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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필요로 하는 항공분야의

전문인력을 꾸준히 배출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랑스런 한국항공대학교

우리 한국항공대학교는 “개척자적 정신을 배양하고, 지성인으로서의 교양과 첨단의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도자를 배출” 한다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1952년 개교 이래 60여 년간 항공우주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과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건학정신에 따라, 우리대학은 “인격도야(마음과 몸매를 맑게), 진리탐구(학문과 창의를 넓게), 

인화협동(화협과 단결을 굳게)”라는 교육이념(교훈)을 제정하여, 인재교육을 위한 규범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칙 제1조에 

“항공우주과학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및 연구하고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항공대학교의 독창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대학은 조국의 험난한 역사만큼이나 고난과 영광이 교차된 발전 과정을 거쳐오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항공 우주 분야의 전문인력을 꾸준히 배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왔다.

졸업생들이 오늘날 항공 우주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항공대의 상징인 송골매의 옹골찬 정신을 간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발전의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KAU 소개

2



04  VISION NALDA 2025

06  취업률 및 학사제도

 학부(과) 소개

08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09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0  소프트웨어학과

11  항공재료공학과

12 스마트드론공학과(신설)

13  항공교통물류학부

14  항공운항학과

15  경영학부

16  자유전공학부

16 공학계열(신설)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19  Ⅰ. 모집 인원

20  Ⅱ. 전형 일정

21  Ⅲ. 일반학생전형(“가”군/“나”군/“다”군)

25  Ⅳ. 특별전형

32  Ⅴ. 공통사항

3



한국항공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특성화 대학 한국항공대학교.

학부교육 내실화와 대학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KAU 비전 NALDA 2025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체화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을 통해

미래를 밝히고, 항공우주특성화의

중심에 서는 실천지성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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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비 항공우주 인재들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입학 후에도 융합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제도를 통해 관심과 소질에 맞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문과 학과의 경계를 허문 융합전공

 - 입학한 학부(과) 전공과 융합전공을 동시에 이수하고 2개의 학위를 취득

개설전공

- 공학융합학부 : 항공정비시스템융합전공,  
   무인기융합전공, 자율주행융합전공
- 항공·경영융합학부 : 조종융합전공, IT-Biz 융합전공, 
   항공경영융합전공

지원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학년진급대상자)

절차 및 방법
- 융합전공 신청 → 전공 심의 → 융합전공 승인 및 이수
- 전공별 연 30명 내외 선발

이수요건
- 융합전공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조종융합전공은 45학점 이상 이수)

취득학위/전공
- 2개 학위 (주전공 학위 및 융합전공 학위)
- 2개 전공 (주전공 및 융합전공)

● 다른 학문의 이해 기회를 제공하는 부전공

 - 입학한 학부(과)와 다른 학부(과)에서 2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

부전공
가능학부(과)

- 항공운항학과를 제외한 전 학부(과)

지원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학년진급대상자)

절차 및 방법 - 부전공 신청 → 학부(과) 심의 → 부전공 승인 및 이수

이수요건 - 부전공 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취득학위/전공
- 1개 학위 (주전공 학위)
- 2개 전공 (주전공 및 부전공)

●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전공

 - 입학한 학부(과)와 다른 학부(과)에서 2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고 
        2개의 학위를 취득

복수전공 
가능학부(과)

- 항공운항학과를 제외한 전 학부(과)

지원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학년진급대상자)

절차 및 방법 - 복수전공 신청 → 학부(과) 심의 → 복수전공 승인 및 이수

이수요건
- 복수전공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단, 동일 학부 내 복수전공 이수자는 36학점 이상 이수

취득학위/전공
- 2개 학위 (주전공 학위 및 복수전공 학위)
- 2개 전공 (주전공 및 복수전공)

● 타 학부(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전과

 - 입학한 학부(과)에서 다른 학부(과)로 학적을 변경

전과
가능학부(과)

- 전 학부(과)

지원자격
-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학년진급대상자)

절차 및 방법
- 전과 신청 → 학부(과) 심의 → 전과 승인 및 전과
-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5%까지 전과 허용 가능

이수요건 - 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 이수

취득학위/전공 - 전과한 학부(과)의 학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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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및 학사제도

30.5%

22.5%

11.1%

9.7%

6.4%

6.0%

13.8%

공기업(공사) 및 공무원

현대

삼성

항공사(KAL, 아시아나 등)

LG

SK

기타 대기업

주요기관별 취업률
※ 본교 자체 조사자료

2019년 취업률 : 71.2% 유지취업률 : 96.1%
※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2019년12월31일 기준)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률 : 49.1%

▶ 유지취업률이란? 

졸업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비율로 취업의 안정성과 질을 나타내는 척도임

※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2019년12월31일 기준)

※ 본교 자체 조사자료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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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소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School of Aerospace and Mechanical Engineering

항공전자정보공학부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ing 

소프트웨어학과 
Department of Software and Computer Engineering

항공재료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스마트드론공학과(신설)
Department of Smart Drone Engineering

항공교통물류학부
School of Air Transport,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항공운항학과
Department of Aeronautical Science and Flight Operation

경영학부
School of Business

자유전공학부
School of Open Major

공학계열(신설)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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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학부에 대한 소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항공우주산업과 

기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 

항공기시스템공학, 기계공학 전공 프로그램 등 

3개의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 관련 기초 

학문과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공학실무와 관련된 

종합적 해석/설계 능력, 팀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기술인으로 

키워집니다. 또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식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때 교양교육과 전공기초로 

이루어진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이수하며 2학년 

진급 시 세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공간의 변경은 4학년 1학기 시작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3개의 전공과는 

별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항공전자정보, 소프트웨어, 

항공재료, 항공운항, 경영 등 다른 학부와 

공동으로 무인기융합전공, 항공정비시스템융합 

전공, 자율주행융합전공, 조종융합전공, 항공경영 

융합전공, IT-Biz융합전공 등을 별도로 개설하여 

본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누구라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의 산업혁명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학부의 졸업생은 대부분 전공을 살려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하여 자동차, 플랜트, 조선, 

전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계공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타 대학에 비해 대기업에 

취업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문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의 1, 2학년에서는 세부 

전공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과목 이수체계로 

운영됩니다. 1학년에서는 전문교양과목과 

수학·기초과학·컴퓨터(MSC) 관련 교과목을 

위주로, 2학년에서는 세 전공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이론과 전공과목을 이수합니다. 

이후 3, 4학년에서는 전공별로 운영되는 교과목 

이수체계를 따라 전공에 적합한 전공지식을 배웁

니다. 

