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기 부사관후보생 1차 합격자
□ 남 자
서울 101001 김민*, 서울 101004 서민*, 서울 101009 손동*, 서울 101010 최희*,
서울 101011 권정*, 서울 101018 손휘*, 서울 101020 장희*, 서울 101023 이성*,
서울 101024 이한*, 서울 101029 이종*, 서울 101035 조정*, 서울 101036 김대*,
서울 101037 정의*, 서울 101039 권진*, 서울 101041 남보*, 서울 101042 정승*,
서울 101044 이세*, 서울 101045 유성*, 서울 101049 엄기*, 서울 101050 신동*,
서울 101053 김명*, 서울 101055 박우*, 서울 101056 원준*, 서울 101058 김동*,
서울 101059 정덕*, 서울 101060 최종*, 서울 101068 박상*, 서울 101071 이기*,
서울 101074 장태*, 서울 101075 이정*, 서울 101076 강혁*, 서울 101077 오준*,
서울 101078 신성*, 서울 101079 김진*, 서울 101081 이태*, 서울 101082 이유*,
서울 101083 장승*, 서울 101085 김동*, 서울 101086 황정*, 서울 101087 임효*,
서울 101088 최일*, 서울 101090 공배*, 서울 101092 박진*, 서울 101094 윤현*,
서울 101104 이기*, 서울 101105 신 *, 서울 101108 강준*, 서울 101113 임형*,
서울 101114 윤동*, 서울 101115 이상*, 서울 101118 유환*, 서울 101120 김한*,

기술
행정

서울 101122 박병*, 서울 101124 신경*, 서울 101125 오재*, 서울 101131 정범*,
서울 101135 최태*, 서울 101139 정진*, 서울 101141 염유*, 서울 101142 강애*,
서울 101145 박준*, 서울 101146 고성*, 서울 101147 이태*, 서울 101149 이동*,
서울 101150 라용*, 서울 101151 최정*, 서울 101153 왕호*, 서울 101154 황대*,
서울 101155 윤장*, 서울 101158 류도*, 서울 101164 전성*, 서울 101168 백종*,
서울 101171 조덕*, 서울 101172 박청*, 서울 101173 한승*, 춘천 101002 나정*,
춘천 101003 심정*, 동해 100005 김종*, 동해 100008 김희*, 동해 100013 임우*,
동해 100016 송준*, 동해 100017 정기*, 동해 100020 최지*, 동해 100024 안길*,
동해 100025 박성*, 동해 100026 황재*, 동해 100027 한진*, 동해 100028 이진*,
동해 100029 김형*, 동해 100030 박정*, 동해 100031 김은*, 동해 100033 최연*,
동해 100035 전인*, 동해 100036 이승*, 동해 100040 이상*, 동해 100042 서덕*,
동해 100044 정영*, 동해 100045 김남*, 인천 101006 양태*, 인천 101012 천유*,
인천 101014 최세*, 인천 101015 박필*, 인천 101016 안영*, 인천 101017 문지*,
인천 101018 박재*, 인천 101023 윤세*, 인천 101027 조효*, 인천 101029 박성*,
인천 101031 윤홍*, 인천 101032 김건*, 인천 101037 이동*, 인천 101038 정지*,
인천 101041 김장*, 인천 101047 전현*, 인천 101048 김봉*, 인천 101049 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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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1052 맹주*, 대전 101001 박동*, 대전 101002 장병*, 대전 101006 이창*,
대전 101007 남우*, 대전 101008 서준*, 대전 101013 장준*, 대전 101019 박지*,
대전 101020 황희*, 대전 101026 박찬*, 대전 101027 김민*, 대전 101028 김성*,
대전 101030 진시*, 대전 101033 박민*, 대전 101039 전호*, 대전 101044 김지*,
대전 101045 최지*, 대전 101048 정현*, 대전 101049 주호*, 대전 101052 한정*,
대전 101055 백승*, 대전 101059 임지*, 대전 101060 박정*, 대전 101062 이상*,
대전 101066 신준*, 대전 101067 정봉*, 대전 101069 장시*, 대전 101070 서재*,
대전 101072 남궁*, 대전 101074 강민*, 대전 101076 박순*, 대전 101080 박승*,
대전 101081 박상*, 대전 101083 박상*, 대전 101086 정진*, 대전 101088 하임*,
청주 101002 장호*, 청주 101004 김영*, 청주 101008 한국*, 청주 101010 신종*,
청주 101011 오수*, 청주 101013 박철*, 청주 101014 김승*, 광주 101002 김재*,
광주 101003 이명*, 광주 101005 박성*, 광주 101008 천인*, 광주 101012 박재*,
광주 101016 김현*, 광주 101018 김선*, 광주 101021 한국*, 광주 101022 박성*,
광주 101030 박정*, 전주 101003 김대*, 전주 101005 김종*, 전주 101007 정원*,
전주 101008 이지*, 대구 100003 편치*, 대구 100007 구동*, 대구 100009 박감*,

