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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형정리

 개요 및 특징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이다. 따라서 타 대학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중

복지원이 가능하다. 사관학교에 최종합격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마치면 정식 사관생도로서 입학한
다. 입학 후 4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여 국가방위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
행하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만 실시했던 AI면접을 모든 사관학교로 확대 실시한
다. AI면접은 2차시험 입소 전 별도기간에 시행하고 배점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육군사관학교는 1차시험 선발 배수를 확대하고 적성우수전형 배점을 변경했다. 또한 학교장 추천 인원수를 
재학생 3명, 졸업생 2명으로 확대했다. 경쟁률은 2018년도 32.8:1, 2019년도 34.2:1, 2020년도 44.4:1 고 꾸
준히 상승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특별전형 중 ‘어학우수자 전형’을 폐지했고, 정시선발을 종합선발로, 자기소개서를 지원동기
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특별전형 비선발 시 ‘일반우선 전형’ 대상자로 자동전환되고, 일반우선 전형 비선
발 시 ‘종합선발’ 대상자로 자동전환된다. 1차시험 원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을 ‘국내 고교를 졸업 또는 졸업예정’으로 변경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체계 개편에 따라 가산점 
부여 방법도 변경했다. 경쟁률은 2018년도 39.0:1, 2019년도 38.5:1, 2020년도 25.1:1 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

공군사관학교는 우선선발로 100%선발하던 것을 종합선발 20%, 우선선발 80%로 선발한다. 특별전형 중 
‘어학우수자전형’을 폐지했고 1차시험 선발 배수를 축소하고 일반전형의 배점도 변경되었다. 2019학년도부터 
학교 결정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평균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경쟁률은 2018년도 38.6:1, 2019년도 39.4:1, 
2020년도 48.7:1 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설명회 일정,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기출문제 등이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이 자료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으며, 정부정책 및 
대학 구조조정에 의해 모집인원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육사 평가관리실 ☎ 02-972-7264, 해사 평가관리실 ☎ 055-545-9988, 공사 평가관리실 ☎ 
043-290-5504, 6067)

□ 전형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구 분

우 선 선 발 종 합 선 발

모 집
전 형

모 집 인 원
모 집
전 형

모 집 인 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문과 이과 문과 이과 문과 이과 문과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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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 접수(온라인) 2020.07.10(금) ~ 07.20(월) 24:00

1차
시험일자 2020.08.15(토)

합격자 발표 2020.09.01(화)

2차

서류 제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09.01(화) ~ 09.07(월) 09.01(화) ~ 09.04(금) 09.01(화) ~ 09.04(금)

시험 일자 09.17(목) ~ 10.29(목)
조별 1박 2일

09월 ~ 11월 초
조별 2박 3일

09.09(수) ~ 11.03(화)
개인별 1박 2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회차 39~47회 시험 성적 38~48회 시험 성적 38~48회 시험 성적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 11.27(금) 09:00 11.20(금) 10:00 11.27(금) 09:00

종합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12.31(목) 09:00 12.31(목) 10:00 12.31(목) 09:00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21. 01. 08(금) 09:00 2021. 01. 07(목) 
~ 별도 공지

2021. 01. 06(수) 09:00

2차 추가합격자 발표 2021. 01. 15(금) 09:00 2021. 01. 12(화) 09:00

4. 수시 전형방법

육군
사관학교

고교학교장 추천 43명 43명 7명 5명
종합선발 53명 53명 7명 3명

적성 우수 43명 43명 7명 5명
330명(남: 290명(문과 145명, 이과 145명) / 여: 40명(문과 24명, 이과 16명))

해군
사관학교

고교학교장 추천 20% 이내
종합선발 20% 내외

일반우선 55 ~ 60% 이내
170명(남: 150명(문과 45%, 이과 55%) / 여: 20명(문과 60%, 이과 40%))

우선선발 80% 내외 종합선발 20% 내외

공군
사관학교 215명(남: 193명(인문 87명, 자연 106명 내외) / 여: 22명(인문 11명, 자연 11명 내외))

구 분 지 원 자 격
육군

사관학교
ㆍ2000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ㆍ고교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0년 9월 1일 이전 합격자)

ㆍ「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군
사관학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
였거나, 정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공군
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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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차 시험

구 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1차
(학과)

선발
인원

남(5배수)
여(8배수)

남(4배수)
여(8배수)

남(5배수)
여(6배수)

배점 [고교학교장추천] 합ㆍ불
[적성우수]       100점

[고교학교장추천]  200점
[일반우선]        400점 [일반]  400점

과목 인문: 국어, 영어, 수학(나)
자연: 국어, 영어, 수학(가)

문항수 국어 45문항(80분), 영어 45문항(듣기 제외-70분), 수학 30문항(100분)

  나. 2차 시험

구 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2차
(적성)

신체
검사 합ㆍ불

체력
검정

[고교학교장추천]  160점
[적성]            100점

[고교학교장추천]  100점
[일반우선]       100점 [일반]      150점

각 사관학교별 합ㆍ불 기준 존재

면접 [고교학교장추천] 640점
[적성 우수]      500점

[고교학교장추천]  400점
[일반우선]        400점 [일반]      300점

기타 - [고교학교장추천]
잠재역량평가 200점

[일반]
역사ㆍ안보관 논술 10점

학생부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계열별 탐구 이수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관련 