항공우주공학에서는 항공기, 무인기, 발사체, 

인공위성 및 유도무기 등에 관련된 이론, 해석, 

설계, 제작과 시험방법 등을, 항공기시스템공학 에

서는 항공기기체, 동력장치, 항공계기, 제어계통을 포

함하는 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유지보수, 

항공안전, 항공기 감항과 인증 등의 과목을, 그리고 

기계공학에서는 열공학, 유체공학, 기계재료/ 

고체역학, 로봇/자동화, 자동제어, 자동차공학 

등의 세부 학문영역을 학습합니다. 특히, 각 전공 

모두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분석, 

설계, 제작, 시험평가 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공학실무와 창의성을 겸비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함양토록 합니다.

졸업 후 진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학사 학위와 함께 세부 전공분야에 따라 

항공기사1급, 기계기사1급, 공정설계기사1급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항공우주, 자동차, 전자, 플랜트, 화학, 

건설 등 기계산업과 관련된 산업체, 항공사, 

정부기관과 연구소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학부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첨단 항공우주와 기계공학 

분야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전공지식을 배우고 

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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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소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학부에 대한 소개

항공전자정보공학부는 1952년 개교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학과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전자, 통신, 컴퓨터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으며,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그 명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4년의 학업기간 동안

1학년에서는 교양 및기초과목들을, 2학년에서는 

전공기초과목을 공부하고, 3학년부터는 전공심화 

과목을 통하여 심도 있는 전공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및 

항공전자 분야의 이론 학습과 실험 및 실습을 

체계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지식과 

현장 적응능력을 습득합니다. 

특히 4학년에서는 종합설계 과목을 통하여 

설계실습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개발능력을 배양합니다. 

또한 영어 및 컴퓨터 졸업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기본 소양을 갖춘 고급기술 인력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많은 졸업생이 국책연구기관 및 우수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문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학생은 학부 공통과정을 

거친 후 주어진 필수과정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심화 전공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우선 공학수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디지털논리 

회로,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기본과목들과 주요 

전공과목들이 두 전공에 공통으로 운영됩니다. 

전공별 과목으로는 전자및항공전자공학 전공의 

경우 반도체소자, 로봇 및 제어, 신호처리 및 통신, 

마이크로파, 디스플레이, 안테나, 집적회로 등의 

전자공학 분야와 항행전자, 항공탑재전자장치, 

레이다, 위성시스템 등의 항공전자 분야 등에서 

추가의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정보통신공학 

전공에서는 이동통신, 위성통신, 광통신/신호처리 

등의 유무선통신 분야와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통신, IT 융합, 웹/모바일 시스템,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정보보호 등의 정보통신 

분야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 학부에서는 

이러한 깊이 있는 전공교육체계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전자, 전자 및 IT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많은 졸업생들이 전자분야 및 IT분야 대기업 

(삼성, LG, 현대, SK, CJ, KT, 포스코, 한화, 넥슨, 

엔시소프트, 네이버, 다음 등), 항공분야 대기업 

(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공기업(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등), 

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기관(방송통신 

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등), 방송국 등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Sc
h
oo

l o
f 

El
ec

tr
on

ic
s 

an
d
 

In
fo

rm
at

io
n 

En
g
in

ee
rin

g

항공전자정보공학부

9



한국항공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학과에 대한 소개

소프트웨어학과는 지난 29년간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학과로 

분리되어 독립학과로 거듭났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지금까지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컴퓨터 정보 분야에 

이바지해 온 경험과 우수한 

교수진을 기반으로 ① 새로운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②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 

분야에 SW를 접목시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 ③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여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 

걸쳐서 설계, 실습 등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교육3.0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중심의 토론, 의사발표, 시스템 설계 

방식의 자기주도적 교육을 통해 실무적 능력과 

아울러 차세대 산업군에서 필수적인 팀웍과 

리더십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교수진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산업계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위시한 4차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지속적이며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는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차세대 산업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할 신교육 과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새로 개편된 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의 컴퓨팅에 주력하는 컴퓨터 교육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스탠포드, MIT 등의 혁신 선도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

소프트웨어학과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크게 

기초학문,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학문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사회, 경제, 경영, 문학 등 

전공지식 습득에 기반이 되는 과목들과 

인문 소양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과학 분야에서는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 등의 컴퓨팅분야의 핵심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에서는 AI 기초 수학,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과학, 컴퓨터비젼,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의 4차산업이 근간이 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공부합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학과의 졸업생들은 IT 분야 대기업(삼성, LG, 

SK, 현대, KT, 네이버, 대한항공 등)을 비롯하여, 

금융 (전산직),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방송국 

등의 공기업,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졸업생들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벤처를 창업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박사 등의 

고급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며 이들은 첨단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함과 동시에 실무 경험을 

쌓아서 국내외 대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초빙하는 고급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의 학석사 연계과정에서는 5년 

기간 동안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후 고급학위를 취득한 동문들 

중에는 네이버, 삼성, 현대 모비스등의 대기업 및 

공기업 연구소, 미국 Rutgers 대학, 

호주 Queensland 대학 등에서 연구원 및 교수로 

활약하는 동문들도 있습니다.

D
ep

ar
tm

en
t 

of
 S

of
tw

ar
e 

an
d
 

C
om

p
ut

er
 E

ng
in

ee
rin

g

10

소프트웨어학과



11

소프트웨어학과

학부(과) 소개

학과에 대한 소개

재료공학(Materials Engineering)은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각종 첨단 기술의 근간이 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다양한 첨단산업분야의 핵심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독립 분야일 뿐 아니라, 

화학/물리, 항공/우주, 전기/전자/컴퓨터, 

기계/자동차, 바이오/의약, 에너지/환경시스템 등의 

모든 이공학 분야와 학문적으로 연계하여 

그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정책 시행을 

계기로 현대산업에서의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부품/소재 전문가 

양성이 국가적인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0명의 교수진은 

철강재료, 합금재료, 세라믹재료, 복합재료, 

반도체, 전자부품재료, 나노재료, 에너지부품재료, 

디스플레이재료 등의 재료공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한 연구활동과 함께 수준 높은 전공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재료공학과는 

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 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철강/기계, 나노/화학,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등의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고도의 

첨단 신소재공학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및 나노/복합소재의 

이론과 설계로부터 제조와 특성평가 및 응용에 

이르는 기초, 심화, 응용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분야에 학문-기술적 다양성, 전문성, 창조성 

및 리더십을 겸비한 고급 기술/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이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의 전공교육 커리큘럼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전공에서는 재료과학 및 공학의 물리·화학적 

기초 이론 학습을 위한 필수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후 3, 4학년 세부전공교과목들로 구성된 

심화전공에서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 및 희망 

진로에 따라 “항공우주 및 자동차 부품 

신소재 트랙” 과 “전자·반도체·에너지 부품 신소재 

트랙”의 두 개의 세부 트랙으로 이원화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유전공학부생은 

