145,560 85,280

백령(울릉)도 175,720 111.360

단위 : 원

        * ’22년 식비 : 7,000원 / 1식

• 효도휴가비 : 정기휴가 시 1만원(복무 중 3회)

       - 시기 : 각 계급(일병, 상병, 병장) 진급월

       - 방법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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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급여 (봉급/수당 등) 확인방법 안내

• 급여지급 일자별 지급항목

       - 매월 10일 : 봉급, 수당, 휴가·전역비, 병 일용품비

       - 매월 20일 : 다음달 전역(1~10일)자 봉급, 수당, 휴가·전역비, 병 일용품비

• 급여지급 확인방법  * 아래 2가지 사항중 선택

       ① 국군재정관리단 인트라넷 국방급여포털 접속 후 조회 

     

       ② 국군재정관리단 ARS 확인 : 군) 953-00, 일반) 02-3146-6560

           * ARS접속 →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급여 미지급 / 착오지급 발생시 문의

       - 주요 착오 / 미지급 사례

   

구  분 내    용

봉 급

⦁진급을 하였으나 전 계급으로 급여가 지급된 경우

  ☞ 해당부대에서 진급명령 미발령·지연발령된 경우로서, 진급 명령

     발령시 다음달 급여에 소급지급

휴가 / 

전역비

⦁진급월 휴가비 미지급된 사례

  ☞ 진급 당시 입실중이거나, 군 병원 퇴원이후 퇴원명령 처리가 

지연된 경우로서 명령발령 및 급여지급 조치후 당월 20일 또는 

다음달 10일 급여 지급시 소급지급

  ☞ 제주도, 연평도 등 도서지역 거주 또는 근무인원의 경우 소속부대 

인사/재정부서에서 급지 미설정에 따라, 급지 설정 및 급여지급 

조치시 소급지급  

       - 문의방법

         · 1차 : 인사 명령(입대·진급·전역) 발령, 급지 설정 여부 확인 (소속부대 인사부서)

         · 2차 : 인사 명령 발령에 근거한 급여정보체계 (DIPIS) 반영여부 확인

             * 소속부대 인사 / 재정부서 확인 (육군 : 재정, 해·공군·해병대 :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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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사항

      - 급여계좌 변경

         · 변경시기 :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수료 후 소속부대(자대)에서 변경

             * 훈련소 및 신병교육기관에서 임의 변경 불가 : 소속부대(자대)에서 변경 

         · 변경방법 : 매월 말일까지 개인이 급여포털에서 직접신청 또는 소속부대 

인사 · 재정부서 급여업무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급식 및 물자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증액 : 8,493원 → 8,790원

❙장병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품목 도입 등

      * 닭강정, 햄버그스테이크, 돼지갈비찜, 동그랑땡 등 가공식품과 연어, 숭어, 아귀(순살), 샐러리,

무순 등 농수산물 신규 도입

      * 시중 상품 중 다양한 품목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만두류를 추가하여 

유명제품 급식 가능

❙장병 급식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월 6회 빵식 중 1회는 시중 햄버거 구매 급식, 연 12회 두유 급식을 통해 장병의 다양한 

급식선택권 보장

❙컴뱃셔츠 보급기준 확대 : 1인당 1매 → 2매

      * ’21년 입대 전 장병에게 보급

❙군 일용품 현금지급액 인상 : 월 7,870원 → 월 11,550원

❙부대 내 쇼케이스 냉장고(냉장 전용) 신규 보급 : ’21년 전반기

      *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에 설치하여 시원한 음료 등 섭취 가능 

❙전군 병영생활관 진공청소기 보급 확대 : 중대당 2 → 4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보급 확대

       * 보건용 마스크 : (’20년) 개인당 주 2매 → (’21년) 개인당 주 4매 

       * 면 마스크 : (’20년) 개인당 신병 입소시 8매, 자대에서 4매 → (’21년) 개인당 신병 입소시

8매, 자대에서 월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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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관 현대화

❙병사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소하고 노후된 생활관에 대해 현대화 사업 추진

    *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구  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

병영생활관 내

공간 구분

⦁병사 생활관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병사 생활관,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대대 

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 

공간

생활실
⦁30~50명 소대 단위 침상형

⦁1인당 2.3㎡

⦁8~10명 분대 단위 침대형, 에어컨 

설치

⦁1인당 6.3㎡

위생

시설

⦁생활관 외부 별도 건물에 위치

⦁샤워실, 군화세척실 없음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등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생활관 내부에 배치

⦁샤워실, 군화세척실 신설

편의

시설

⦁생활관 외부 별도 건물에 위치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은 없음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등을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배치

간부 

공간

행정, 

훈련

시설

⦁중대장실, 중대행정반만 

생활관 내 위치

⦁대대 행정시설은 별도 건물로 

생활관 외부에 위치

⦁지휘관실, 참모부 사무실, 지휘통제실, 

통신실, 회의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현역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개 요

    군 복무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대대출이자 면제

• 수혜범위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지급방법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 이자금액을 군 복무 여부 확인
후 지원

       * 개인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바탕으로 군 복무기

간동안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선(先) 감면

• 확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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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개 요

    

구 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역할 및 

기능

(공통)

⦁전자 병역증·전역증

⦁군 급여계좌, 현금·체크카드

⦁군 특화서비스

  - 군마트(PX) 할인, 병 무료상해보험서비스 등

⦁일반 할인서비스

  - 대중교통할인, 편의점할인, 영화관할인, 인터넷서점할인 

⦁금융우대서비스

  - 인터넷․스마트뱅킹 수수료, ATM현금인출서비스 수수료 면제

      ※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카드 2개를 모두 발급 가능(발급수수료 없음)하고, 무료 상해
보험서비스 중복 보장 가능, 다만, 2개 카드 모두 발급 시 봉급이 지급되는 계좌(카드)를 
본인이 각 부대 인사(재정)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지정 필요

❙주요 서비스 (KB, IBK 공통)

• 전자병역증 ‧ 전역증 탑재 (종이병역증·전역증 대체) 

      - 병역증 : 병역판정검사시 탑재

      - 전역증 : 전역 시 인사부서에서 나라사랑카드 IC칩에 전역증 탑재

          * 나라사랑카드 전용 APP으로 본인의 전자 병역증∙전역증 조회 가능

          *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전자전역증”으로 발급 받은 인원은 나라사랑포털사이트 e-메일에서

“전역증명서” 출력하여 대학 복학 등에 사용 가능

• 영내 군마트 (PX)에서 현금인출 (3만원 내외) 가능

      - 군마트 관리관에게 요청하여 현금인출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모두 사용가능 (신한은행 불가)

• ATM (CD)기기 현금인출 시 수수료 면제

       - 대상 : 나라사랑카드 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는 현역병

       - 적용 : 국내 시중은행 전용 ATM기에서 현금인출 시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있는 제휴 ATM기기 (나이스 등)는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며, 1회

이용 시 1,000 ~ 1,400원의 수수료가 부가되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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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군마트(PX) 5 ~ 20% 할인

⦁편의점(GS25) 할인상품 10% 할인

⦁영화관 CGV 35% 할인

⦁에버랜드, 롯데월드 50% 할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20% 할인

⦁스타벅스 20% 할인

⦁아웃백, VIPS 20% 할인

⦁온라인쇼핑(G마켓, 옥션 등) 5% 할인

⦁현역병 경조사 서비스(결혼, 부모상)

⦁이동통신(SKT, KT, LGU+) 월2,500원 할인

⦁TOEIC, JPT 온라인 접수 2,000원 할인

⦁교보문고(온라인, 오프라인) 5% 할인

⦁기타 : KT게임박스, 웨이브, 벅스뮤직,

⦁여기어때,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부산아쿠아리움 할인

⦁군마트(PX) 10% 할인

⦁편의점(CU) 물품 10% 할인

⦁CGV 3,000원 할인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50% 할인

⦁버스, 지하철 10% 할인

⦁KTX, 고속버스 10% 할인

⦁아웃백 20% 할인

⦁이동통신(SKT, KT, LGU+) 5% 할인

⦁현역병 무료상해보험

⦁TOEIC 응시료 2,000원 할인

⦁교보문고(온라인) 2,000원 할인

⦁기타 : 지나뮤직, 검은사막, 왓챠, 

⦁파고다어학원, 샐러디, 이니스프리, 

⦁여기어때, 부산아쿠아리움 할인

     * 전월 사용실적 및 통합할인한도 등 은행별 적용 조건 및 할인율,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은행별
서비스 안내서 확인(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군 복무 중 나라사랑카드 발급방법

• 휴가 및 외출 시 발급받는 방법

       - 휴가, 외출 시 부대 또는 거주지 인근의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모바일 APP을 이용 발급

       - 카드수령 : 해당부대 또는 본인이 기입한 주소로 등기 배송 (10일 소요)

          *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수령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

