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③ 3차：신원조사, 신체검사 합격자 중 서열화 종합성적 순으로
최종선발

소개 ]

* 종합성적：필기고사+수능성적+대학성적+체력검정 + 면접
평가
4) 대우/특전

가. 연혁
1) 1965. 1. 1. 국일명 제1호에 의거 제125학도군사훈련단 창설
2) 1970.12.10. 국일명 제37호에 의거 제125학생군사교육단으로

① 졸업과 동시 소위 임관, 본인 전공 학과와 희망을 고려하여

부대명칭 변경 및 증편
3) 1980. 4. 1. 육일명 제8호에 의거 천안분단 설치인가

병과 부여
② 각계각층 ROTC 선후배들의 인적 Network 형성

4) 2005. 3. 1. 천안캠퍼스 학생군사교육단 독립

③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ROTC중앙회 장학금, 군장학금,
美 A&M대학 연수 등 장학혜택
5) 기타：대학 3, 4학년 재학 시 군사교육을 받음.

나. 임무

6) 복무기간：2년 4개월(장교복무 중 최단기간)

1)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2) 장교인력 모집 홍보 / 획득

마. 군장학생

3) 전시 일반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지원

1) 지원자격：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27세 이하인 남자
① 4년제 대학 1, 2, 3학년 [5년제 졸업자는 2~3학년 때
지원, 본교는 건축학과(5) 학생 해당]

다. 편성
<죽전>

② 1학년 대학성적이 학기별 C학점(2.0) 이상 취득자

제125학군단

③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2) 모집시기：연 1회 3월~9월 초(별도 모집 공고)

학군단장(대령)

3) 선발방법
교관1(현역)
교관2(현역)

행정실장
(예비역)

① 1차：필기평가, 서류전형
② 2차：대학성적, 수능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
원조사

3학년 대대

③ 최종 합격자 선발 :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4) 대우 / 특전

4학년 대대

①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및 수학 보조비 지원

<천안>

(대학 등록금 중 수업료 전액 지급)
② ROTC 지원 시 가산점 부여로 유리(동시복무 가능)

제1251학군단
학군단장(중령)

5) 기타：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수혜받은 연수만큼 의무복무기간(3
교관1(현역)
교관2(예비역)

년)에 가산 근무

행정보급관
(현역)

바. 학사사관 후보생
1) 지원자격：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27세 이하인 사람
3학년 대대

① 4년제 대학졸업(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로 학사학위

4학년 대대

소지자
②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예비역은 30세 이하

라. 학군사관후보생(ROTC)

2) 모집시기：연 1회(7월~익년 1월)

1) 지원자격：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27세 이하인 사람
①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고 대학에서 추천된 자
②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3학년 복학이 가능한 자
[※ 5년제 학과 학생은 3학년 지원, 본교는 건축학과(5) 학생
해당]
③ 대학성적이 평점 C학점(2.0) 이상인 자로 신청학점의 80%
이상 취득자
2) 모집시기：연 1회 3~8월

3) 선발방법
① 1차：필기평가, 서류전형
② 2차(최종)：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4) 대우 / 특전
① 대학재학 중에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과 관
련된 병과에서 복무 가능
② 본인 희망 시 복무연장 / 장기 복무 가능
5) 복무기간：3년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현수막, 게시판, 신문에 공고)
3) 선발방법
① 1차：필기고사 + 수능성적 + 대학성적으로 정원의 200% 선
발

6) 선발기관：육군본부(http://www.army.mil.kr)
(02-505-7162~5, 042-505-7162~5)

사. 여군사관 후보생

② 2차：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 실시, 종합성적 순으로
15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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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27세 이하의 미혼 여성
– 4년제 대학졸업자(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포함)

2) 모집시기：연 1회(8월~익년 1월)
3) 선발방법
① 1차：필기평가, 서류전형
② 2차(최종)：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4) 대우 / 특전
①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전문분야 활용
② 국내 민간대학원 취학 및 우방국 유학 및 연수
(장기지원자)
③ 출산 휴가 및 복지제도 보장
5) 복무기간：3년
6) 선발기관：육군본부(http://www.army.mil.kr)
(02-505-7162~5, 042-505-7162~5)

아. 위치
1) 죽전캠퍼스：학군단 203호(031-8005-2812)
(홈페이지 http://user.dankook.ac.kr/~rotc125)
2) 천안캠퍼스：학생회관 109호 (041-55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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