기술
행정

대구 100012 김익*, 대구 100014 김준*, 대구 100018 강주*, 대구 100021 송준*,
대구 100022 김동*, 대구 100024 김진*, 대구 100033 유영*, 대구 100037 최무*,
대구 100038 심원*, 대구 100041 한정*, 대구 100045 김민*, 대구 100047 서형*,
대구 100049 최진*, 대구 100052 장동*, 대구 100053 정인*, 대구 100056 최현*,
대구 100057 이정*, 대구 100059 장 *, 대구 100062 장지*, 대구 100063 한재*,
대구 100064 하영*, 대구 100065 이재*, 대구 100067 박종*, 대구 100068 박진*,
대구 100070 김기*, 대구 100071 예정*, 대구 100073 김현*, 대구 100074 김정*,
대구 100076 김병*, 대구 100077 강형*, 대구 100078 백성*, 대구 100080 정동*,
대구 100083 이종*, 대구 100084 한신*, 대구 100085 장현*, 대구 100086 임철*,
대구 100089 이병*, 대구 100092 심영*, 대구 100094 최건*, 대구 100095 박현*,
대구 100096 김영*, 대구 100098 진성*, 대구 100099 손영*, 대구 100100 안성*,
대구 100102 김상*, 대구 100104 김용*, 대구 100105 김재*, 대구 100106 석윤*,
대구 100110 조영*, 대구 100111 김영*, 대구 100113 한준*, 대구 100114 정우*,
대구 100118 이준*, 포항 100007 문창*, 포항 100008 박상*, 부산 101001 이진*,
부산 101004 최호*, 부산 101007 이수*, 부산 101009 박성*, 부산 101010 박민*,
부산 101011 김현*, 부산 101012 문정*, 부산 101019 김지*, 부산 101028 박재*,
부산 101034 송국*, 부산 101037 김종*, 부산 101038 김주*, 부산 101041 오 *,
부산 101042 정성*, 부산 101043 김광*, 부산 101045 강경*, 부산 101047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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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1048 이승*, 부산 101050 강한*, 부산 101051 오승*, 부산 101057 이창*,
부산 101059 전창*, 부산 101062 김성*, 부산 101064 박현*, 부산 101066 윤현*,
부산 101068 윤건*, 부산 101070 김지*, 부산 101071 안용*, 부산 101072 안형*,
부산 101073 김성*, 부산 101074 최영*, 부산 101078 최봉*, 부산 101079 주경*,
부산 101080 김민*, 부산 101081 이시*, 부산 101082 도현*, 부산 101083 장상*,
부산 101086 박찬*, 부산 101087 서석*, 부산 101090 김태*, 부산 101091 우호*,
부산 101092 공상*, 부산 101093 문지*, 부산 101095 이동*, 부산 101097 송치*,
부산 101101 이범*, 부산 101110 전효*, 부산 101112 한승*, 부산 101114 윤태*,
부산 101115 정진*, 부산 101116 김현*, 부산 101121 김용*, 부산 101122 김지*,
부산 101124 이태*, 진해 101005 황성*, 진해 101012 강슬*, 진해 101016 황재*,
진해 101026 박병*, 진해 101027 김우*, 진해 101028 박준*, 진해 101033 차대*,
진해 101034 장재*, 진해 101037 조익*, 진해 101045 박창*, 진해 101048 최주*,
진해 101055 김지*, 진해 101056 김예*, 진해 101057 이호*, 진해 101058 하정*,
진해 101061 배동*, 진해 101064 이승*, 진해 101066 이종*, 진해 101067 김유*,
진해 101070 류찬*, 진해 101072 구동*, 진해 101073 심상*, 진해 101075 이석*,