• 부대에서 발급받는 방법 (훈련소, 신병교육대 등)

       - 소속부대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의 은행원 방문 시 현장에서 가입신

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 카드수령 : 해당 (소속) 부대로 등기 배송 (최대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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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의 개인 병역정보 (병역증, 전역증) 확인방법

• 나라사랑카드 IC칩에 탑재된 개인 병역정보 현황

구 분 전자병역증 전자전역증

대 상 현역복무중인 병사, 입대예정인 장정 예비역

          * 탑재된 개인 병역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며, 본인 외 열람 및 조회 불가 

          * 전자병역증은 100% 탑재 중이나, 전자전역증은 소속부대별로 상이

• 나라사랑카드 개인별 병역정보 확인 방법

       - NFC기능이 있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준비

           * 아이폰 등 NFC 미지원단말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청년DREAM(나라사랑포털)” APP 검색 / 설치

          

       - “나라사랑카드”APP에서 로그인

       - 스마트폰 설정에서 “NFC” 기능 활성화

       - APP내 “모바일병역증” 메뉴선택

       - 나라사랑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하여 개인 병역정보 확인

⇨⇨

❙나라사랑카드 문의처

• 나라사랑카드 전용 콜센터 (군인공제회) : 1522-0770

• 나라사랑포털사이트 : www.narasarang.or.kr

• KB국민은행 : 1588-9999(금융업무), KB국민카드 : 1588-1688(분실신고, 재발급)

• IBK기업은행 : 1566-2566 (금융업무, 분실신고, 재발급)

        * 복무 중 카드 분실 시에는 신속하게 은행 또는 카드사로 신고하여 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은 무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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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Dream, 국군 드림

❙개  요

장병들의 생산적 軍 복무로 동기를 유발하고, 역량을 증진하여 전역 後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汎 국가적 차원의 정책

❙주요내용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23개 → 72개)

   * 서울대 ('20. 1월)를 기점으로 참여대학 확산 도모 ('22년 1월 현재 72개대학 참여)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확대 (병 정원의 70% → 100%)

   * 예산 확대 ('21년 235억 → '22년 387억원)

    * 1인당 연간 지원금액 확대 ('21년 10만원 → '22년 12만원)

•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진로교육+상담) 정보제공

    * 후방지역 위주 중기부 협업으로 진행('19) → 국방부 사업 추진('20)

• 창업경진 대회 시행

    * '16년부터 각 군 실시 후 국방부 경진대회 실시

    * 공고(1월) → 각 군리그 (4∼5월) → 국방리그(6∼8월) → 범부처(9∼11월)

• 나라사랑(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개발 

   * 모바일 앱 운영 : '20. 11. 2부

    * App Store, Play Store에서 '나라사랑'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청년DREAM 국군드림 페스티벌 등 각 군 창의적 활동 시행

   * 우수동아리 선발, 헬스뿜뿜 콘테스트, 기부금 전달식 등

• 장병 내일준비적금,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등 주요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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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청년 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사용자 매뉴얼

• 대상 : 현역 병사

• 다운로드 : App Store, Play Store

• 모바일 앱 주요 기능 : 병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1 종이 휴가증 → 모바일 휴가증 전환

                     (QR코드촬영)

□2 휴가 병사 모바일 철도 예약체계 구축

□3 모바일 新 인성검사 시스템 구축

                    (복무중 2회)

□4 사용자 참여형 자기개발, 군복무 

우수사례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운영

□5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6 병 복지 혜택 정보 종합 제공

   가. 영화관 온라인 할인 연동 (CGV, 메가박스)

   나. 숙박 할인 연동 (원픽)

   다. 휴가 중 에버랜드 무료 이용 연동

   라. 강원도 평화지역 5개郡 할인(환급)

   마 병 복지혜택 정보 종합 제공

□7 My-Page 등 개인 편의기능 강화

□8 은행 앱 수준 보안성 강화 및 

국방헬프콜 / 군인권센터 앱 추가

□기타 대학학점 취득 수강 신청 / 수험료 환급, 

어학·자격증 등 일반강좌 온라인 수강, 

병 자기개발 지원비 신청 및 환급, 

급여명세서 e메일 수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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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휴가증 

  휴가 병사 모바일 철도예약(여비 지급 휴가)

①① 휴가증 정보 불러오기
(개인)

② 모바일 앱 기차 예매
(개인)

③ TMO 발권 / 개인통보
(TMO)

④ 예매 결과 확인
(개인)

       * TMO 방문 없이 탑승 가능

  모바일 新 인성검사

국 방 망

군인공제회 서버

ㆍ모바일 인성검사

ㆍ검사자 인증

ㆍ검사 결과 저장

KIDA 서버

ㆍ검사 결과 종합

ㆍ결과 분석/통보

소속 지휘관

ㆍ검사결과 확인

ㆍ병력관리 활용

③③ 모바일 신인성검사

인 터 넷

②인성검사 사용자 인증①① 신인성검사 선택

16

2022 병 복지 길라잡이



  사용자 참여형 자기개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운영

소소모모임임 QQ&&AA로로 정정보보공공유유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환급)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개인정보활용 동의

        * 군 복무 간 개인이 지불한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환급)받기 위해서는 상기 절차대로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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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복지 혜택정보 종합 제공

     가. 영화관 온라인 할인 연동(CGV, 메가박스)

      

군인인증

CGV,메가박스 

로그인 필수

군인할인 예매

전역(예정일)까지

군인할인 적용

                        * CGV, 메가박스는 청년DREAM APP 또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병사 인증 후 
전역일까지 할인 예매 가능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할인)

             * 롯데씨네마는 별도(사전) 인증없이 할인 예매가 가능하나, 방문 시 휴가증 필수 

     나. 휴가 중 에버랜드 무료 입장

에버랜드 방문

(예매티켓 교환처)

모바일 

휴가증내

QR코드 제시

             * 휴가기간 중 1회만 에버랜드 무료 방문 (2회부터는 정상요금)

             * 종이휴가증(원본), 모바일휴가증으로 발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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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원도 평화지역 5개郡(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할인(환급)

결제카드 선택

KB, IBK

나라사랑카드

사전 등록 필요

QR코드 촬영

군장병우대업소에

비치된

나라사랑pay

전용 QR키트

촬영

         * 해당 지역내 군장병 우대업소(식당,숙박,카페,편의점 등)에서만 할인(환급) 가능

         * 청년DREAM APP내 “나라사랑pay” 결제 시 최대 30% 환급

         * 환급(적립)된 포인트는 동일지역내 우대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나라사랑pay 이용(결제)시 포인트 환급금액

나라사랑pay 결제금액 포인트 환급금액 중요안내

10,000원 ~ 12,499원 3,000원

“이 사업은 

강원도청-5개군청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환급이 

안됩니다.”

15,000원 ~ 24,999원 5,000원

25,000원 ~ 44,999원 10,000원

45,000원 ~ 59,999원 15,000원

60,000원 ~ 74,999원 20,000원

75,000원 ~ 89,999원 25,000원

90,000원 ~ 104,999원 30,000원

105,000원 ~ 124,999원 35,000원

125,000원 ~ 139,999원 40,000원

140,000원 ~ 159,999원 45,000원

160,000원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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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Page 등 개인 편의기능 강화

My-page 기능 PUSH 알림창, 간편 로그인

DD--ddaayy 달달력력

전전역역일일 계계산산기기

복복지지혜혜택택 모모음음

모모바바일일 휴휴가가증증

철철도도예예약약

최최신신글글,, 인인기기글글

생생체체인인식식 로로그그인인

PPUUSSHH알알림림

  은행 앱 수준 보안성 강화 및 국방헬프콜/군인권센터 앱 추가

ㆍ침입 방지 / 차단

ㆍ스팸차단 / 보안 터널링

ㆍ디도스 해킹공격 방지

은행 앱 수준의 보안 체계 국방헬프콜 접속

실시간 해킹감시/차단

앱 실행파일 암호화

물리적 접근 통제

DB 접근 통제/암호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탑재

스마트폰(앱) 서버/데이터

       * 군 인원센터 앱은 추가되어 있으나 시스템 미구축되어 되는대로 연동 예정이며 접속화면 
하단 군인권지키미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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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개  요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제도

❙주요내용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상품조건) 은행별로 적립기간 및 月 적립한도는 동일하나, 

금리수준ㆍ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은행별 다양

   ※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은행연합회 통합공시사이트 '예금금리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금금리리 : 15개월 이상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수준

   - 1% 이자지원금 : 만기해지 시 1%p 이자를 국가재정으로 지원

   -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은 은행별 자율 설정

• 적적립립기기간간 : 6개월 ~ 24개월 (군군  복복무무기기간간으으로로  한한정정))

