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지원 제도

 신입생 적응 오리엔테이션(3일)

 입학금,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급식비 지원(주중)

 교복비 지원(동복, 하복 각 1벌)

 소방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영어 집중 캠프 운영

 학생 희망 자기주도학습 지원(야간)

 영월 문화체험비 지원

 산업체 현장 체험학습

 학생 전원 기숙사 입소

학교 시설 소개

 본관 교실(전자교탁시스템) 실습동

기숙사 체력단련실 기숙사 휴게실

기숙사 생활관 기숙사 열람실기숙사

언론에 소개된
한국소마고(총 47회)

미래 소방 발전을 주도하는

YoungMeister 양성학교

한국소마고를 입학하면?

  직업기초능력평가 등급

  전공: 자격증, 프로젝트 등

  외국어: 토익 취득 점수

  정보화: OA/IT 자격증

  봉사활동   자기계발활동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위험물 기능사

  기초교과 관련 기능사 등 다수

영마이스터인증제 운영 취득 가능 자격증 진로 지도

  소방분야 강소기업

   - 설계/시공 분야

   - 점검/관리 분야

  소방직종 공채준비

   - 공(대)기업/공무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미래형 화재대응과 차세대 소방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Young Meister 양성

신입생 모집 안내

입학 관련 문의

전화             033) 373-2762, 2764    l   FAX  033) 834-8991

 주소             (2622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108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fire-meister.gwe.hs.kr/

페이스북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페이지 검색(https://facebook.com/firemeisterhigh)

소방청, 그리고 많은 소방기업과 총 120개 이상 MOU 체결
  주요 기업 소개

1 2

㈜마스테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주요 사업: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스템

연간 매출액: 18조원(2018기준)

주요 사업 : 토지 및 주택 개발

2021년도 고졸 채용 113명

소방 Young – Meister 성장 로드맵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응시 가능1년 후

9급기능직/소방공무원(공채) 응시재학 중 소방공무원(경채/공채) 응시졸업 후

소방기술사 응시 가능5년 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가능3년이상(소방실무경력)

공기업, 대기업 취업공·대기업 추천(서류전형, 면접 반영)

소방설비
산업기사 

2개 자격증
(기계, 전기)

3년 이상 근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 가능

1급 소방
안전관리자

※ 자세한 사항은 7월 이후 전형요강 및 학교홈페이지 확인전형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1차 합격자 발표 2차 전형일
(인적성검사,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0. 17.(월) ~ 

10. 20.(목) 17:00

2022. 11. 2.(수) 13:00

학교홈페이지

2022. 10. 26.(수) 2022. 10. 28.(금)

※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가능.

     시험과목 2과목(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됨.



실제 소방설비 시설의 최신 실습실을 갖춘

국내 유일, 최신, 최고의 완벽한 교육과정

교육 과정: 소방학개론, 소방기계, 소방전기, 건축도면 해석과 제도, 소방법규, 위험물, 건축방재, 소방안전관리,  

시공(가스/수계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점검(소화기구, 수계/가스계/분말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방시설 설계(기본, 수계/가스계/분말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제연설비) 드론, BIM 설계 등

수계소화설비 실습

수계소화설비 점검실

경보설비 점검실

물분무등소화설비 시공실 물분무등소화설비 시공 실습

경보설비 시공 실습무선통신보조설비 실습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소방교육과정 편성
  2~3학년 재학 중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취득

  ※ 산업기사 응시 자격: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2학년 재학 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

  현장 전문 소방기술사(산학겸임)에게 배우는 실무교육

  실제 소방설비 시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최신식 실습실

                        

진로 분야별 선택 가능한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공통과정

    - 소방기초 과목 이수(소방학개론, 소방법규 등)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자격공통 과정

  소방설비 기술자(시공, 점검, 설계) 과정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자격취득 과정

    - 드론, 건축/기계 3D CAD, 프로젝트 실습 과정

  소방공무원, 공(대)기업 등 소방직종 공채준비 과정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중 택1) 자격취득 과정

    - 토익, 컴퓨터활용, 한국사/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 공채시험 가산점 완벽대비

실용성을 강조한 교과 수업 운영
  영어: 토익, 공무원영어

  국어: 직장 내 의사소통, 필수 문해력 습득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통합사회: 노동인권 공동체의식

  수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핵심 수리능력

 (야간) 자기주도학습/스터디그룹 운영
  최신식 기숙사 내 열람실 구비

  매일 저녁 자기주도 학습시간 운영

  진로 목표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터디그룹

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영어 집중 캠프 운영

   (전문 영어교육 업체 위탁, 전액 무료)

  자격증 준비반, 취업 준비반 운영

최신식 기숙사 시설 완비
  열람실(지정석), 체력단련실, 세탁실, 휴게실, 매점 

  남학생: 4인/1실(화장실2), 여학생: 2인/1실(화장실1)

   ※ 기숙사 시설 뒷면 참고

수계소화설비

시공실

수계/물분무등

경보/소화활동설비

설계실(총 4실)

피난소화활동 방화시설 점검실

VR, AR 시뮬레이션실

전공실력과 특기적성을 길러주는

전교생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수영반 밴드반(키보드, 드럼, 일렉기타) 통기타반

배드민턴반 남학생헬스반 여학생헬스반

농구반검도반방송댄스반

컴퓨터활용능력반 미술반 야간자기주도학습(기숙사 내)

선택형 (월,화,목,금) 

토익반 / 컴퓨터자격증반 / 소방시뮬레이션반

전기기능사 필기반 / 위험물기능사 필기반

소방공무원 준비반 / 전기기능사 실기반

위험물기능사 실기반

소방설계반 전공심화 4개반(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구조 및 원리, 소방유체역학반)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4개반

특기적성 (수,토,일)

럭비반 / 검도반 / 풋살반 / 통기타반

보컬반 / 밴드반(키보드,드럼)

밴드반(일렉기타) / 보드게임반

배드민턴반 / 농구반 / 공무원 체력검정반

방송댄스반 / 탁구반

남학생헬스반 / 여학생헬스반

미술반 / 수영반 / 컴퓨터자격증반 / 피구반

일주일 동안 

전공 수업과 특기적성 수업

모두 무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소화활동설비 실습

시뮬레이션 설계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