기술

진해 101077 김성*, 진해 101078 주세*, 진해 101079 김동*, 진해 101080 김지*,

행정

진해 101085 김진*, 진해 101093 주동*, 진해 101094 김욱*, 진해 101099 하종*,
진해 101103 이용*, 진해 101104 동건*, 진해 101105 유영*, 진해 101106 강규*,
진해 101108 김교*, 진해 101109 이석*, 진해 101118 이종*, 진해 101119 김용*,
진해 101120 황창*, 진해 101121 오준*, 진해 101125 윤성*, 진해 101126 염성*,
진해 101129 박세*, 진해 101130 윤석*, 진해 101131 이진*, 진해 101133 이광*,
진해 101134 박성*, 진해 101135 정수*, 진해 101137 정지*, 진해 101139 옥승*,
진해 101141 김동*, 진해 101142 오한*, 진해 101143 김원*, 진해 101144 구태*,
진해 101145 진경*, 진해 101153 김형*, 진해 101161 조영*, 진해 101162 양호*,
진해 101163 홍운*, 진해 101165 김선*, 진해 101166 김정*, 진해 101167 한욱*,
진해 101168 박지*, 진해 101171 서재*, 진해 101173 최수*, 진해 101175 장수*,
진해 101176 백주*, 진해 101183 국윤*, 진해 101184 원승*, 진해 101185 김근*,
진해 101186 권준*, 진해 101187 최인*, 진해 101194 이현*, 진해 101195 김유*,
진해 101198 김민*, 진해 101199 박혜*, 진해 101200 허은*, 진해 101201 이현*,
진해 101202 정기*, 진해 101205 김인*, 진해 101207 정희*, 진해 101209 박성*,
제주 100005 김경*, 제주 100006 강민*, 제주 100012 김태*, 제주 100013 변재*.

이상 기술행정 3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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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3701 김한*, 서울 103706 유현*, 서울 103707 황인*, 서울 103714 조교*,
서울 103719 오석*, 서울 103722 김각*, 서울 103727 이상*, 서울 103731 하인*,
서울 103733 박희*, 서울 103736 윤영*, 서울 103737 이영*, 서울 103740 백승*,
서울 103741 김관*, 서울 103747 최우*, 서울 103749 박지*, 서울 103751 목보*,
서울 103758 박성*, 인천 103705 이종*, 인천 103716 신현*, 인천 103719 김종*,
인천 103724 이준*, 대전 103701 김남*, 대전 103703 유상*, 대전 103707 문두*,
청주 103704 임환*, 광주 103701 정준*, 광주 103704 변철*, 광주 103705 조철*,
광주 103706 정재*, 광주 103707 전창*, 광주 103708 차석*, 전주 103703 박한*,

항 공

대구 103701 김승*, 대구 103703 이주*, 대구 103704 우병*, 대구 103705 여진*,
대구 103706 이상*, 대구 103707 이준*, 대구 103708 권오*, 대구 103710 김상*,
대구 103712 최성*, 대구 103713 김도*, 포항 103706 안성*, 부산 103706 허진*,
부산 103712 백선*, 부산 103715 엄경*, 부산 103719 정승*, 부산 103721 김성*,
부산 103722 정호*, 부산 103725 황순*, 진해 103701 송철*, 진해 103702 김원*,
진해 103704 곽승*, 진해 103705 고동*, 진해 103706 이재*, 진해 103707 정도*,
진해 103710 박동*, 진해 103711 공동*, 진해 103713 박종*, 진해 103714 김동*.