• 月月적적립립한한도도 : 은은행행별별  2200만만원원, 개개인인별별  최최대대  4400만만원원

• 추추가가  인인센센티티브브  ::  이이자자소소득득  비비과과세세,,  33::11매매칭칭지지원원금금 (사회복귀준비금)

    

❙가입방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가입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병사가

출력 가능하고,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

• 대리 가입시 증빙서류 : 신분증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격확인서
        * 부모님에 한해서 대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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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해지시 절차 

• 적금 만기시에는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 및 이자 수령

       * 적금 해약 후 기존 월 적금액이 당월급여(10일)일에 미지급시, 7일 이내 개인 급여계좌 입금 조치

       * 전역월에는 적금납입액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안되어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별입금

• (만기 시 제출서류) 1%p 추가 이자지원과 3:1매칭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대체복무자는 복무사실 확인서) 제출

❙은행별 금리   ※ 은행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은 행
최고 이자율

(15개월 이상시)
은 행

최고 이자율

(15개월 이상시)
국민은행 5.0% 대구은행 5.0%

중소기업은행 5.0% 부산은행 4.5%
신한은행 5.0% 광주은행 5.2%
우리은행 5.0% 전북은행 5.0%
하나은행 5.0% 경남은행 4.7%
농협은행 5.0% 제주은행 5.0%
수협은행 4.5% 우정사업본부 5.0%

(기준일 : '22.1월)

❙개선사항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 기본금리에 (5% 수준) 추가하여 1% p의 이자를 

만기 해지 시 국가재정으로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 1. 2. 적립분부터 매칭비율 ( 3 : 1 )에 따라 납입액의

33%를 전역 시 정부가 추가로 지원 

구   분 1% p 이자지원금 3 : 1 매칭지원금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지급방식 은행에서 선지급 후청구 기관(재정단)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시행시기 '21. 10. 14. '22. 1. 2.

자산형성액

(예시)

∙ (육군기준)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 = 748.5만원 (720만 + 28.5만)

- ② 1%p 이자지원금 = 5.7만원

- ③ 3 : 1 매칭지원금 = 248.9만원

※ ① + ② + ③ = 약 1,003만원 (10,0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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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은행 고객센터 은행 고객센터

KB국민은행 1588-9999 경남은행 1600-8585 

IBK기업은행 1566-2566 광주은행 1600-40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우리은행 1588-5000 부산은행 1588-6200

KEB하나은행 1599-1111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수협은행 1588-1515 우정사업본부 1588-1900

국외영주권자 등 병사 항공권 지원제도

❙개  요

시민권자, 국외영주권자, 재외국민 병사에게 정기휴가 및 전역 시 항공권을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시민권자, 국외영주권자, 재외국민 병사

• (지원범위) 정기휴가 시 왕복항공권 (최대 3회), 전역 시 편도항공권

• 국외여비 신청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953-6418)

• 항공권 예약 여행사 : ㈜하나투어 

   (예약 사이트) http://book.hanatour.com

   (전화 문의) 02-2127-0045 (평일 09:00~18:00)

              02-2127-1400 (평일 18:00~익일 09:00, 주말 및 연휴 09:00~18:00)

   (카카오톡 문의) 플러스친구 하나투어 법인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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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지원 절차

· 국외여비 지원 유형별 재외거주 증빙서류

1) 시민권자 : 시민권 카드 사본 또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등)

2) 영주권자 : 국가별 영주권 증명서(영주권카드 또는 영구거주비자 등)

3) 재외국민

① 부·모·배우자·친권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부 발급)+가족관계증명서

② 가족거주사실 확인서(해당국 영사관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소속부대 주임부대

주거래

여행사

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

급여운영과

개인

① 신청

* 예약증명서, 증빙서류

② 심사의뢰

* 인사명령지 추가

④ 대상자 명단 통보

⑥ 항공운임 지급

⑤ 발권

③ 집행의뢰

* 예약증명서,

   인사명령지, 

   증빙서류

① 예약

*book.hanatour.com

면세주류 구매

❙대상 품목 : 민속주 (과실주, 약주) 등   * 소주, 맥주, 양주 불가

❙구매 : 휴가시 영내 군마트에서 현금 / 카드로 구매

     * 개인구매는 휴가 전일 휴가증 지참 시 민속주 (과실주, 약주 등) 등에 한하여 연간 판매 수량 및
잔여량 고려 1병~1세트 (2~4병)구매 가능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  요 

군 복무간 사회와의 정보단절 해소, 자기개발 및 학습을 위해 각급 부대에

인터넷 PC방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운영현황 : 4,700여 개소, PC 40,425대 운영

❙설치기준 : 병사 10명당 PC 1대

❙이용시간 : 일과 후 및 휴무일 등 자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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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포츠 관련 할인혜택 제공

❙영화 관람 할인서비스

구  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할인 이용요금

(동반 3인까지)

⦁2D 주중 : 7천원

⦁2D 주말/3D 

주중·주말 

  : 8천원

⦁2D 주중 : 7천원, 

2D 주말 8천원

⦁3D 주중 : 8천원, 

3D 주말 9천원

⦁2D 주중 : 7천원, 

2D 주말 8천원

⦁3D 주중 : 8천원, 

3D 주말 9천원
* 컴포트관 위가격+1천원

신분확인 나라사랑카드, 휴가 / 외출 / 외박증 등

❙휴가 장병 에버랜드 무료 (휴가증 지참) 이용

• 휴가 및 외박중인 본인에 한하여 에버랜드 이용권 (대인) 무료제공

❙VIPS · 블루클럽 할인 

• VIPS : 군인할인 15% (제휴신용카드 사용시) ~ 25% (제휴신용카드 미사용시)

• 블루클럽 : 본인 컷트 7천원, 미용용품 25% (휴가·외출·외박증 제시)

❙한국프로축구 경기 무료관람

• 군인본인 및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 (휴가증 제시)

    ※ 자세한 내용은 국군 복지단 홈페이지 '국방종합복지정보' 배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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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

❙이용대상 / 방법 및 혜택

• 이용대상 : 현역병,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신분증 또는 국방가족 모바일증명 제시

       * 국방가족 모바일증명은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

•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이용방법

      -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병사전용 회원가입 메뉴' 활용

           * 최소한의 정보 (군번, 군구분, 성명 입력 → ID / PW 생성)로 가입 가능

      -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세부 이용절차

신청/

접수

⦁인터넷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mil.kr)
   * 스마트폰 : 국군복지포털 앱 ⇨ 호텔/콘도 ⇨ 현역병 전용 예약

⦁예약/회원가입 : 군 984-6966, 일반 1577-9800 내선 1번

신청시기

예약확정

⦁직영 시설 이용일 기준 30일전 00시~8일전 23:59까지 신청 

민영 시설 이용일 기준 30일전 00시∼18일전 23:59
  * 제주 50일전 00시∼27일전 23:59까지 신청

예약자 

통보
⦁예약확정 시 이용 안내문자 발송

1회 숙박

가능기간

⦁성수기/비수기 주말 (금, 토) : 2박3일 (제주지역: 3박4일)

⦁비수기 평일 (일~목) : 4박5일
  * 여름⋅겨울 성수기 (스키장운영 민영콘도만 해당) 기간 중 시설 이용은 1인 1회 제한/ 

기타 기간은 월 2회 제한

    

• 혜 택

      -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민영, 직영) 병사 (가족) 대상 객실 우선 할당

        * 현역 이용 객실의 20%

        * 예약방법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내 ‘현역병 전용 예약’ 활용

      - 국군복지단 직영 휴양시설 객실 30% 할인 (비수기 주중)

        * 직영콘도별 비수기 기간

구분 서귀포 화진포/대천1관 청간정 송 정 대천2관

기간
12월 ~

다음해 2월

9월 ~ 다음해

6월(주말제외)

9월 ~ 

다음해 6월간

주중만 적용

- 연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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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현황

구분 시 설 명 위  치 전화번호(군) 전화번호(일반)

직영

청간정 콘도 강원 고성군 988-7873 033-631-9331~3

화진포 콘도 강원 고성군 960-7706
033-682-0500, 

6295
대천 콘도

(1⋅2관)
충남 보령시 960-7705 041-932-6305~7

서귀포 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960-7703 064-738-0123~6

송정 콘도 강원 강릉시 940-3881 033-652-7573

민영

한  화
설악, 백암, 양평, 용인, 대천, 
산정호수, 해운대, 경주, 제주,

평창, 거제, 여수

984-6966

1577-9800

내선 1번

(ARS 대표전화)

금  호 충무, 화순, 설악, 제주

소  노

설악, 경주, 단양, 홍천, 
양평, 양양, 변산, 거제, 

삼척, 진도, 여수, 
천안(7월말 종료), 
청송(7월말 종료)

켄싱턴

남원, 속초비치, 충주, 경주, 
서귀포, 가평, 설악밸리, 

지리산남원, 
해운대(12월말까지 공사)