2학년 진급 전 항공재료공학과를 

주전공 학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재료공학은 다양한 재료에 대한 기초 및 응용을 다

루는 학문으로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거의 모든 산

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 졸업생들은  항공우주 분야를 비

롯하여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

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높은 

대기업 취업률과 전공 일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LG전자 

등의 반도체 전자관련 기업, 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등의 철강기업, 그 외의 기계, 자동차, 조선 등 넓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료공학분야는 연구개발 관련 수요가 많아 

대학원 진학을 통한 연구직으로의 진출도 매우 활

발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 및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의 연구직 진출

의 문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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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드론공학과(신설)

학과에 대한 소개

항공·드론 분야는 정부의 8대 핵심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12대신산업분야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가 주요 선도분야로 

포함되는 등 그 응용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의하면 드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8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약 21조원, 

취업유발효과 약 17만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드론공학과는 드론 비행체에 대한 

핵심지식과 ICT 융합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등의 

융합 결정체인 드론 산업분야의 연구, 개발, 

활용을 선도하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학과에서는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적 이론과 

실험교육 뿐 아니라, 실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설계 및 현장실습 과목을 진행하며, 아울러 창의적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하여 융합적 개발역량을 

함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래 드론산업은 물론 개인용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UAM, 자율비행, 

로봇 등 미래 첨단 항공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통섭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

스마트드론공학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교양, 전공기초, 드론 관련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개념 드론 뿐 

아니라 PAV, UAM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여 연구 · 개발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학년에 이수하게 되는 일반교양과 전공기초 

교과목은 항공우주학개론, 영어커뮤니케이션Ⅰ, 

미분 · 적분학, 물리 및 실험Ⅰ, 교양글쓰기, 

항공우주산업개론, 영어커뮤니케이션Ⅱ, 

선형대수학, 물리 및 실험Ⅱ, 

컴퓨터프로그래밍이며, 2학년에는 동역학, 

회로이론, 통신이론,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 

미분방정식, 재료역학, 유체역학, 

전산응용제도(CAD), 전자공학개론, 데이터 통신, 

응용수학활용, 신호및시스템의 전공을 

이수하게 됩니다. 3학년에는 무인기 필수과목 및 

전공선택 과목으로 무인비행체 설계 및 

제작 실습, 자동제어, 항공역학, 확률 및 통계, 

항공기구조역학, 무인기시스템 운용 및 조종 실습, 

무인기제어, 기계진동, 임베디드시스템 설계 및 

실습, 디지털통신을 이수하게 됩니다. 4학년에는 

창의드론설계,  인공지능 개론, 드론시스템 실습, 

비행시뮬레이션, 디지털항공전자, 컴퓨터네트워크, 

인공지능 응용 등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Drone, UAM의 연구/설계/제작/운용/정비 관련 

인력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사, 항공정비업체, 방송사, 물류/수송업체, 

농수산 관련 정부기관, 산림청, 경찰, 소방, 

무인항공기 및 로봇 관련 산업체, 연구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육/해/공군 무인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취업 분야가 다양한 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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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에 대한 소개

본 학부는 항공산업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항공교통물류의 특성화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학부로서 항공교통, 물류의 2가지 전공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교육개혁 

우수대학(항공운송 전문인력 토탈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부 비IT지원학부 및 특성화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정보통신부지원으로 약 15억원, 

산업체로부터 약 45억원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기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물류특성화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으로 해외교류프로그램, 외국어교육, 

논문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2단계 사업인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에도 계속 선정되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에도 선정되어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으로 5개년 간 장학금, 해외산업시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문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학부공통과정을 

거치고, 3학기 이수 후에 항공교통전공, 물류전공 

중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항공교통전공에서는 항공교통관제, 항공기 

운항관리, 항공사경영 및 관리, 공항운영 및 

관리분야의 다양한 첨단과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학부 내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부설되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민간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류전공에서는 물류정보시스템, 국제물류, 물류 

사례 및 전략, SCM 시스템 분석, ERP 및 E-Logistics, 

복합운송, 항공운송 교통계획, 교통시스템 

설계 및 운영, 교통공학,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산업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항공교통전공자는 학부의 전공교육과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의 전문교육을 병행함으로서 

재학 중에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사, 공항공사, 

운송기업, 교통관련 연구소 및 컨설팅회사 등에 

진출 가능합니다.

물류전공자는 재학 중에 물류관리사, CPIM, 

교통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항공사, 운송회사, 

물류전문회사, 제조 및 서비스업의 물류관리부서, 

SI기업, 컨설팅 회사, 도로공사, 국책연구소 등에 

진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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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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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대한 소개

항공운항학과는 우수한 조종사 및 운항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 학년(1-4학년)에 걸쳐 학

과교육을 심화학습하며, 조종실기 교육은 

3-4학년에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학 중 비행교육과정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계기비행 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명 등을 취득하게 합니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정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며, 학생 

진로 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률이 매우 높은 학과입니다. 

항공운항학은 전공분야 특성상 이론과 실무적 

능력배양도 중요하지만, 항공기 전체를 책임지고 

운항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기장으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외에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로서의 

핵심가치를 상호신뢰, 상호책임 그리고 

상호배려에 두고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지닌 학생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학과 교육과 실기 교육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학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졸업 후에도 항공사와 군에서 

근무하는 많은 선배들의 관심 있는 실무지도가 

자랑인 학과이기도 합니다.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

학과 교육으로는 전공기초, 교양필수과목으로 

미분적분학, 물리, 선형대수학을 학습하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국내항공법, 항공안전개론, 

항공기추진장치, 항공기상학, 항공기시스템, 

ATC Radio Communication, 항공장비, 항공역학, 

항행안전시설, 항공운항정보 및 절차, 공중항법학, 

계기비행론, Human Factors & C.R.M. 등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합니다. 또한 항공영어, 

항공교육론, 항공전자시스템, 비행관리시스템 

(FMS),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기사고조사개론 

등 전공을 위한 다양한 선택 심화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비행실습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조종실기교육은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과정 등 학생들의 

진로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1~2학년 때 선발된 군 조종사과정(MPC, 

Military Pilot Course) 학생들은 재학 중 

공군으로부터 장학금과 비행실습비 일부를 

지원받아 학과 및 비행교육을 받으며, 

3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R.O.T.C. 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군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군복무 면제 학생(여학생 포함)과 군복무를 

필한 복학생 대상의 민간 조종사과정(CPC, Civil Pilot 

Course)은 대한항공 조종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APP, Airline Pilot Program), 

울진 비행훈련원 과정(UPP, Uljin Pilot Program) 및 

한국항공대학교 자체 비행교육과정(KPP, KAU Pilot 

Program)이 있으며, APP 과정 수료 후에는 

대한항공으로 입사하며, UPP와 KPP 이수 후에는 

조종교육증명과정(IPC, Instructor Pilot Course : 

교관과정)을 통해 대형 항공사에 취업하거나 

MOU가 체결된 저비용 항공사에 직접 

취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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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학과



학부에 대한 소개

경영학부는 경영분야의 이론을 탐구하는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영이론을 

교육, 실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학부는 21세기 

비즈니스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현장실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론과 실무 

사이의 균형과 조화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경영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된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부터는 산학협력 관련 프로그램으로 

글로벌인턴십, 단기 현장실습,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및 항공운송실무실습 등의 실무실습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교육의 외국어 강좌 비율을 늘리고, 전공 및 

진로교육을 위한 포트폴리오 과목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부는 해외 유수 대학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학생들의 교환학생 비율을 높이는 등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문

경영학부 교과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 영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기 위해 본 학부의 

교과과정은 기초과목에서 전공 심화 과목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경영전공(단일전공)으로 운영됩니다. 

