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대학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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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병무안내

l

담당부서: 학생지원과 / 위치: 학생회관(C3) 2층 / 전화: 640-2033
예비군연대/위치: 학생회관(C3)3층/전화 640-2071
입학생 군입대 대상자는 자동 연기처리 됩니다 !
 입학생(남학생) 명부를 병무청에 통보하여 군입대를 자동 연기처리 합니다.
※ 학부생(24세까지 연기), 치과대학(27세까지 연기), 석,박사과정(26~28세까지 연기)

 입대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5일전까지 병무청에 학생이 직접 연기신청해야합니다.
 입대통지서를 받았고 1학기내 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중 군입대 희망시 휴학계 제출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현역,상근/사회복무 등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휴학시기 및 복학시기 고려 입대일 신청 또는 특기병 지원

병역제도
 '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 : 2002년 출생자(19세) 또는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병무청 홈페이지) 후 검사일자, 장소를 본인이 선정 가능
- 강원영동병무청(강릉) ’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 : ’21.4.19 ~ 5.14
- 강원지방병무청(춘천) ’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 : ’21.5.25 ~ 7.1

 입대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5일전까지 병무청에 학생이 직접 연기신청해야합니다.
 입대통지서를 받았고 1학기내 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4급 : 현역,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병역의무 기간(병사 기준) : 40세까지(전시 45세)
 육군/해병 : 18개월, 해군 : 20개월, 공군 : 21개월
상근예비역 : 18개월,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의무경찰 : 18개월, 의무해양경찰 : 20개월, 의무소방원 : 20개월
 전역후 예비군편성(8년)/예비군 훈련(6년차까지), 8년차 이후 4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

Campus Life 2021

새내기를 위한 대학생활 가이드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군입대 학생 지원프로그램
 군복무 길잡이 교육지원
- 일정 :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1시간(별도 공지)
- 대상 : 군입대 휴학자 또는 휴학예정자
- 강사 : 예비군연대장
- 내용 : 군복무 소개, 입대전 준비사항, 군복무 중 자기계발 방법(자격증, 학점취득)
군복무 중 고충사항 발생시 조치요령 및 사례
 군복무 중 고충상담 지원
- 군복무 중 애로 및 고충 발생시 본인 요청시 학교차원 적극지원
- 상담내용 : 고충해결 방법/절차 안내, 건강문제, 인권침해, 대인관계 등 모든내용
비공개 상담원칙, 사안에 따라 부대로 방문하여 상담 및 조치가능
- 상담 요청 : 강릉원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전화(033-640-2071/예비군연대장)
일과후/휴무일은 휴대폰으로 착신전환되므로 24시간 통화가능 합니다

학생예비군 편성 / 예비군 훈련 지원
 군복무 만료자 학생예비군 편성
- 강릉캠퍼스 : 예비군 연대
- 원주캠퍼스 : 예비군 대대
 예비군 훈련 지원(대학예산)
- 강릉캠퍼스 : 동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까지 전세버스 지원
- 원주캠퍼스 : 만종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까지 전세버스 지원
 학업일정 고려 훈련일정 편성, 불참/연기자 행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