무  주 전북 무주

리  솜 안면도, 덕산, 제천

엘도라도 전남 신안

샤인빌 제주

보  광 제주, 평창(비수기 운영)

웰리힐리 강원 횡성

영랑호 강원 속초

베어스타운 경기 포천

관리

위탁
밀리토피아호텔 경기 성남시 수정구

031-727-9370

(www.militopiahotel.com)

• 각 군 휴양시설 이용방법 : 각 군 홈페이지 참조

구분 휴양시설 홈페이지

국방부 국방컨벤션 www.mndconvention.co.kr

육군 계룡스파텔, 육군회관 www.jaekyungdan.mil.kr

해군 서울⋅진해 해군회관, 제주 해군호텔 welfare.navy.mil.kr

공군
공군호텔 www.skyconventioncenter.co.kr

그린나래호텔 www.guerinnar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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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이용

❙이용대상 및 정회원 자격 부여

❙이용방법

• 복지단 및 각군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

        * 국군복지단 : www.welfare.mil.kr * 육군 : www.armywelfaregolf.mil.kr

        * 해군 : www.welfare.navy.mil.kr   * 공군 : www.airforce.mil.kr 

• 최초 방문 시 현역 증명서류 (복무확인서) 제출

❙대상시설 현황

      

구 분 명      칭 위  치 규모 관리부대

국군

복지단

태릉 체력단련장 서울 노원구 18홀

국군복지단
남수원 체력단련장 경기 화성시 18홀

동여주 체력단련장 경기 여주시 18홀

처인 체력단련장 경기 용인시 18홀

육 군

계룡대 체력단련장
계 룡 충남 계룡시 18홀

3군공동위
구 룡 충남 계룡시 18홀

선봉대 체력단련장 경기 용인시 9홀

인사사

무열대 체력단련장 대구광역시 9홀

자운대 체력단련장 대전광역시 9홀

남성대 체력단련장 충북 영동군 9홀

비승대 체력단련장 경기 이천시 9홀

창공대 체력단련장 충남 논산시 9홀

함안대 체력단련장 경남 함안군 9홀

사자대 체력단련장 경기 이천시 9홀

상무대 체력단련장 전남 장성군 9홀

해 군

한산대 체력단련장 경남 창원시 18홀 진해기지사

낙산대 체력단련장 강원 동해시 9홀 1함대사

만포대 체력단련장 경기 평택시 18홀 2함대사

덕산대 체력단련장 경기 화성시 9홀 해병대사

충무대 체력단련장 경북 포항시 9홀 해병1사단

공 군

광주 체력단련장 광주광역시 9홀 1전비

사천 체력단련장 경남 사천시 9홀 3훈비

김해 체력단련장 부산광역시 9홀 5비

원주 체력단련장 강원 원주시 9홀 8전비

수원 체력단련장 경기 수원시 9홀 10전비

대구 체력단련장 대구광역시 9홀 11전비

성남 체력단련장 경기 성남시 9홀 15비

예천 체력단련장 경북 예천군 9홀 16전비

청주 체력단련장 충북 청주시 9홀 17전비

강릉 체력단련장 강원 강릉시 9홀 18전비

충주 체력단련장 충북 충주시 9홀 19전비

서산 체력단련장 충남 서산시 18홀 20전비

공사 체력단련장 충북 청주시 9홀 공  사

오산 체력단련장 경기 평택시 9홀 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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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경기장 건립/이용

❙개 요

•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풋살경기장을 부대별 

건립하여 병사들의 체력단련 여건 보장

❙추진내용

• 설치기준

      - (육군) 독립대대급 1개소, 연대급이상 통합주둔지 500명 당 1개소,

해․강안 독립중대급 부대

      - (해․공군) 독립부대 및 격오지부대

• 설치규모 : 800㎡ (20m×40m) / 1.6억원 (개소당)

• 추진현황

      - '21년까지 풋살경기장 1,240개소 건립 완료

         * ’21년 5개소 건립 및 48개소 보수(펜스 보수, 인조잔디 교체 등) 완료

      - '22년 풋살경기장 67개소 건립 및 보수 계획

         * 건립 31개소 : 육군(25), 해군(3), 국직(3)   

         * 보수 36개소 : 육군(20), 해군(2), 해병(11), 국직(3) 

❙풋살경기장 이용 : 부대별 예약시스템 활용 또는 부대 자체

이용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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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복지혜택 이렇게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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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 

• 입대 前 재학 대학의 원격강좌 수강으로 학점취득 (학기당 6학점 이내)
        * 수강신청 시 수강료 80% 지원 (본인부담 20%)

• 수강신청 : 나라사랑포털 → 군 e러닝 → 학위강좌 → 수강신청 → 수강
        * 참여대학 현황 (’21년 2학기 기준, 173개 대학)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상지대, 강남대, 강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거제대,

건국대(서울, 충주), 건양대, 경기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남정보대, 

경동대, 경복대, 경북대, 경북전문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서울, 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구미대, 군산대, 군장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동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경주),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마산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목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대, 부산디지털대, 부산외대, 사이버한국외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천안), 상지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동대, 안동과학대, 여주대, 연세대,

영남대, 영남이공대, 용인대, 우석대, 웅지세무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원광디지털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인하공전,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정화예술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보건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춘해보건대, 충남대, 충북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성심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안양대, 

서울장신대, 국민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한동대, 한림대, 한국성서대, 가야대, 

서강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폴리텍대(Ⅰ대학, Ⅱ대학, Ⅲ대학, Ⅳ대학, Ⅴ대학, 

Ⅵ대학, Ⅶ대학, 특성화대학)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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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 군 복무 중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교과 학점으로 인정(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북전문대,

경인교대, 계명대, 광주대, 구미대, 극동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대, 대구보건대,

대구한의대, 대덕대, 대림대, 대전과기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대진대, 동강대, 동신대,

동아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동원과학기술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문화대,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대, 부천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서정대, 선린대, 

선문대, 세경대, 세종대, 세종사이버대, 송곡대, 송원대, 수성대, 순천향대, 신한대, 

여주대, 연암대, 영진전문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유원대, 유한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공전대, 전남과학대, 제주관광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문성대, 충북보건과학대, 케이씨대학교, 홍익대, ICT폴리텍대   <72개 대학>

• 학점취득 신청절차

       - 군경력증명서 발급 (전역시) → 학점인정 신청 (수강신청 기간 중에 신청)

         → 학점인정 심의(대학) → 학점인정 내역 개인통보

          * 전역 前 개인별 실적 확인하여 경력증명서 기록정정 필요

           ( ★ 전역 이후 경력증명서 정정 불가 )

       - 군경력증명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로 명령 발령(임명명령 : 교육경험학점)

         * 참고(자대 인사실무자)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8644(’21.10.27) 2021년

후반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계획 시달

       - 군경력증명서는 복무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며,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모든 실적이 종합되어야 하므로 전역할 무렵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은 후

복학 시 제출

       - 실적 증빙서류인 군경력증명서 예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서울대는 별도양식(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군 복무자용)으로 증빙서류 제출

    ※ 대학이 자율적 판단하 학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별 학점인정 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 세부 문의사항은 해당대학 교무처 (학사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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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력증명서 임명명령 발령 (예) >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군 경력증명서 (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제 2021-120001 호                                       발급목적 : 학점인정 신청용

인적사항

군번           20-10000001 계급            병장

성명(한자)           홍길동 (洪吉童) 군사특기              111 101 (소총)

전문자격 생년월일           19970723

복무사항
입대일자           20200616 전역(예정)일자              20210315

복무개월(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개월) 21개월(12개월) 최종 근무부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근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2019.06.17. ~ 2019.07.28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교육생

2019.07.31. ~ 2019.08.04.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보충요원

2020.11.05. ~ 2021.03.15.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분대장 ☞ 리더십 실습

전투경력 명칭 기간 주요내용

명예로운

경력

명칭 기간 주요내용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2020.09.03. ~ 09.14.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분대장 리더십캠프 18-7기
    ☞ 리더십 이론

진급사항

진급일 계급 조기진급 내용

2020.06.01. 상병 연대장 모범용사 표창 ☞ 리더십 발휘

2020.12.01. 병장 리더십캠프 성적 우수 ☞ 리더십 이론

상훈사항
수여일 상훈명 공적 내용

2020.05.01. 3연대장 개인표창
(5월 모범장병)

․대대전술훈련 평가시 모범적인 임무수행으로 부대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

그 밖의
사항

(군용항공기 
비행기록, 봉
사활동 등 각 
군 특성을 반

영)

구분 (기간) 내     용

2020.03.01. ~ 06.30. ․사사회회봉봉사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주 1회 x 2h x 30주  총총  6600HH