경영전공은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회계원리의 

기초 과목을 학습한 뒤 조직행동론, 경영과학, 

인적자원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생산시스템관리, 경영정보관리, 국제경제학 등 

전공핵심과목을 이수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회계학,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 국제경영 및 전략, 계량경영 및 생산과 

수리의 영역에서 다양한 전공 선택 심화 과목을 

학습하거나, IT-Biz 융합전공, 항공경영융합전공, 

조종융합전공 등의 다전공을 선택 이수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교과수업 이외에 모의투자대회를 

비롯한 각종 경진대회, 산학협동 체계인 다양한 

기관의 장/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해외 기업을 

방문하여 임직원과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글로벌챌린저, 

Amadeus 및 Travelport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등의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경영학부 졸업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전공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공관련 전문직종, 

(2) 은행, 증권, 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기관, 

(3) 고위공무원직, 각종 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4) 대기업군에서는 재무회계분야, 마케팅분야, 

교육인사분야, 정보관리분야, 생산운영관리분야, 

(5) 해외기업이나 글로벌기업, (6) 중견 및 강소기업, 

(7) 창업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여 국내외 저명한 교수와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항공경영학회를 통해 

졸업생들이 항공특화 연구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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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학과 경영학부

학부(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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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에 대한 소개

자유전공학부의 목표는 항공 우주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를 탐구하고 자신의 적성과 

장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에 기여할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개척하는 합리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갖춘 실용적 인재, 글로컬 시대를  선도하는 

윤리적 책임의식, 포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지도적 인재 양성이 자유전공학부의 

교육목표입니다.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문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각 학부(과)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및 다양한 융합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항공기시스템공학, 기계공학전공

항공전자정보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과 - 소프트웨어공학전공

항공재료학과 - 항공재료공학전공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물류전공

경영학부 - 경영전공

융합전공 - 항공정비시스템융합전공,

무인기 융합전공, 자율주행 융합전공,

IT-Biz융합전공, 항공경영융합전공,

조종융합전공

졸업 후 진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재학기간  

동안 전체 학부(과)의 기초과목, 전공탐색 과목  

또는 융합교육과목 등을 이수하게 됩니다. 

또한 1학년 1학기에는 각 학부(과) 지도교수의 

특강으로 운영되는 전공탐색세미나 과목을 

통하여 2학년 진급 시 학부(과)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전공 및 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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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여 2학년 진급 시 소속 변경 없이 자유전공학부 잔류 후 ‘조종융합전공’과
‘항공경영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① 1학년 기간 중 전공탐색과목 및 이수하고자 하는 융합전공과 관련된 기초과목, 융합교양과목 등 수강, 
      2학년 진급 시 자유전공학부에 잔류
② 2학년 ~ 3학년 1학기 :  ‘항공경영융합전공’ 이수
③ 3학년 하계 계절학기 ~ 4학년 2학기 : ‘조종융합전공’ 비행훈련 과정 이수 후 졸업
④ 졸업 후 APP(대한항공 조종훈련생 과정) 또는 UPC(울진비행훈련 과정) 합류

※ 조종융합전공 비행훈련 과정
     - 3학년 1학기에 조종융합전공 훈련생 선발 (신체검사, 영어구술시험, 인성검사, 적성검사 등)
     - 3학년 하계 계절학기(지상교육) → 3학년 2학기(해외 비행학교 비행훈련 및 자가용조종사 면장 취득) → 
        4학년(항공 관련 전공 심화과정 이수) → 졸업

자유전공학부 입학

1학년

자유전공 커리큘럼 운영

(전체 학부 및 학과 기초과목, 
전공탐색 과목, 융합교양과목 등 이수)

2학년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 소속 변경
(항공운항학과 제외)

자유전공학부 잔류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2개의 융합전공'
또는 '타 학부(과) 
부전공+융합전공'

이수 후 졸업

자유전공학부

공학계열(신설) Engineering

공학계열 커리큘럼 운영
※ 교양과목, 공학계열 기초과목, 전공탐색 과목 등

본인이 원하는 학부(과) 배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소프트웨어학과 | 항공재료공학과 | 스마트드론공학과

1학년

2학년

한국항공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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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불가 안내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최종 합격자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취소 및 등록금 환불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지원자 개인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개인정보는 수험생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학적 및 학생지원 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 관련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   이 시스템은 위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사전에 위반자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및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우리 대학교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 및 필수확인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입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 기타사항

▶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합격한 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원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 접수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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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정원 내(일반학생전형)

계

“가”군 “나”군 “다”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63 0 0 63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0 58 0 58

소프트웨어학과 - 0 0 23 23

항공재료공학과 - 0 0 20 20

스마트드론공학과 - 0 18 0 18

공학계열 - 0 0 18 18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 물류

31 0 0 31

항공운항학과 - 0 20 0 20

자유전공학부 - 0 0 18 18

경영학부 - 0 0 40 40

계 94 96 119 309

※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며, 수시모집 미충원 되어 이월된 인원은 정시모집(“가”군/“나”군/“다”군) 일반학생전형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및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의 경우, 본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이월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월인원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함)

※  정시모집 최종 모집인원은 입학원서 접수시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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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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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 형 일 정

입학원서 접수 2021. 1. 7(목) 09:00 ~ 2021. 1. 11(화) 18:00

서류제출 2021. 1. 7(목) 09:00 ~ 2021. 1. 18(월) 18:00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신체검사 대상자 발표 2021. 1. 18(월)

공군 신체검사 실시 2021. 1. 20(수)

민간 신체검사 서류제출 2021. 1. 18(월) ~ 1. 29(금) 18:00까지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2. 7(일)

등록기간 2021. 2. 8(월) ~ 2. 10(수) 16:00까지

추가 1차

합격자 발표 2021. 2. 10(수)

등록마감 2021. 2. 14(일)