이상 항공 60명
서울 104502 공찬*, 인천 104501 김동*, 인천 104502 하 *, 대구 104501 김현*,

의 무

대구 104504 장영*, 대구 104505 유영*, 부산 104502 장진*, 부산 104503 김진*,
진해 104501 손유*, 진해 104502 이 *

이상 의무 10명
인천 109002 황정*, 인천 109003 이영*, 대구 109002 최동*, 부산 109003 이재*,

운 전

부산 109004 정연*, 부산 109008 서민*, 부산 109009 전세*, 부산 109010 박진*

이상 운전 8명
인천 103301 엄태*, 대전 103302 지현*, 대구 103302 김동*, 대구 103304 최지*,

조 리

부산 103301 조홍*, 진해 103301 김성*

이상 조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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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9101 김원*, 서울 109102 김정*, 서울 109106 김동*, 서울 109107 김영*,
서울 109108 서헌*, 서울 109109 김태*, 서울 109110 손갑*, 서울 109111 강성*,
서울 109113 김유*, 서울 109115 임대*, 서울 109116 이수*, 서울 109117 윤영*,
서울 109120 주민*, 서울 109121 강인*, 서울 109124 이재*, 서울 109126 박현*,
서울 109129 이동*, 서울 109132 이호*, 서울 109135 김수*, 서울 109138 박신*,
서울 109142 이경*, 서울 109144 박진*, 서울 109146 고유*, 서울 109147 원진*,
서울 109148 김두*, 서울 109153 김기*, 서울 109154 배원*, 서울 109155 임 *,
서울 109156 김명*, 서울 109157 이정*, 서울 109158 이호*, 서울 109159 손동*,
서울 109160 박호*, 서울 109161 박경*, 서울 109163 김주*, 서울 109165 박재*,
서울 109167 윤창*, 춘천 109102 박찬*, 동해 109102 김종*, 동해 109104 최민*,
동해 109105 김민*, 인천 109102 박성*, 인천 109106 한태*, 인천 109107 정효*,
인천 109108 김준*, 인천 109110 홍진*, 인천 109111 서강*, 인천 109113 최강*,
인천 109115 김성*, 인천 109117 박정*, 인천 109123 김종*, 대전 109101 김영*,
대전 109105 김별*, 대전 109106 권병*, 대전 109107 이종*, 대전 109109 길명*,
대전 109110 신건*, 대전 109112 이정*, 대전 109115 우용*, 청주 109103 장승*,

특 전

청주 109105 김하*, 청주 109106 권인*, 광주 109101 이승*, 광주 109103 임재*,
광주 109105 이태*, 광주 109106 양태*, 전주 109102 백찬*, 대구 109101 정인*,
대구 109102 김광*, 대구 109103 신현*, 대구 109104 차민*, 대구 109106 김현*,
대구 109107 윤도*, 대구 109108 박경*, 대구 109110 도강*, 대구 109111 김범*,
대구 109117 정영*, 포항 109101 윤경*, 부산 109101 이동*, 부산 109102 최상*,
부산 109103 최안*, 부산 109105 김대*, 부산 109108 이지*, 부산 109109 조현*,
부산 109111 윤휘*, 부산 109113 정우*, 부산 109116 김민*, 부산 109118 권대*,
부산 109119 최재*, 부산 109120 장영*, 부산 109124 안근*, 부산 109127 손동*,
부산 109128 오성*, 부산 109129 박준*, 부산 109130 이재*, 부산 109131 박태*,
부산 109132 유한*, 부산 109133 김경*, 부산 109134 최대*, 부산 109135 조상*,
부산 109136 김재*, 부산 109137 송영*, 부산 109139 홍준*, 부산 109140 김지*,
진해 109111 김상*, 진해 109118 신석*, 진해 109121 김민*, 진해 109125 정한*,
진해 109126 구무*, 진해 109128 김선*, 진해 109129 김영*, 진해 109130 최진*,
진해 109131 박수*, 진해 109136 주재*, 진해 109138 김진*, 진해 109139 현성*.

이상 특전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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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9202 이제*, 서울 109204 김동*, 서울 109207 조영*, 서울 109208 정진*,
서울 109210 유광*, 서울 109211 강민*, 서울 109212 오대*, 서울 109213 신영*,
서울 109214 하현*, 서울 109216 이민*, 서울 109217 이상*, 서울 109218 이건*,
서울 109219 엄재*, 서울 109220 박용*, 춘천 109201 오윤*, 춘천 109203 윤광*,
인천 109201 김한*, 인천 109202 김영*, 인천 109203 안정*, 대전 109202 백성*,
대전 109203 이정*, 대전 109204 박재*, 대전 109205 홍동*, 대전 109206 엄정*,
대전 109208 김광*, 대전 109210 김기*, 대전 109211 윤태*, 대전 109212 임창*,
대전 109213 장선*, 대전 109214 신재*, 청주 109202 박범*, 청주 109203 김동*,
청주 109204 박진*, 광주 109201 김도*, 광주 109202 박기*, 광주 109203 이우*,