2020.03.05. ~ 03.10. ․인인성성교교육육  집중인성교육  연 2회 x 8h x 5일       총총  8800HH

2020.09.03. ~ 09.14. ․러러더더십십  분대장 리더십 캠프   1회 x 8h x 5일     총총  4400HH

2020.06.16. ~ 12.31.
․기기초초체체육육  유격훈련 / 전투체육  2회 x 8h x 5일 총총  8800HH    유유격격훈훈련련
                               주 1회 x 4h x 50주 총총  220000HH 전전투투체체육육    

2020.06.16. ~ 12.31.
․대대급 야외전술훈련 2회 × 14일, 유격훈련 1회 × 6일 ☞ 기초체육
  (팀웍 향상, 전투의지 배양, 극한상황하 임무완수능력 숙달)

2020.06.16. ~ 12.31.
․인권․성평등교육 4H × 2회, 민주시민교육 64H (주간24H, 반기집중40H)
  (인권․성인지력 향상, 국가안보․민주의식 함양, 11월 정기평가“합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 경력(복무역량 및 성과)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육육군군참참모모총총장장 직직인인

연락처 : 031-700-0111 (3대대 인사과) 유효기간 : 2021년 12월 31일 까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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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병 교육훈련 이수결과 학점인정 

• 병과학교 교육과정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학점 인정

• 20개교 128개 과정 학점 (대학 ·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군별 기관/부대
인정

과정
학습과정(학점)

국직(1) 국군의무학교 1 일반의무병(3학점)

육군

(75)

종합행정학교 3 재정회계특기병/군사경찰특기병(3학점), 군종특기병(2학점)

종합군수학교 30

총기야전정비병/로켓무기야전정비병/크레인차량운전병/화생방장비야전정비병/

자주포야전정비병/차량부대정비병/선박운용병/항만운용병/차륜형장갑차운전병/

대공포야전정비병/화포야전정비병/공병장비야전정비병/K형전차야전정비병/M형

전차야전정비병/장갑차야전정비병/차량야전정비병/의무장비야전정비병/유선장비

야전정비병/무선장비야전정비병/다중무선장비야전정비병/광학감시장비야전정비병/

탄약검사정비병/조리병/견인차량운전병/물자취급장비운전병/K53계열차량운전병/

구난차량운전병/대형차량운전병/중형차량운전병/유도무기야전정비병(3학점)

공병학교 16

지뢰장애물운용병/폭파장애물운용병/배관·기계설비병/공병장비정비병/전기설비병/

측량병/야전건설병/도하장비운전병/정수장비운용병/굴착기운전병/장갑전투도

저조종병/다목적굴착기운전병/도저운전병/그레이더운전병/로더운전병/교량

전차조정병(3학점)

정보통신학교 6
암호운용병/전술C4I운용병/정보보호운용병/교환시설운용정비병/MW장비운용

정비병/위성체계운용정비병(3학점)

화생방학교 4 화생방병/제독병/정찰병/연막병(3학점)

항공학교 5 운항관제반/소형공격헬기/중형공격헬기/소형기동헬기/중형기동헬기(2학점)

방공학교 8
발칸운용 / 발칸정비 / 비호운용 / 천마운용 / 휴대용SAM운용․정비/오리콘운용/

저탐운용/방공작전통제(3학점)

포병학교 1 디젤기관실습(3학점)

특수전학교 2 낙하산포장정비/공수기본(3학점)

해군

(13)

해난구조전대 1 해난구조병(3학점)

전투병과학교 3 갑판병/전탐병/정보병(3학점)

정보통신학교 6 전공병/전자전병/통신병1‧2분과/전산병1‧2분과(3학점)

특수전전단 1 특수전초급병(3학점)

기술행정학교 2 조리병(3학점), 전기병(3학점)

해병(2) 해병대교육단 2 상장승무병/수색전문반(3학점)

공군

(37)

군수1학교 9
항공전자장비정비병/항공기유압전기정비병/항공기기관정비병/항공기무기정비병/

항공탄약정비병/항공기제작정비병/항공기기체정비병(2학점), 항공기지상장비정비병/

항공장구정비병(3학점)

정보통신학교 8
보안체계관리병(2학점), 항공통제병/지상레이더체계정비병/정보체계관리병/유선통신

체계관리병/무선통신체계관리병/전술항공통신체계관리병/기상관측병(3학점)

군수2학교 14
조리병/항공운수 및 의장병/일반차량운전병/항공기초과저지병(2학점), 전력설비병/

기지건설장비운전병/방공포차량운전병/장갑차량운전병/기계설비병/화생방병/

특수차량운전병/항공소방병/환경관리병/토목건축병(3학점)

방공포병학교 6
중거리유도무기탐지병/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병/중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병

(2학점), 단거리대공무기운용병/단거리유도무기운용병/장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병(3학점)

계 128 -

'21. 12월 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결과에 따라 학점인정 과정이 조정될 수 있음.

Part 02  자기개발 분야

P
art 02

자
기

개
발

 분
야

35



❙군 교육훈련 이수결과 학점인정 (계속)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신청

• 학점인정 절차

소속 대학(교) 학점인정 절차

(대상자 : 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절차

(대상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신청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 확인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소속 대학 제출



소속 대학 학칙에 의거 학점인정
* 반드시 대학에 문의 필요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신청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 확인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평생교육진흥원 제출



학점은행제 학점저축

          ※ 학점은행제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

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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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 제공 콘텐츠 : 외국어, 자격증, IT, 취업, 검정고시 등 9천여 강좌 

• 수강 절차 :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 →D(학업·역량) →e-러닝콘텐츠 
         * e-러닝에 회원 등록 후 신청

• 제공 콘텐츠 세부내용('21. 12월 기준)

구  분 강  좌  내  역 강좌 수

자격증

부동산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832

기사 : 건축, 디자인, 기계, 산업·위생, 안전관리, 전기·전자, 정보, 환경

산업기사 : 건축, 디자인, 기계, 산업·위생, 안전관리, 전기·전자, 

정보, 환경 등

기능사 : 건축, 디자인, 기계, 안전관리, 전기·전자, 정보, 환경 등

기타 : 한국사, 건축, 디자인, 물류관리 등

어  학

영어 : TEPS, 토익, 토플, 독해, 문법, 비즈니스, 어휘, 영작문, 

청취, 회화

7,003
일본어 : 일본어 능력시험, 회화, JPT 

중국어 : 중국어회화, 수험한자, HSK&TSC

기타 :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몽골어, 태국어, 독일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5분 분량의 일일 어학 콘텐츠

IT/OA Network·Programming, OS, 웹, S/W공학, IT 관련 자격증 등 103

취  업

공무원 : 7·9급, 세무/관세직, 기술직, 경찰직 

433기타 : 교원임용,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직무적성검사, 행정사, 

특허, 디자인보호, 상표

인문학/

기타
인문학 강좌 및 검정고시·독학사 교과 과목 및 문제풀이, 대학편입 등 712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 개요 : 군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를 위해 개인별 자

기개발 활동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상 / 지원금액 : 全 병사 /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개인부담 20%)

• 지원분야 : 자격취득․어학 등 응시료, 각종도서․교재구입비, on-off라인

(학원) 수강료, 운동용품 등 자기개발 활동 분야

• 비용 환급절차 : 나라사랑포털 內 자기개발 비용 지원 코너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사랑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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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방부 위탁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 검정목적 : 직무수행 분야 및 개인 전공·적성·관심분야 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장병의 생애 직업능력 개발 지원

• 검정안내

    

구  분 정 기 검 정 상 시 검 정

응시

자격

공 통
응시할 검정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현역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자

추 가
산업기사의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자

육군 종합군수학교 (지게차운전), 

육군 공병학교 (굴착기운전)

공군 91항공공병전대

(굴착기운전) 

해당분야 교육과정이수자

시행종목
산업기사 23개 종목

기 능 사 60개 종목

기능사 2개 종목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연간횟수 2회 (전․후반기 각 1회) 매월실시 (교육과정과 연계)

응시방법
각 군별 인트라넷 국가기술자격 

검정 홈페이지 통해 접수
해당 교육시 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없 음

검정형태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실기 : 주관식 필기 또는 작업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실기 : 작업형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는 과목당 40점 이상 포함) 

자격취득

민간시행 자격과 동일한 자격증이 발급되며, 필기시험 합격시 전역 후

산업인력공단 등 자격검정시행기관 실기시험에도 응시 가능 (합격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 ’22년도 자격검정 추진일정(세부일정은 별도 하달하는 시행공문 참조) 

구 분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전반기 1월 3월 5 ~ 6월

후반기 7월 8월 10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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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정 종목

    

등 급 시   행   종   목 (83개)

산 업

기 사

(23개)

건축, 건축설비, 토목, 기계가공조립,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 항공, 자동차정비, 판금제관, 용접, 위험물, 전기공사, 전자, 전자

계산기제어, 정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잠수, 광학기기

기능사

( 60개 )