추가 2차

합격자 발표 2021. 2. 14(일)

등록마감 2021. 2. 15(월)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기간

(개별 유선통보)
2021. 2. 16(화) ~ 2. 18(목) 21:00까지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21. 2. 1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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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 일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가”군 “나”군 “다”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63 0 0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0 58 0

소프트웨어학과 - 0 0 23

항공재료공학과 - 0 0 20

스마트드론공학과 - 0 18 0

공학계열 - 0 0 18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 물류

31 0 0

항공운항학과 - 0 20 0

자유전공학부 - 0 0 18

경영학부 - 0 0 40

계 94 96 119

※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되어 이월된 인원은 정시모집(“가”군/“나”군/“다”군) 일반학생  

전형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원서접수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홈페이지 참조)

2. 지원자격

가. 본교 모집단위 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에 응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요소 및 선발방법

가.  전형요소

모집 "군"
전 형 요 소

총  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체검사 (항공운항학과만 해당)

“가” / “나” / “다”군 1,000점 (100%) 합/불 1,000점

 ※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10점 만점)

나.  선발방법

(1)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모집단위 별 최종합격자 입학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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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학생 전형

일반학생 전형(“가”군 / “나”군 /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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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실시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36~39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적 산출방법

가.  표준점수와 영역별 반영비율을 이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의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함) 성적을 산출합니다.

 

※ 영어성적은 본교 표준점수 환산표(23 page)에 따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합니다.

※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는 수학가형 가산점 5% 부여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학생전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가’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능성적을 이용하여 전형 총점을 산출합니다.

다.  ‘나’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전형 총점에 한국사 가산점을 더하여 최종 총점을 산출합니다.

■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반영

영역수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과학/직업 사회/과학/직업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스마트드론공학과

공학계열

4 20%
35%

(가)
25% 20% - ▶ 가산점 없음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4 20%
30%

(가/나)
30% - 20%

▶ 수학 가형 5% 가산점 부여
  (단, 소프트웨어학과는  

가산점 없음)

경영학부 4 30%
20%

(가/나)
30% - 20% ▶ 가산점 없음

※ 모든 응시자는 모집단위 별 수능 반영영역에 응시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사 필수 응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를 적용하고, 탐구영역은 2과목 점수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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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방법(“가”군 / “나”군 / “다”군)

A(산출 수능성적) = ∑[(반영영역별 취득표준점수) x (모집단위의 영역별 반영비율)] 

B(전형 총점) = A(산출 수능성적) x 5

C(최종 총점) = B(전형 총점) + 한국사 가산점



■ 영어성적 표준점수 환산표

구분 1 2 3 4 5 6 7 8 9

표준점수 136 133 128 123 118 113 108 103 98

■ 한국사 가산점 부여(전형총점 1,000점 + 가산점(10점 만점))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 10 9.9 9.8 9.7 9.6 9.5

라.  수능 성적 산출방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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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일반학생 전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지원한 홍길동의 수능 응시영역과 취득 표준점수 성적이 아래와 같을 때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 길 동 020701 - ******* 한국고 (2021)

구  분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 한국사

가형 물리Ⅰ 지구과학Ⅰ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 53 73 69 -

백분위 93 95 - 75 97 95 -

등  급 2 2 1 4 1 2 2

① 수능 성적 산출공식에 의해 성적을 산출합니다.

 = (131×20%) + (137×35%) + (136×25%) + ((53+73)×20%) =26.2 + 47.95 + 34.0 + 25.2 = 133.35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133.0)

② 총점은 1,000점이므로 홍길동의 최종 수능 산출점수는 133.0 × 5 = 665.0

③ 한국사 2등급은 환산표에 의거 10점이므로 상기 ②의 점수에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면 최종산출 성적은 665.0 + 10 = 675.0이 됩니다.

■ “가”군 일반학생 전형 항공교통물류학부에 지원한 홍길동의 수능 응시영역과 취득 표준점수 성적이 아래와 같을 때  

(항공교통물류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 길 동 020701 - ******* 한국고 (2021)

구  분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 한국사

가형 물리Ⅰ 지구과학Ⅰ 일본어Ⅰ

표준점수 128 130 - 63 68 69 -

백분위 94 96 - 96 97 95 -

등  급 2 1 1 1 1 2 2

① 수능 성적 산출공식에 의해 성적을 산출합니다.

 = (128×20%) + ((130+6.5)x30%) + (136×30%) + ((63+68)×20%) =25.6 + 40.95 + 40.8 + 26.2  = 133.55 

    ※ 수학가형 가산점 5%부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134.0)

② 총점은 1,000점이므로 홍길동의 최종 수능 산출점수는 134.0 × 5 = 670.0

③  한국사 2등급은 환산표에 의거 10점이므로 상기 ②의 점수에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면 최종산출 성적은 670.0 + 10 = 680.0이 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5. 제출서류(“가”군, “나”군, “다”군 전형 전체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2016년 2월 졸업자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일부 이수자 포함]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2015년 2월 고교졸업자 포함) ▶ 졸업증명서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 자료 제공 범위 : 2016년 1회차 ~ 2020년 2회차 까지)

▶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이수 관련 확인서 원본 1부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필수(소재국)

서류제출 마감일 [등기우편] 2021. 1. 18(월)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21. 1. 18(월) 18:00까지

제 출 장 소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본관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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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관리팀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가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해외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③  모든 서류(해외고교 관련 서류 제외)는 입학원서 접수시작일(2021. 1. 7(목))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④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으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후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⑦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모든 서류는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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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 집 인 원

학  부(과) 전  공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미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미정

소프트웨어학과 - 미정

항공재료공학과 - 미정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 물류

미정

항공운항학과 - 미정

경영학부 - 미정

계 미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본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되어 이월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시모집에서 선발 예정임  

(이월인원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함)

2. 지원자격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연속된 연수만 인정)까지 본인, 부·모가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자 [유형 I]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자 [유형 II]

다.  위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교 지원 학부(과)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응시자

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불가능한 자 [유형 I]

(1)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소재 한 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중 1인이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단 하루라도 거주한 자

(3)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 상에 본인 및 부모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직권말소 된 기록이 있는 자

(4)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7)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불가능한 자 [유형 II]

(1)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단 하루라도 거주한 자

(3)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 상에 본인이 단 하루라도 직권말소 된 기록이 있는 자

(4)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7)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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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자격 특이자 (유형 I 지원자에만 해당)

구  분 지원자격이 특이한 경우

부모의 이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①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②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 단, 이 경우 지원자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에 계속 동거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

-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며, 부모 사망일 이후  
부터 지원자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1)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최초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입학 기준 - 유형 I : 중학교, 유형 II : 초등학교)

(2)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은 아니어도 됩니다.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자

