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WMD 대응 연구병 모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원자핵공학, 원자력공학, 화학/생물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WMD 효과적 대응 방안 연구(기술중심)
∙초소형 원자력 전지
∙핵 방호 관련 연구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별도 연구실, 1인 2PC(인터넷 포함)
∙“연구원” 대우
∙관련 분야 연구 여건 보장
(학술세미나, 학회 참석 등)

복무부대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충남 계룡시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60-6947

- 일반 : 042-550-6947



첨단센서 연구병 모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센서공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군집형 초소형 무인기 연구
∙SAR센서 및 레이더 센서 연구
∙디지털 배열화 연구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별도 연구실, 1인 2PC(인터넷 포함)
∙“연구원” 대우
∙관련 분야 연구 여건 보장
(학술세미나, 학회 참석 등)

복무부대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충남 계룡시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60-6947

- 일반 : 042-550-6947



보안 블록체인 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컴퓨터공학, 통계학, 전기/전자공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지휘통제체계 연구
∙초연결 환경에서의 동적 사이버
방호체계 연구
∙스마트 경량 IoT 기기용 운영체계
보안 기술 연구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별도 연구실, 1인 2PC(인터넷 포함)
∙“연구원” 대우
∙관련 분야 연구 여건 보장
(학술세미나, 학회 참석 등)

복무부대 :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충남 계룡시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60-6947

- 일반 : 042-550-6947



방호시설 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토목공학, 전자공학, 화학/생물학, 수학과,
기계공학, 산업공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핵EMP Raw Data 및 위협/피해규모
예측과 방호시설 시험평가 등 연구
∙핵EMP 방호대책 연구
∙콘크리트 구조물 내충격/방폭 성능확보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센터 연구원 자격 부여

복무부대 : 육군사관학교
(서울 노원구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50-2813

- 일반 : 02-2197-2813



전산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빅데이터 응용통계학, 빅데이터 경영통계,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장병가치체계, 생활패턴, 행동심리 연구
∙장병 생활시스템, 교육, 시설 안전 등
육군 정책발전에 관한 연구
∙장병 설문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분석, 연구, 정책활용 등의 연구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사관학교
(서울 노원구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50-6910

- 일반 : 02-2197-6910



S/W 개발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컴퓨터공학(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학과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인공지능 국내/외 최신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자율주행(드론), 음성 및 영상 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소프트웨어적 구현/개발

∙인공지능 관련 대내/외 연구과제 수행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사관학교
(서울 노원구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50-2855

- 일반 : 02-2197-3455



드론 설계/기술지원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드론 및 무인항공기 관련 학과, 컴퓨터

공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드론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H/W 요소)

∙지상통제기술(GCC)에 관한 연구(S/W 요소)

∙드론봇전투단 군수지원요소 및

정비기술에 관한 연구(ILS 요소)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종합정비창
(경남 창원시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890-4415

- 일반 : 055-252-7355



탄약 빅데이터 분석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빅데이터 관련 학과, 통계/컴퓨터 공학,
데이터 정보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국방탄약정보체계상의 탄약 정보관련
데이터 분석

∙빅데이타 수집, 저장, 처리 관리 업무수행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자료수집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탄약사령부
(대전시 장동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892-8223

- 일반 : 042-670-2353



이화학성분 분석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화학 관련 학과, 생명공학, 신소재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추진장약안정제함량관련분석시험 Assist

∙탄약(추진제 등) 관련 시험을 위한
분석기술 연구 및 자료확보

∙이화학분석시험 결과 DB 입력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자료수집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탄약사령부
(대전시 장동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892-5333

- 일반 : 042-670-2335



RAM 신뢰도 분석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통계, 빅데이터, 산업공학 관련 학과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탄약관련 원천데이터 정제 및 관리

∙일반 / 유도탄약 RAM 분석

∙탄약 상태변화 및 관련데이터 빅데이터화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탄약사령부
(대전시 장동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892-5115

- 일반 : 042-670-2320



탄약 M&S 분석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기계/전자공학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연구분야 M&S적용으로 연구 성과
분석 및 검증
[각 분야별(탄약 저장, 수송 등) 개선
연구 시 사전 효과 분석]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자료수집
∙기타 업무수행 간 관련 업무 연구 수행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탄약사령부
(대전시 장동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892-5221

- 일반 : 042-670-2353



EO/IR 첨단센서 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광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학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첨단센서(EO/IR/SAR 등) 기술적 연구 지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소요제안서 작성시
기술분야 지원)

∙국/내외첨단센서기술개발동향확인및연구
(관련 연구기관 방문, 기술서적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료수집)

∙첨단센서 세미나/전시회, 학술대회
참석 및 관련자료 연구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 방안)

∙필요시 국방 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 정보학교
(경기 장호원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87-7311

- 일반 : 031-640-7311



화학 탐지기술 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화학, 화학공학, 응용화학, 나노신소재공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화학무기 및 독성화학물질 특성연구

∙국내외 화학물질 탐지기술 현황 연구

∙국내외 신기술(화학탐지분야) 연구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수집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 화생방학교
(전남 장성군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76-5311

- 일반 : 061-390-5311



미생물 검증 분석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생물,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등 관련학과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세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물질에

대한 특성 연구

∙생물학물질 탐지 및 식별기술 연구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수집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 화생방학교
(전남 장성군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76-5311

- 일반 : 061-390-5311



화생방 테러/사고 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법학, 행정, 경찰 관련학과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화생방테러 및 대응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관련 법령 연구

∙화생방 병과 교리문헌에 대한 법적
보완사항 연구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수집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 화생방학교
(전남 장성군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76-5311

- 일반 : 061-390-5311



위험예측모델 기술연구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기상, 대기과학, 지구과학, 기상분석 등
관련학과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기상이 화생방작용제 확산 및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

∙거동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및
통계기법 연구

∙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수집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 화생방학교
(전남 장성군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976-5311

- 일반 : 061-390-5311



빅데이터 분석병 : 0명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

∙통계학, 수학, 산업공학, 데이터정보학 등
석사 재학(휴학) 이상인 사람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복무기간 주요업무

∙빅데이타 수집, 저장, 처리 관리 업무수행
(영상, 음성, 관찰일지 등 비정형 데이터
수집, 관리업무수행 )

∙AI 지휘결심체계 구축을 위한 딥러닝
자료관리 / 제공

∙기타 업무수행간 관련 연구업무 부여

모집시기 : '19년 3월

복무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

복무여건 및 혜택

∙1인 2PC(인터넷 포함)
∙별도 연구실 구비

복무부대 :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강원 인제군 소재)

문의사항

∙군사학과기술병 모집 담당

- 군 : 879-1113

- 일반 : 033-460-8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