이용, 건축도장, 건축목공, 미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잠수, 측량,

항공사진, 배관,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시추, 화약취급,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 정비, 에너지관리, 동력기계정비, 항공

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열처리, 판금제관, 주조, 용접, 특수용접, 표면 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사진, 인쇄,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환경,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교육과정

     

구 분 면 제 교 육 과 정

육 군

공병학교
불도저특기, 그레이더, 로더특기, 

굴착기특기, 공병장비정비, 공병장비운용･정비초급

종    합

군수학교

차량야전정비초급･중급, 차량운용초급, 발칸수리, 물자취급장비운전병,

용접/기계공작병, 차량정비, 건설장비야전정비초급, 대공포야전정비초급,

유도무기야전정비초급, 특수통신야전정비초급,  탄약관리초급·중급, 

광학감시장비야전정비초급·중급

정보통신학교 정보체계운용초급･중급

항공학교 항공정비초급

해 군

기술병과학교 자동차정비, 전기공사, 보수초급･중급

해난구조대 잠수

행정학교 한식조리

6전단 609 항공기체/기관초급･중급, 항공전자초급･중급

공 군

정보통신학교

유선통신체계정비부사관초급, 장거리통신정비 부사관초급, 정보

체계관리부사관초급, 지상레이더체계정비부사관초급, 무선통신체

계정비부사관 초급

군수1학교
항공기기체정비부사관초급, 항공기제작부사관초급, 정밀측정장비

정비초급

군수2학교
항공설비병, 토목부사관초급, 기지건설장비운전병, 전력운영병, 

항공시설부사관초급

      *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

증명서로 확인된 사항만 인정

Part 02  자기개발 분야

P
art 02

자
기

개
발

 분
야

39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시행

• 목 적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취득으로 장병 생애 직업

능력 개발 및 전역 후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자격검정시행종목 및 관리기관(국방자격검정 실시부대)       

검정종목 등 급 관리기관 검정종목 등 급 관리기관

헬기정비사 1~3급 육군항공학교 심해잠수사 1~3급 해군 해난구조대

항공장구관리사 1~3급 공군 군수1학교 수중발파사 1~3급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사 1~2급 공군 군수1학교 국방사업관리사 1~3급 국방대학교

국방보안관리사 단일등급 안보지원학교 영상판독사 1~3급 육군정보학교

낙하산전문포장사 1~2급 육군 특수전학교 함정손상통제사 1~2급 해군8전단

국방무인기조종사 단일등급 육군 정보학교 수중무인기조작사 1~3급 해군사관학교

• ’22년도 자격검정 추진일정

원서접수 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등록/자격증교부

7월 중 9월~11월 12. 1 ∼ 10 12. 11 ∼ 31

      * 검정시행 절차/방법은 국방부 위탁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동일

• 자격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검정방법 : 필기 및 실기시험 (작업형, 구술형)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일부과목 상이)

• 자격검정 응시자격

검정종목 응시자격 기준

헬기정비사
육군 헬기정비 특기병과정, 부사관 (초, 중, 고급반) 과정이수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심해잠수사 해군 해난구조 (장교, 부사관, 병) 과정이수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항공장구관리사
공군 항공장구관리 부사관 (초, 중, 고급반) 과정이수자 또는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수중발파사
해군 특수전교육 (장교, 부사관, 병) 과정이수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폭발물처리사 국내의 폭발물 처리 초급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방사업관리사 국방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방보안관리사 7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국방보안관리사 기본교육 이수한 자

영상판독사 각군 영상판독관련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낙하산 전문 포장사
낙하산 포장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군 낙하산 관리,  
포장 및 정비 직무분야 1년 실무경험자

함정손상통제사
함정손상통제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수 중급반 교육
과정 이수한 사람

국방무인기조종사
육군 정보학교 고등기술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국토부 초경량비행
장치 지도조종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수중무인기조작사
수중무인기조작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관련 대학·연구기관에서
학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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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포털 운영

❙나라사랑포털 운영

병역판정검사부터 군 복무 (의무경찰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포함), 예비군

임무수행까지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병역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포털사이트

• 가입 대상 

      - 병역판정검사 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의무자

      - 나라사랑카드가 없는 병사 중 군 e-러닝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가입 절차

      - 자동가입 : 병역판정검사 시 나라사랑카드 발급자 

      - 별도가입 : 나라사랑카드 미발급자 중 현역 병사 (나라사랑고객센터 확인)

• ’20.11.2.부터 모바일 APP으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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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기능

입대 전
⦁입영통지서 전자우편 수신

⦁병무청 여비계좌 조회 및 변경 (등록) 기능

복무 중

⦁군 e-러닝 (대학학점 취득 강좌, 일반강좌) 콘텐츠 제공

⦁대학학점 수강료 결제를 위한 e-머니 사용 (충전, 환불 등)

⦁장병 자기개발 비용 신청 (연간 개인당 12만원 지원)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신청 (개인정보활용 동의 창구)

⦁급여명세서 e-메일 수령 (국군 재정관리단 발송)

⦁복지서비스 이용안내

전역 후
⦁전자전역증 발급 시 “전역 확인 증명서” 전자우편 수신

⦁전시동원 소집통지서 등의 전자우편 수신

공 통

⦁나라사랑카드 주요서비스 안내

⦁나라사랑카드 전자 병역증∙전역증 조회 안내

⦁나라사랑 e-메일 사용 가능 (0000000@narasarang.or.kr)

⦁나라사랑카드 관련 공지사항 및 이벤트 안내

        * 나라사랑카드 계좌 잔액확인, 거래내용 확인 등 금융업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나라사랑카드 로그인 방법

       - 개인 ID 확인 : 카드 앞면 @narasarang.or.kr 앞 숫자 13자리 

         

           ☞ 22001199001100110000000011@narasarang.or.kr

       - 비밀번호 : 최초 “본인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

• 나라사랑포털 관련 문의

       - 나라사랑카드 전용 콜센터 (군인공제회C&C) : 1522-0770

       - 나라사랑포털 내 1:1게시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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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가

❙휴가 구분 : 정기휴가 · 공가 · 청원휴가 · 특별휴가 

❙정기휴가 일수

구    분
(복무개월)

육군 / 해병대
(18개월)

해 군
(20개월)

공 군
(21개월)

휴가일수 24일 27일 28일

❙공가 : 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휴가 

❙청원휴가

구     분 휴가 일수

본인 질병 요양
연간 30일 이내

* 연간 30일 초과시 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직계가족 간호 연간 30일 이내

본인 혼인 시 5일 이내

배우자 출산 시 10일 이내

가족 

사망 시

배우자 / 부모 5일 이내

(외)조부모, 자녀 3일 이내

형제자매 1일 이내

구직휴가 (의무복무기간 1/2 경과 후) 2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5일 범위

❙특별휴가

구     분 휴가 일수(1회)

위로휴가 훈련, 검열 또는 특별한 근무 시 7일 범위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 발생 시 10일 범위

보상휴가 1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1개월 당 3일 범위

• 각 군별 복무기간 중 포상휴가 허용일수  

구    분
(복무개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 군
(20개월)

공 군
(21개월)

포상휴가 허용일수 16일 17일 18일

        * 특별한 공적 시 장성급 지휘관이 초과 허용 가능

part 03

인사제도/근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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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편입 대상자

• 미혼, 결혼, 이혼한 상태에서 친자녀가 있는 병사만 가능  

       (미혼자와 이혼자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자녀를 입양하였거나 친자녀가 있더라도 의 ·치의·한의 수의과 

대학졸업(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의 학력자 및 박사과정 입학자 이상의 

학력자는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함

❙증빙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병역법시행규칙 제98조의2 별지 

제117호의2서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 제출서류(이혼자 ․ 미혼자만 해당) :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이혼자 : 판결문(재판상 이혼 시),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 이혼 시) 

       - 미혼자 :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아기 이름으로 발급받고(양육권자 

확인가능) ‘부대장확인서’ (양식 없음)를 통해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

하면 됨.