전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2016년 2월 졸업자

▶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2015년 2월 고교졸업자 포함)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 본교 소정양식 1부. [별첨 서식-1]

유형 I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 학생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준 : 부 또는 모)
▶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할 것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부·모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모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유형Ⅱ 

지원자

초등학교 자료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해당자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자 ▶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초본(2021. 2. 29. 기준) 각 1부 (2021. 3. 5(금)까지 제출)

서류제출 마감일 [등기우편] 2021. 1. 18(월)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21. 1. 18(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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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의 경우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입학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추가서류 (주민등록초본 : 부·모, 학생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3월 5일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여야 함). 고교 졸업일 이전에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에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 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부서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 제출자가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모든 서류는 입학원서 접수시작일(2021. 1. 7(목))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③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으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모든 서류는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 집 인 원

학  부(과) 전  공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미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미정

소프트웨어학과 - 미정

항공재료공학과 - 미정

경영학부 - 미정

계 미정

※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의 경우 본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이월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시모집에서 선발 예정임  

(이월인원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함)

2. 지원자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지원 학부(과)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응시자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교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기준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2개 이상의 특성화 고교에 재학한 경우 기준학과 구분은 최종학교 기준학과 구분을 적용함

나.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지원 불가능한 자

(1)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2)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3)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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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2009개정 교육과정]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2015개정 교육과정]

토목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기계과, 기관과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009개정 교육과정]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인쇄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2015개정 교육과정]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토목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기계과, 기관과

소프트웨어학과

[2009개정 교육과정]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생물공학기술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2015개정 교육과정]

경영·사무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토목과, 건축시공과. 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항해과, 

기관과

항공재료공학과

[2009개정 교육과정]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산림자원과, 섬유과, 세라믹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관광농업과, 환경공업과   

[2015개정 교육과정]

토목과, 건축시공과, 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섬유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경영학부

[2009개정 교육과정]

관광경영과,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회계정보과 

[2015개정 교육과정]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관광·레저과, 정보컴퓨터과, 

※  기준학과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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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2016년 2월 졸업자

▶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2015년 2월 고교졸업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동일계열 확인서 ▶ 본교 소정양식 1부[별첨 서식-2]

서류제출 마감일 [등기우편]  2021. 1. 18(월) 소인분까지/ [직접방문] 2021. 1. 18(월) 18:00까지

제 출 장 소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부서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모든 서류는 입학원서 접수시작일(2021. 1. 7(목))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③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으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모든 서류는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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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요소 및 선발방법

구 분

전 형 요 소

총  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체검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항공운항학과만 해당)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1,000점 (100%) 합/불 1,000점

※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10점 만점)

나.  선발방법

(1)  입학전형성적 총점 동점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 순위와 같습니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취득 표준점수 중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 수학, 영어, 국어, 과학탐구, 직업탐구 순의 고득점자
●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 영어, 수학, 국어,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 순의 고득점자
● 경영학부 : 영어,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순의 고득점자

(나) 위의 “(가)”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2)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학부(과)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3)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실시

(가)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나)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다)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36~39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적산출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방법

가.  표준점수와 영역별 반영비율을 이용하여 아래의 산출 공식에 의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함) 성적을 산출합니다.

 

※ 영어성적은 본교 표준점수 환산표(31 page)에 따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합니다.

나.  ‘가’의 산출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능성적을 이용하여 전형 총점을 산출합니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나’의 산출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전형 총점에 한국사 가산점을 더하여 최종 총점을 산출합니다.

A(산출 수능성적) = ∑[(반영영역별 취득표준점수) x (모집단위의 영역별 반영비율)] 

B(전형 총점) = A(산출 수능성적) x 5

C(최종 총점) = B(전형 총점) + 한국사 가산점

특별전형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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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반영

영역수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과학/직업 사회/과학/직업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4 20%
35%

(가)
25% 20% - ▶ 가산점 없음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4 20%
30%

(가/나)
30% - 20%

▶ 수학 가형 5% 가산점 부여
  (단, 소프트웨어학과는  

가산점 없음)

경영학부 4 30%
20%

(가/나)
30% - 20% ▶ 가산점 없음

※ 모든 응시자는 지원학부(과)별 수능 반영영역에 응시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사 필수 응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를 적용하고, 탐구영역은 2과목 점수를 반영합니다.

■ 영어성적 표준점수 환산표

구분 1 2 3 4 5 6 7 8 9

표준점수 136 133 128 123 118 113 108 103 98

■ 한국사 가산점 부여(전형총점 1,000점 + 가산점(10점 만점))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 10 9.9 9.8 9.7 9.6 9.5

라.  수능 성적 산출방법의 예 

■ “가”군 특성화고 특별전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지원한 홍길동의 수능 응시영역과 취득 표준점수 성적이 아래와 같을 때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직업탐구를 반영)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 길 동 020701 - ******* 한국공업고 (2021)

구  분 국어
수학

영어
직업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 한국사

가형 공업일반 기초제도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 53 73 69 -

백분위 93 95 - 75 97 95 -

등  급 2 2 1 4 1 2 2

① 수능 성적 산출공식에 의해 성적을 산출합니다.

 = (131×20%) + (137×35%) + (136×25%) + ((53+73)x20%) =26.2 + 47.95 + 34.0 + 25.2  = 133.35

② 총점은 1,000점이므로 홍길동의 최종 수능 산출점수는 133.35 × 5 = 666.75

③ 산출 성적은 666.75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이 됩니다.

④ 한국사 2등급은 환산표에 의거 10점이므로 상기 ③의 점수에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면 최종산출 성적은 666.75 + 10 = 676.7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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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통사항

1. 전형료

전   형 전  형  료

“가”, “나”, “다”군(일반학생전형) 43,000원

“가”, “나”, “다”군(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3,000원

“가”, “나”, “다”군(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3,000원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나.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호~제5호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통해 전형료(접수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 본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반환되는 전형료 수령을 위해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 : 전형료 외 별도 부담(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2. 지원자 유의사항

가.  2021학년도 정시모집 모든 전형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나.  입학원서 접수 마감 (전형료 결제 완료) 후 에는 입학원서 접수의 변경 및 취소 또는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최종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취소 및 등록금 환불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입학원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학전형 자료(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확인서 등)를 위·변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라.  제출서류(해당자)는 2021. 1. 18(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2021. 1. 18(월) 소인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② 법 제34조의 4 제 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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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경우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필독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바.  주민등록번호 변경, 오기,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서로 다른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를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학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입학원서 접수의 변경 및 취소 또는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 입학전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모집요강 이외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에 의합니다.

       대학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반 사항은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3.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합격자 및 1차 ~ 2차 추가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가 본교에서 지정한 등록기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교에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합니다.