교과 이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계열별 
탐구 이수과목

배점 [고교학교장추천]   200점
[적성 우수]        100점

[고교학교장추천]  100점
[일반우선]        100점 [일반]     100점

한국사 
능력검정

(면접에서 가산)

초급/기본 이상 시험 성적 대상 중급/심화 이상 시험 성적 대상

등급별 차등 부여
(3 / 2.6 / 2 / 1.6 / 1 / 0.6 )

취득 점수별 차등 부여
(취득점수 × 0.05 = 5점)

취득 점수별 차등 부여
(취득점수 × 0.1+10 = 20점)

최종 총점

[고교학교장 추천]
2차 800(면접 640 + 체력 160) 

+ 내신 200
= 1,000점

[고교학교장 추천]
1차 200 + 

2차 700(잠재역량 200 + 면접 400 + 
체력 100) + 학생부 100

= 1,000점

[일반]
1차 400 + 

2차 480(면접 300 + 체력 
150 + 역사ㆍ안보관 30) 

+ 학생부 100 + 한국사 20
= 1,000점

[적성 우수]
1차 시험 300 + 

2차 600(면접 500 + 체력 100) 
+ 학생부 100
 = 1,000점

[일반우선]
1차 시험 400 + 

2차 500(면접 400 + 체력 100)
+ 학생부 100
 =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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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시 선발방법

구 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1차
(학과)

배점 50점 - -

기타 사항 우선선발 방법 참조

2차
(적성)

신체
검사 각 사관학교별 합·불 기준 존재

체력
검정

50점 100점 150점
각 사관학교별 합‧불 기준 존재

면접 200점 300점 300점

기타 - - 역사 안보 논술 30점

학생부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관련과목, 

한국사, 계열별 탐구 반영과목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관련 교과 이수한 전 

과목
-

반영
비율 교과90점 + 출결10점 = 100점 -

수능

과목
문과: 국어, 수학 (나), 영어, 사탐(2과목), 한국사
이과: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2과목),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점수, 영어,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

영역별 
점수

국어(200) + 
영어 등급별 점수(100)

+ 수학(200) + 탐구(35*2=70)
+ 한국사 등급별 점수(30)

국어(200) + 
영어 등급별 점수(200)

+ 수학(200) + 
탐구(50*2=100)

+ 한국사 등급별 점수(50)

국어(150) + 
영어 등급별 점수(100)

+ 수학(150) + 
탐구(50*2=100)

만점 600점
500점

(취득점수의 합계) × 
(500/750)

500점

최종

총점
(가산점
별도)

1차 시험 50 + 학생부 100 
+ 수능 600

+ 2차 250(면접 200 + 체력 50)
= 1,000점

2차 400(면접 300 + 체력 100)
+ 학생부 100 + 수능 500

= 1,000점

2차 480(면접 300 + 체력 
150 + 역사안보논술 30)
+ 한국사 20 + 수능 500

= 1,000점

선발기
준 성별, 계열별 총점 순 모집단위별 종합성적 순

선발비 35% 내외 20% 내외 20% 내외

선발
기준 성별, 계열별, 선발 유형별 총점 순 모집단위별 종합성적 순

선발
비율

[고교학교장 추천]    30% 
[적성 우수]          20% 

[고교학교장 추천]     20%
[일반우선]         55~60% [일반]  80%

* 해군사관학교 [고교학교장추천] - 잠재역량평가 배점(200점) 내 심층면접, 비교과영역(학교장추천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포함
*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총점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20점이 포함되며(980+@), 이외 사관학교는 총점에 가산점 별도 합산함(육사, 해사 1,000+@) 
* 2차 시험 세부 사항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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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능 영역별 배점

  
  나.  수능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다. 수능 한국사 등급별 반영 점수

구분 반영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육군
사관학교 총점에

포함

30 30 30 27 24 21 18 15 12

해군
사관학교 50 45 40 35 30 25 20 15 10

* 공군사관학교는 수능 한국사 미반영

6. 시험장소
  가. 육사

  
  나. 해사

율

구분 총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육군
사관학교 600 200 200 100 30 70

해군
사관학교 750 200 200 200 50 100

공군
사관학교

500 150 150 100 미반영 100

* 해군사관학교 총점 환산 후 반영: (취득점수의 합계) × (500/75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육군

사관학교
100 96 88 76 60 40 16 10 5

해군
사관학교

200 180 160 130 100 80 60 40 20

공군
사관학교 100 96 88 76 60 40 16 10 5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고사장

육사
서울여대
태릉고
원묵고

서울외고

인천계양고
용인풍덕고
고양백양고

강릉고 대전
충남고

광주
서강고

익산
이리고

경산
경산고

부산
동인고

제주
제일고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제주

고사장 대왕중
목운중

성남
성일정보고
수원 광교고

강릉고 대전
동산고 정광고 전주

한일고
대구

상원중 창원고 남산중 제주
제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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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사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구

고사장
상계고
세화고
성남고

박문중 고양 저현고
평택 한광고 강릉고 공사 홍성고 달성고

지역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제주

고사장 미정 안동 경안고 진주 삼현여중 상일중 전주고 제주
제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