❙편입 절차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는 소속부대(인사담당부서)에 증빙서류 제출 → 

소속부대는 승인기관 (각군 본부)에 보고

• 서류 심사 기간은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2~3주 소요

• 편입 절차가 완료되면 전역처리(현역→예비역)되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거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편도 2시간 이내 지역의 예비군 중대, 향토

방위 군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배치되어 출 ‧ 퇴근 근무

Part 03  인사제도/근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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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역

❙현역병의 예비역 편입

• 시기 / 권한 : 현역병이 복무기간을 마친 때 / 참모총장
        ＊육·공군은 장관급부대장(독립전대장), 해군 참모총장

❙전역 절차

• 전역 월 15일 전 전역예정자 명단 확인

       ＊영창, 탈영기록 등 전역일자 적합여부 검토

• 전역명령 발령 : 전역 월 도래 1주 전

• 전역증 제작 : 편성부대에서 양식 수령 후 작성

       - 나라사랑카드 보유자는 나라사랑카드에 전역정보 탑재 시 전역일 당일 

나라사랑카드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필요시 출력 사용
            ＊구글 play스토어에서 나라사랑카드로 검색 후 APP 설치시 개인인증 후 본인의 전역

정보 확인 가능

     • 전역증 지급 : 전역 당일 전역신고 후 개인지급

❙전역증 재발급

• 훼손 또는 분실시 지방병무청에 신청

       ＊전역증 재교부 신청서 + 증명사진 1매(2×2.5㎝)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 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유지 불가자 : 전시근로역

• 부모, 형제, 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복무기간 단축 (6개월)

    ※ 상기 대상자가 희망시 병역감면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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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원서 신청방법

• 병역감면원서와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 제출

• 전시근로역 편입 희망시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부,조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가사상황신고서, 가사상황

진술서, 재산․수입상황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예금통장(보험증권) 사본, 보험

증권, 보험료 납입잔액증명서, 200만원 이상 입출금내역서, 학비조달경위서 등 21종 중

개인별 해당서류

※ 개인별 지방병무청 생계처리계에 문의하여 관련서류 확인

•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희망시 구비서류

전사 또는 전상 사실확인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발급)

     ※ 세부 안내자료 : 병무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ð 「법령정보」 ð 

「훈령·예규」란에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제목으로 조회)’ 확인

심신장애 전역

❙기 준

•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심사를 거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은 병역 면제

❙절 차

•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 조치

• 입원환자 중 입원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에서

의무조사위원회에 의한 의무조사 실시

        *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조사 

보류 가능

•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체등급 5, 6급 해당하는 자는 전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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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성고충전문상담관이란?

• 전 장병 대상 성(性) 고충 상담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상담관

• 주요 상담내용 :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 사단급 이상 부대 1명(’22년 확대배치 예정)

❙상담 신청 : 제대별 신고창구 및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활용

※ 군 성폭력 상담·신고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오픈 

예정(’22. 3월)

• 군 성폭력 상담·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 및 

각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직접 연결

• 피해자 통합지원내용 등 사건처리 절차 안내

•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지원기관 안내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 900-1365

각군본부
양성평등센터

☏ 국번+1365

작전사급
양성평등관리장교

☏ 국번+1365

군단급
성고충전문상담관

☏ 국번+1366

사․여단급
양성평등담당관

☏ 국번+136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란?

•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상담을 통해 해결책 제시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카운슬러

• 주요 상담내용

∙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구타 ‧ 폭언 ‧ 가혹행위 ‧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 질병 ‧ 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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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상담관 운영 : 연대급 부대별 1~2명

❙상담 신청 : 개인이 상담관에게 직접 상담 신청 또는 부대인사 
담당자에게 상담 신청     * 연락처 : 부대별 홈페이지 참고

국방헬프콜(SOS!) ☎1303 운영

❙국방 헬프콜이란?

• 고충상담 및 군범죄(성범죄) 신고 / 상담을 위해 특수번호(☎1303번)와 

사이버신고 / 상담 홈페이지를 운용, 심리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One-Stop으로 제공

       - 고충상담 : 복무부적응, 인권침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상담 등

       - 군범죄ㆍ성폭력 신고 / 상담       * 개인 신상 철저히 보장

         ☞ 군인 / 군무원이 관련된 각종 범죄, 군과 관련된 민간인 범죄

         ☞ 병영내 악ㆍ폐습 / 인권침해 / 군기문란 행위 / 각종 사고우려 요인

         ☞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등

         ☞ 기타 군과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 /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등

       -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 방위사업, 군납,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관련 범죄 등

❙이용방법

• 전화 : 휴대전화, 일반전화, 공중전화, 군전화 국번없이 ☎ 1303번

• 사이버 : 인트라넷 www.helpcall.mnd.mil, 인터넷 www.helpcall.mnd.mil.kr

           모바일웹 m.helpcall.mnd.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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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지키미

❙군 인권지키미란?

• 장병 인권침해 구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방통합인권시스템

• 상담 / 진정 분야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인권상담관이 군내 발생한 인권

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진정 등 접수 및 처리

❙이용방법

• 인트라넷 (http://hrkeeper.mnd.mil), 인터넷 (http://hrkeeper.mnd.go.kr)

• 카카오톡 채널(육군인권존중센터, 공군인권나래센터, 해군인권센터) 

• 인권상담 전화 : 국방부 및 각 군 인권센터

        - 국 방 부  02-748-6832~3,  군 900-6832~3

        - 육군인권존중센터  042-550-1790~4, 군 960-1790~4

        - 해군인권센터  042-553-6883~5, 군 910-6883~5

        - 공군인권나래센터  042-552-6441~6, 군 920-6441~6

        - 해병대 인권과  031-8012-3074~6 / 군 928-3074~6

❙참고 : 軍외 장병 권리구제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 전화 : 국번없이 1133331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 팩스 : 02-2125-9811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국민권익위원회(국방인권옴부즈만) : 고충민원 제기, 부패‧공익신고 등

- 전화 : 국번없이 111100                

- 팩스 : 044-200-7972

- 홈페이지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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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기관 이용

❙외래 진료 

• 군병원 및 의무대(실) 지원(무료) 

• 외래진료 절차 : 가장 가까운 군 보건의료기관

       - 1차 : 소속부대 의무대(실), 의무대(실)이 없는 경우 군병원 이용

       - 2차 : 군 병원

     ※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버스 운행 중

❙입원 진료 

• 군의관(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사단급 의무대 또는 군병원 입원

• 외래 당일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희망과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입원 예약 가능

❙이등병 건강상담 및 상병 건강검진

• 이등병 건강상담 (군의관 건강상담)

       시기 : 전입 1개월 이내

       방법 : 소속부대 군의관에 의한 1:1 건강상담 실시

       결과 : 진료 필요 인원 적시 조치

• 상병 건강검진

       시기 : 상병진급 전·후 3개월 이내

           * 복무 중간시점에 전반적인 건강상태 점검

       검진기관 :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

           * 일부 격오지, 도서지역은 민간검진기관 이용

       검진항목 : 혈액 및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22개 항목

       결과 : 재검 요망자 추적관리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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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외출·외박 시 응급진료

❙군병원 응급진료 

• 가장 가까운 군병원 이용 (응급전화 : 1688-5119)

❙민간병원 응급진료

• 가장 가까운 민간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 후 입원 가능

  (입원 시 지체 없이 부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대 인사 담당자는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문의하여 위탁진료 가능여부 확인 후 통보)

민간 의료시설 이용

❙외래 진료 : 지휘관 승인(외출)으로 민간병원 이용 가능

• ①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② 입원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민간병원 방문,

③ 지역 내에서 진료할 수 없는 특수질환 진료에 대한 외래·검사 등은 

청원휴가 신청 가능
        *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참고

❙입원 진료 :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민간병원 이용 가능
     ＊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 진단(소견)서 근거

❙민간병원 이용 시 지원

• 군 병원 진료능력 초과 (수도병원 기준), 응급 환자, 격오지 근무 환자의 

경우 민간병원 이용 시 위탁진료 (진료비 무료)

        각 군 및 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시

•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나 본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인은 본인부담금 지불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급여) 중 최대 80% 환급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시
(위탁진료시)

본인 공단부담금
군병원 진료가 가능하나 
민간병원 진료 희망시

국방부 부담

국방부 부담
본인 
부담

치료비용 부담

진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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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 ( 개념 )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진료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비급여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의‧병원급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급여)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급여)의 20% 중 큰 금액 

  ＊예를 들어, ①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없음,

② 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 (급여) 1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10,000원 공제 후 2,000원 환급, ③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급여) 

104,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20,800원 (20%) 공제 후 83,200원 환급

• ( 지급시기 ) 월별 환급을 진행하며, 진료일 기준 약 5~6개월 후 급여일(10일)에

급여통장으로 지급

        환급을 위해 나라사랑포털(narasarang.or.kr 또는 모바일어플) 또는 국방통합

급여포털(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필수

• ( 정산절차 )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우선 납부 후, 국방부에서

본인부담금(급여) 일부 환급 (모든 결제수단 가능)

     ※ 상세내용은 카카오톡 ‘국군재정관리단’ 채널 챗봇에서 확인 가능 (카카오톡

채팅에서 국군재정관리단 검색 후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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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현황

구  분 병 원 명 연 락 처 소  재  지

의무사

(12)

고양병원 1688-91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15

춘천병원 1688-916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방고개길 57

홍천병원 1688-9167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아홉사리로 53

포천병원 1688-9164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화동로 564

양주병원 1688-9163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사서함 94-12

강릉병원 1688-916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34

구리병원 031-331-1777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가로 177

수도병원 1688-91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1길 81

함평병원 1688-9153 전남 함평군 해보면 신해로 1027

대구병원 1688-9154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

대전병원 1688-91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서울지구병원 02-397-39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길 13