다.  수시모집에서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가”군/“나”군/“다”군) 일반학생 전형 해당학부(과)의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라.  2021. 2. 15(월) 이후 결원에 의한 추가 충원은 2021. 2. 18(목) 21:00까지 예비순위자 중에서 석차순에 의거 개별통보하며, 개별통보 시 안내한  

등록기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대학교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바.  전형기간 중 긴급연락 될 수 있도록 출신고교 전화번호, 지원자 및 보호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 하게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 국번호, 번호순)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연락 두절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관리팀(02)300-0228, 0229, 0446, 0447로 변경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  개별충원(전화통보) 기간 중 지원자 및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출신고교에 연락하며, 지원자, 보호자, 출신고교에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총 3회 연락) 다음 순위 후보자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합니다.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가.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일 2021. 2. 18(목)에 타 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 사실을 통보 받고 본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타 대학으로 추가  

합격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본교 입학관리팀 (02)300- 0228, 0229, 0446, 0447로 등록포기 의사를 먼저 연락한 후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대학교에 등록한 후, 타 대학에 추가 합격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우리 대학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금 환불 절차에 따라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금 환불 절차

(1)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등록금 환불 신청” 선택

(2)  LOG IN 후 개인정보 입력

(3)  원서접수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로 SMS 인증받은 후 인증번호 입력

(4)  성명, 지원학부(과), 환불금액 등 확인한 후 환불 신청

5. 입학원서 접수안내

가.  원서접수 및 서류접수기간

(1) 지원전형 : 일반학생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2) 원서접수 기간 : 2021. 1. 7(목) 09:00 ~ 1. 11(월) 18:00

(3) 서류제출 방법 :   각 전형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기한 내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제출 기한 : 2021. 1. 18(월) 18:00까지 본 대학교 입학관리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단, 우편발송 2021. 1. 18(월) 소인분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발생 시 문의처

주 관 회 사 명 접 속 사 이 트 문 의 전 화

(주)진학사 http://www.jinhakapply.com 154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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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서접수 절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회사에 회원가입 시 회원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 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접수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된 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지원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주소 및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긴급연락 될 수 있도록 출신고교 전화번호, 지원자 및 보호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여부 란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 입시관련 홍보 메일 및 합격 시 원서기록정보가 학사행정정보로  

활용됨).

(5)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접수 후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공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7)  전형료 환불계좌 란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입력하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가능하며,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8)  입학원서에 첨부되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cm × 4cm)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거나 다른 이미지(배경사진, 옆모습, 모자 쓴 사진 등)를 업로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사진을 직접 촬영할 경우 상반신만 크게 세로로 촬영하여야 합니다.

(9) 수험표 분실 시 언제든지 접수업체 홈페이지(http://www.jinhak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 문의사항 및 안내

각종 문의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주관회사에서 지원하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성명을 기재 한 후 문의사항을 기재하면 기재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 동의 관련 안내

가. 개 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입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를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학에 온라인으로 송부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합니다.

   ※ 온라인으로 송부 받은 대입전형자료는 입학전형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출신학교코드, 졸업년도 등을 잘못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해당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하며 이때 해당 학생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수험생의 동의하에 입학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적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출신고교(검정고시), 졸업년도, 수험생 주소, 수험생 전화번호, 수험생 e-mail,  

보호자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e-mail,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여부, 학력조회 동의여부,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등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에
 접속

2021학년도

정시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이트에 접속

(문의 : 1544-7715)

회원가입(무료)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전형료 결제
(결제방법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형료 결제전

최종 입력 내용 확인

입학원서 작성 및

사진 파일 업로드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시

유의사항 확인

출력화면(수험표 출력)

(입학원서는 지원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제출서류 확인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서류 해당란에 Ⅴ 표시)

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발송(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장소 :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본관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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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1)  학교생활기록부 : 본교 “가”군, “나”군, “다”군 일반학생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 중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부터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2016년 2월 졸업자 포함)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

   ※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교 등은 제공 가능 학교만 해당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본교 “가”군, “나”군, “다”군 일반학생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자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 : 본교 “가”군, “나”군, “다”군 일반학생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

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항목

(1)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의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제공 

(2)  대학수학능력시험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응시사항(유형 및 선택과목), 영역/과목별 성적자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 : 합격증명서 정보(합격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격증 발급 연월일),  

성적증명서 정보(합격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시과목(필수/선택), 성적, 합격 연월일, 총점, 평균)

 라.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동의함”을 선택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학생과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본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자료를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동의함”을 선택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학생은 별도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생활관 안내

가.  입사자격 : 2021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시 【기숙사 신청여부】 란에 “V" 표기

※ 생활관 신청 미표기 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 차후 재신청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다.  선발방법 : 전형별 학부(과)별 배정인원에 따라 입학성적 및 원거리 반영으로 선발합니다.

라.  생활관 합격자 발표 : 일자 및 자세한 선발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입사일자 : 2021. 2. 24(수) ~ 2021. 2. 26(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생활관 홈페이지(http://www.kau.ac.kr/sub/dormitory)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입사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서에 대기하는 입사희망자를 위하여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2)  입사가 허가된 자라도 법정 전염병 환자는 입사를 취소합니다.

(3)  기타문의 : 생활관 운영실(02-300-0435, 0436)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이전 기간에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입학원서 작성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시 오프라인(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6년 1회차부터 2021년 2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6년도 이전 및 2021년 3회차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본교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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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

-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군 신체검사[공중근무자 1급] 또는 민간 신체검사[항공신체검사 1종(화이트카드)]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실시방법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분 공군 신체검사 민간 신체검사

대상
신체검사 대상자 중 공군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자
신체검사 대상자 중 민간 신체검사 수검을 희망하는 자

실시기준
공군 공중근무자 1급 

(주요 불합격 사유는 모집요강 37페이지 참조)
항공신체검사 1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 참조)

실시장소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신체검사 실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신체검사 방법 및 일정

사전에 수검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자에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일괄수검
※   혈액 및 소변검사 항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신체검사 일자]
- 2021. 1. 20.(수)

본교 인정병원에서 개별 예약 및 수검 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4호 서식)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 서식)를
제출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기간] 
- 2021. 1. 18(월) ~ 1. 29(금) 18:00까지
[제  출  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우:10540)

신체검사 합격에 

해당하는 결과
합격 또는 굴절교정수술 조건부합격

적합 
(조건부 적합은 신체검사 불합격에 해당)

비고

검사결과는 검사 당일 확인 가능
단, 재검대상자는 검사결과 확인에 수 주일 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재검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확인이 지연되어 입시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 재검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원서접수일 또는 서류제출일 당시 유효한 서류를 인정함 
     (증명서상 유효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임) 
②   제출기한 내 적합 판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③   병원예약부터 결과 확인까지 수 주일에서 수 개월이 소요

되는 것을 감안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참고사항
입학 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에 응시하는 학생은 공군 신체검사를 다시 수검하게 되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 진로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신체검사 실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 병원명

서울 서울
-  강북삼성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경희의료원    -  서울대학교병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  중앙대흑석동병원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혜민병원    -  홍익병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경기·인천

인천 - 인하대학교병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나은병원

남양주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용인 -  다보스병원

강원도
원주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  강릉아산병원

경상남도 진주 -  경상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구광역시 대구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파티마병원

전라남도 순천 -  성가롤로병원

광주광역시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도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한라병원

 ※ 항공전문의사 개인일정 및 전출, 기타 병원 사정 등으로 검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예약 하기 바랍니다. 