잠 수

광주 109206 임창*, 광주 109207 배준*, 광주 109208 김보*, 전주 109202 박혁*,
전주 109204 김보*, 대구 109203 박기*, 대구 109204 김지*, 대구 109205 강신*,
대구 109206 이상*, 대구 109211 곽도*, 대구 109212 소호*, 포항 109201 이강*,
포항 109202 이강*, 포항 109203 강하*, 부산 109201 송민*, 부산 109204 박지*,
부산 109206 이민*, 부산 109210 황주*, 부산 109211 김재*, 부산 109214 공도*,
부산 109215 이성*, 부산 109216 박성*, 부산 109219 이기*, 부산 109224 김민*,
진해 109201 박지*, 진해 109203 김경*, 진해 109206 편정*, 진해 109209 신동*,
진해 109213 박준*, 진해 109214 안기*, 진해 109215 이현*, 진해 109216 송병*,
진해 109218 김종*, 진해 109219 양윤*, 진해 109220 최홍*, 진해 109221 김현*

이상 잠수 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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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지 원
계 열

합

격

자

명

단

서울 111003 신현*, 서울 111011 최이*, 서울 111018 장재*, 서울 111025 박정*,
서울 111027 김민*, 서울 111028 안솔*, 서울 111030 임소*, 서울 111040 문혜*,
서울 111043 이승*, 서울 111051 이지*, 서울 111053 권 *, 서울 111057 김효*,
서울 111071 김강*, 서울 111077 박지*, 서울 111080 사현*, 서울 111091 박해*,
서울 111125 권세*, 서울 111132 전소*, 서울 111133 박지*, 서울 111134 장유*,
서울 111138 정수*, 서울 111139 이여*, 서울 111142 유승*, 서울 111143 김설*,
서울 111149 홍지*, 서울 111155 윤미*, 서울 111161 윤소*, 서울 111173 이수*,
동해 110001 최유*, 동해 110002 이진*, 동해 110003 민윤*, 인천 111002 임환*,
인천 111013 조은*, 인천 111016 노유*, 인천 111023 임영*, 인천 111026 조현*,

기술
행정

인천 111043 유청*, 대전 111001 강윤*, 대전 111011 이예*, 대전 111034 권송*,
대전 111054 김나*, 대전 111063 박시*, 대전 111064 전보*, 대전 111077 박효*,
대전 111078 여아*, 광주 111005 정혜*, 광주 111006 조아*, 광주 111013 윤아*,
광주 111018 최수*, 광주 111027 정세*, 전주 111001 이정*, 전주 111010 육세*,
대구 110001 최우*, 대구 110015 김서*, 대구 110025 임수*, 대구 110031 김다*,
대구 110068 김다*, 대구 110081 탁지*, 대구 110082 조은*, 대구 110091 김진*,
대구 110103 강보*, 대구 110136 이소*, 대구 110150 반서*, 포항 110014 장소*,
부산 111004 김보*, 부산 111013 송아*, 부산 111015 최하*, 부산 111019 김해*,
부산 111030 정다*, 부산 111055 이향*, 부산 111057 김서*, 부산 111065 최혜*,
부산 111068 손은*, 부산 111076 김민*, 부산 111084 이연*, 부산 111085 이경*,
진해 111012 정보*, 진해 111034 황재*, 진해 111057 김신*

이상 기술행정 79명
대전 113701 박혜*, 대전 113707 박수*, 부산 113708 박수*, 진해 113701 강연*,

항 공

진해 113702 최재*

이상 항공 5명
서울 119001 최슬*, 서울 119002 김진*, 대전 119001 임지*, 대구 119001 권예*,

운 전

부산 119001 성소*

이상 운전 5명
서울 113307 정미*, 서울 113310 신수*, 서울 113311 안지*, 대전 113302 유영*,

조 리

부산 113303 전인*

이상 조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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