해 군

(2)

해양의료원
055-907-5714

055-549-091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63번길

포항병원
054-290-2451

054-290-240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

공 군

(1)

항공우주

의료원

043-290-5433

043-290-562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 응급종합상황센터 : 1688-5119, 031-72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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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민법」에 따른 상속 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지급 기준

사망 구분 보 상 기 준 금 액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60 3억 2,100만원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5 2억 4,075만원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4 1억 2,840만원

        * '2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5만원 

❙청구 및 지급절차

•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하는 사망확인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사망보상금 청구서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www.mps.gp.kr)

• 지급절차도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제출 ▶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 

▲ ▼

결정
각군

참모총장

▼

지급
국군재정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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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 군인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

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군인에게 지급

❙지급 기준

•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병사만 해당)

장애보상등급 보 상 기 준 금 액

1급(심신장애1~2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9배 4,815만원

2급(심신장애3~5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6배 3,210만원

3급(심신장애6~7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5배 2,408만원

4급(심신장애8~9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3배 1,605만원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참조 

        ＊단, 병사 일반장애 장애보상금등급 4급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에만 지급

        ＊'2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5만원 

• 전상·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 (간부·병사 해당)

장애보상등급
전 상

(일반장애의 2.5배)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의 1.88배)

1급(심신장애1~2급) 1억 2,038만원 9,052만원

2급(심신장애3~5급) 8,025만원 6,035만원

3급(심신장애6~7급) 6,019만원 4,526만원

4급(심신장애8~9급) 4,013만원 3,017만원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참조 

❙청구 및 지급절차

• 군 복무 중 부상·질병 시 군병원 진단을 받은 후,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실시 및 장애보상금 청구서 제출. 장애보상등급 1~4급에 해당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확인·결정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만기전역자도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인한 장해 시 전역일로부터 6개월 내 군병원 진료가

가능하며, 장애보상등급 1~4급 해당될 경우 상기 절차를 거쳐 장애보상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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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절차도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군병원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제출
군병원 기재란 

작성
▶ 조사ㆍ확인

각군

참모총장

▲
▼

결정

▼

지급
국군재정

관리단
  

❙지급 제한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

위로 발생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

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복무기간 1년 미만(입원기간 제외)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외국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외의 다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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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사망보상금 : 사망일로부터 5년

• 장애보상금 : 전역일로부터 5년, 다만 전역 전 또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등급을 받아야 함

    ※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의 지급액은 지급기준의 변경 등으로 연도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우사랑 위로금

❙개 요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 등으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위로금 1억원 지급

❙지급 대상 : 생도 및 간부후보생, 병사 (상근예비역 포함) 

       * 자해사망자는 제외되나 '18. 1. 1일 이후 자해사망자 중 순직처리된 자 포함

❙지급절차 / 연락처

• 각 부대 인사과 → 사단 인사처 → 각 군 복지정책과 / 국방부

        * 위로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각 부대에서 작성

• 문의 : 전우사랑위로금 제도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4

        전우사랑위로금 집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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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료 상해보험(나라사랑카드 서비스)

❙개 요

• 대상 / 가입절차 :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상근포함) / 자동가입

• 보험기간 : 현역입대일 ~ 전역일 24 : 00

        * 기간 중 나라사랑카드 해지 시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보험혜택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영외 체류 (휴가, 외출, 외박 등에만 해당) 중 상해사고 : 최대 5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시 최대 1억원 추가 (최대 1억 5천만원 지급)

   * 부대 영내(근무, 훈련 등) 일반사고 시에는 보장되지 아니함

⦁영내·외 화재, 폭발, 붕괴 등에 의한 상해사고 : 최대 5천만원

  *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는 부대 영내(근무, 훈련 등) 사고도 포함

• 경미한 상해사고와 입·통원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를 2개 모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병사는 중복 보상이 가능함 / 따라서, 가능한 2개 카드 모두 발급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 (카드발급 수수료 없음)

❙보험금 신청

• 가입여부 문의 : 1522-0770 (나라사랑카드 전용 콜센터)

• 보험금 신청 문의

       - KB손해보험 (국민은행 나라사랑카드) ☞ 1544-0114

       - 현대해상화재보험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 02-209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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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지원

❙온라인 진로설계 및 직업 심리검사를 지원

• 진로설계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www.moti.or.kr) 

       - 전역 후 제2의 인생설계, 구직역량 강화

       - 대상 : 군 복무 전 장병 

• 직업 심리검사 : 워크넷 (www.work.go.kr)/무료

       - 직업선호도·진로준비도·구직준비도 검사 등

    ☞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진로설계, 적성검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취업․진로목표 설정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지원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 찾아가는 1:1 진로 및 취업 상담

⦁고용동향, 취업준비 방법 등을 교육

⦁진로반과 취업반으로 구분 교육

⦁대대별 연 2회 시행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

⦁취업 준비방법을 상세히 안내

⦁부대별 민간 전문 상담사가 상담 지원

    ☞ 연간계획에 따라 대대급 단위로 시행되며 해당 대대 시행 시 (온·오프라인) 

신청합니다. 

❙취․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부대내 취․창업 동아리 결성 및 멘토링 실시 (온·오프라인)

        * 대대급 부대에서 취․창업동아리 편성 운영, 민간 전문인력이 컨설팅 지원

•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온·오프라인)

        * 교육 희망장병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집체교육 지원

• 취업사관학교 운영 (온·오프라인)

        * 진로 유형별 맞춤형 직업 교육 지원

    ☞ 교육과정은 내·외부에서 시행되며 연중 과정 개설 시 신청 바랍니다.

part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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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2 병 복지 길라잡이



❙전역과 동시 취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 취업박람회 참여
        *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연2~3회), 유관기관 박람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박람회에 참여 가능 

• 찾아가는 1:1 취업상담을 통해 구직 희망자 일자리 매칭 지원
        * 절차 : 부대별 민간 전문 상담사에게 구직 희망 요청 ⇨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적합한 

기업 추천, 필요한 요구 역량(이력서 작성법, 면접 방법 등)을 교육

• 현장 채용설명회

        * 구직희망 장병이 산업단지별 찾아가서 채용설명회에 참가, 기업과 매칭 지원

• 창업사관학교 입교
        * 복무 중 창업역량을 갖춘 인원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통해 선발, 1년 

동안 창업사관학교에 입교(예산, 기술지원 제공)

    ☞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은 구직등록 후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구직등록 : 전직교육원 홈페이지 (www.moti.or.kr)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취업정보 제공

• 국방일보 취업정보 게재(매주 화요일) : (http://kookbang.dema.mill.kr/)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정보확인

       -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   

       - 고용부 워크넷(www.work.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 나라일터(www.gojobs.gr.kr) 등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1588-9402) 또는 사·여단 취·창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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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제도

❙군 복무 크레딧 제도란?

•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군 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 6개월 이상 군 복무한 자*('08. 1. 1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전환근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 봉사요원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인정하고, 그 6개월에 해당하는 소득은 전
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의 1/2로 인정 

        * 이를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 말하며 즉, 군 복무크레딧을 인정받으면 

          ‘A값’ 소득으로 6개월을 가입한 효과가 발생함.

❙군 복무 크레딧 인정 시점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인정 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5세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군 복무 크레딧에 따른 재원 분담 

• 군 복무 크레딧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국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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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개 요

• 군복무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고 

그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결격사유 (범죄행위등 법배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모든 경우를 충족하여도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전역 후 가까운 보훈(지)청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전역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요망

        * 27개 보훈(지)청 위치안내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 서식다운로드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보훈(지)청에 비치

•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사진(3.5×4.5㎝) 1매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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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 보훈급여금 지급 :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 교육지원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지원

• 취업지원 : 가점부여 및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교육 등을 지원

• 의료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 지원

• 차량지원 : 보철용 차량관련 세금면제, 통행료 면제, LPG차량 지원

• 대부지원 :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 지원

• 복지지원 : 노인요양시설, 가사·간병서비스 등 지원

• 기타지원 : 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수수료, TV수신료, 통신요금 감면 

등 지원

• 사망시 예우 :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등 지원
        * 지원대상자마다 상이하므로 지원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전국 보

훈(지)청에 문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http://www.mpva.go.kr

    • 보훈상담센터 : 국번없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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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안내

❙예비군 편성 : 병(1~8년차), 간부(계급별 연령정년)

❙예비군 훈련 : 병(1~8년차), 간부(계급별 연령정년)

     

구 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전역자(간부/병) 없 음

병

1∼4

년차

동원 지정자 2박3일

동원 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5∼6

년차
동원 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7~8년차 미이수 훈련

간부
1~6

년차

동원 지정자 2박3일

동원 미지정자 2박3일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동원훈련 보상비 지급액 (2박 3일 기준) :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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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軍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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