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해양경찰 채용시험 사전공지

□1  공채분야 필기시험(2022년 시행)

 - 필기시험 과목

구 분 시험과목 비고

간부
후보

일반
(남·여)

◈ 7과목 :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 (필 수)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전 범위), 

         한국사 (검정)･영어 (검정)

 - (선 택)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中 2과목
① 주관식 폐지

② 한국사 검정

③ 헌법 도입
   (일반 간후 선택)

해양
(남·여)

◈ 7과목 : 필수 6과목 + 선택 1과목

 - (필 수)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전 범위), 한국사 (검정)･ 영어 (검정)

 - (선 택) 항해학, 기관학 中 1과목

순경
공채

◈ 5과목 :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

 - (필 수)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검정)･영어 (검정)

 - (선 택) 해사법규, 헌법 中 1과목

① 고교과목 폐지

② 해양경찰학 개론 필수

③ 한국사･영어 검정제

④ 헌법 도입(선택) 

 - 변경된 과목 범위

구  분 과  목 범  위

간부후보
범죄학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범죄유형론, 범죄학 일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순경공채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 「해경학과」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 은 전 범위로 출제

 - 필기시험 문항수

  ▸간부후보 : 필기시험 과목당 40문항

  ▸순경공채 :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 필기시험 조정점수 : 선택과목에 한하여 조정점수 반영



□2  경채분야 필기시험(2022년 시행)

 - 필기시험 도입 분야

    ※ 사정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서술형 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될 수 있음

기  존 변  경 문항수

구조특공 ▸없 음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과목당 
20문항

구   급 ▸없 음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수   사 ▸없 음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전범위)

항공정비 ▸한국사･영어･비행이론･항공법규 ▸항공법규, 항공기 기체, 항공기 엔진

전   산 ▸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통신
이론 또는 정보관리론 중 택1

▸컴퓨터일반, 정보관리론, 네트워크보안

통   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잠수이론」 출제 범위 : 1. 잠수물리 2. 잠수생리 3. 잠수장비 4. 잠수작업

    ※ 「응급구조실무」 출제 범위 : 1. 응급환자평가 2. 환자 이송 3. 대량재난 4. 응급

의료관련 법령 5. 전문심장소생술 6. 전문소아소생술 7. 전문외상처치술 8. 내과 

응급 9. 특수 응급

□3  체력시험 종목(2022년 시행)

 - 5종목(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수영, 좌우악력)

    ※ 좌우악력 측정방법 : 왼손, 오른손 각 2회(좌·우, 좌·우)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4  체력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변경(2023년 시행 예정)

 - 여자 체력시험 팔굽혀펴기 평가방법 변경(남자와 동일)

  ▸(기존) 무릎을 대고 → (변경) 무릎을 대지 않고

 - 여자 체력시험 팔굽혀펴기 평가기준(횟수)은 관련법령 개정 후 공지

  ▸(관련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법령개정 시기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재공지 예정



□5  함정요원(경장) 시험방법 변경(2023년 시행 예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22년) 실기시험 → (‘23년) 실기시험(35%) + 필기시험(30%) 병행

□6  함정요원 응시자격요건(2023년 시행 예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해기사(순경, 항해·기관에 한함)분야 지원자격 변경

  ▸(기존) 5급 해기사 면허 이상→ (변경) 5급 해기사 면허 이상+승선경력 1년

□7  항공정비 응시자격요건(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자격 변경

  ▸(기존) 근무경력 2년 이상 → (‘23년 시행) 근무경력 3년 이상

                               (‘24년 시행) 근무경력 4년 이상

□8  특임(구조, 특공) 응시자격요건(2024년 시행 예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자격 변경

  ▸(기존) 체육·무도·경호학 학사 이상 → (변경) 「학위」 응시자격 제외

  ▸(기존) 특수부대 16개월 이상 → (변경) 특수부대 24개월 이상

 ※ 정확한 시험방법은 반드시 각 차수별 채용분야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