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 병 역 판 정 검 사 일 정 표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1반

서울지방병무청

2. 7. ~ 12.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2반

부산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2. 7. ~ 12.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301

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

공통사항 :

2. 7. ~ 12. 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2. 7. ~ 12. 7.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2. 7. ~ 4. 6.
2. 7. ~ 4. 6.
5. 4. ~ 10. 12.
10. 31. ~ 12. 7.
9. 19. ~ 10. 5.
4. 15. ~ 5. 18.

33

10. 4. ~ 11. 4.
4. 15. ~ 5. 18.

14

10. 4. ~ 12. 7.

250번길 13
59

76

76

2705

4.7. ~ 4.13., 7.25. ~ 7.29., 8.26., 10.28., 11.17.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경기 의왕시, 하남시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구)
경기 성남시(수정, 중원,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5. 23. ~ 9. 28.

15

해당 시 군 구

2. 7. ~ 12. 7.

5. 4. ~ 6. 2.

강원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 ․

검사기간

2. 7. ~ 3. 11.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청북도 전지역
전라북도 전지역

5. 23. ~ 9. 8.
11. 9. ~ 12. 7.

경상남도 전지역

3. 16. ~ 4. 5.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9. 15. ~ 9. 28.

/

2. 7. ~ 12. 7.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2. 7. ~ 4. 29.

경기 고양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서울(노원, 도봉구)

6. 7. ~ 9. 14.
10. 11. ~ 12. 7.
4. 15. ~ 4. 29.
10. 17. ~ 10. 26.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
- 1 -

/

* 감염병 대응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