37

[참조 : 공군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

◈ 공군 신체검사를 수검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이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만한 항공의학적 이상소견은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 불합격 사유

체격

▶ 신장·좌고·체중 제한 없음 
(단, ① 군조종사로 지원 시 군조종사 신체검사 체격기준(신장 162cm~196cm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될 수 있음 
② 신장이 160cm 이하의 경우, 실제 비행교육시 조종석 좌석조절이 제한되어 시야확보, 기재 취급 등 조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당 체격 기준은 본교에서 따로 정한 것으로,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과는 상이함  

안과

▶ 시력 : 나안시력 0.5 미만，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2.00D 또는 -1.50 D 초과,
                                                     1.50 D 초과하는 난시，2.00 D 초과하는 부동시
▶ 경도이상의 사위(외사위 6 PD 초과, 내사위 10PD 초과, 수직사위 1.5PD 초과), 모든 종류의 사시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신검일 기준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색각이상        ▶  입체 시이상        ▶  고안압증(22 mmHg 이상)        ▶  망막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각막 :각막염, 각막궤양, 진행성이거나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 혼탁, 각막이영양증, 원추각막 등
▶ 합병증을 동반하는 첩모난생
▶ 굴절교정술의 병력(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 콘텍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드림렌즈 포함)
  * 렌즈착용으로 각막의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굴절률 측정이 불가하여 불합격 처리됨

※ 굴절교정술 부적합 기준 
▶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0.50 D 또는 -5.50 D 초과
▶ 난시 : 3.00 D 초과 / 부동시 : 2.50 D 초과

※ 굴절교정술 관련 안내
▶ 굴절교정수술 적합 여부 검사는 본교에서 지정한 안과전문 병원에서 실시합니다.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에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굴절교정술 적합여부를 검사하므로, 입학 당시 본교지정 안과병원
에서 실시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학 후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만 21세 이상 도래 이후  
항공우주의료원과 협조하여 공군 협약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 굴절교정수술 적합자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민항공사로 취업 시 항공사별 신체검사기준에 따라 입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 결손치가 있는 경우  * 구조적/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저작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 
▶ 고정식 교정 장치를 장착한 경우 
*   신검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입학 후 비행훈련 전까지 치료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시 
‘조건부 합격’ 판정 가능(담당 치과의사 진단서는 신체검사 시 지참)

이비인후과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 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 급·만성 중이염(화농성, 진주종성, 장액성 등) 
▶ 유착성 중이염  *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 동반 시 불합격 
▶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메니에르 병         
▶  이관기능 장애                       ▶  현훈 발작의 병력
▶ 청력 이상(난청)                    ▶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 고막 천공                               ▶  전정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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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불합격 사유

신경과

정신과

▶ 경련성 발작, 경련성 질환의 병력, 원인불명의 의식소실 
▶ 재발성 두통(혈관성, 편두통성, 군집성)의 병력
▶ 뇌수두증                                                     ▶  두개내 종양(뇌실질, 뇌막)
▶ 신경계 발달 이상 : 척추분열증, 수막류, 지주막 낭종, 척수공동증, 아놀드-키아리 기형, 댄디-워커 기형 등 
▶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등)           ▶  척수염
▶ 미주신경성 실신                                        ▶  두부외상
▶ 개두술 및 두개골결손의 병력                 ▶  중추신경계의 신생물 병력
▶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질환
▶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 신검일 기준 최근 12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호흡기

▶ 자연 기흉의 병력             
▶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
▶ 기관지 천식 : 현재 증상 또는 과거 병력이 있고，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결핵이 재발한 병력
   *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치료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폐소엽 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기관, 기관지, 폐, 늑막 또는 종격동의 양성 및 악성 종양

순환기

▶ 심전도 이상 : 부정맥, 전도장애 등
▶ 고혈압 
▶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 시술 혹은 수술의 과거력
▶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심낭질환 등 
▶ Raynaud씨 병，Buerger씨 병，혈관 내 이식물 등

혈액

▶ 빈혈 및 적혈구 증다증
▶ 혈소판 결핍증 또는 혈소판 증다증, 출혈성 질환
▶ 백혈구 감소증                  
▶ 백혈병, 골수증식성 질환, 림프종

내분비

▶ 당뇨병                         
▶ 통풍 및 병력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병력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부신 기능이상                  
▶ 뇌하수체 기능이상
▶ 고지혈증(가족성 혹은 약물치료 필요시)

소화기

▶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및 재발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위/십이지장 수술병력
▶ 염증성 장질환                  
▶ 장 절제의 병력
▶ 간염 항원 보유자              
▶ 담석증, 담낭용종
▶ 간기능검사 이상 소견 
   * 약물 복용에 의한 경우 신검일 기준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재검사/판정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비장 부분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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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불합격 사유

비뇨기과

부인과

▶ 최근(크기에 따라 12~24개월 이내) 요로결석 및 제석술 병력
▶ 정계정맥류(육안 상 돌출, 통증 또는 기저질환 동반된 경우) 
▶ 정류고환, 양측 고환이 없는 경우 
▶ 반음양(hermaphroditism) 
▶ 자궁내막증의 병력 
▶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 증상을 동반하는 모든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정형외과

사지

▶ 경도이상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수염
▶ 주요 관절의 습관성 탈구 또는 아탈구
      예) 어깨 : 전방탈구 과거력 + 이학적 검사 상 불안정성 + MRI 병변 또는 수술한 병력
▶ 골절 후유증(불유합, 부정유합, 가관절형성 등)
▶ 체내 내고정물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관절 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
▶ 골관절 질환으로 인한 변형, 통증, 불안정성 또는 운동범위 감소 등
▶ 2.0cm 이상의 하지부동
▶ 발 : 만곡족, 강직성 편평족, 요족 변형, 무지외반 등
▶ 무릎 :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한 불안정증,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 오스굳씨 병 (x-ray 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척추

▶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척추/천장관절의 질환 또는 손상
▶ 요추 20도 이상,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척추 분리증, 척추 전위증
▶ 확실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 또는 수술 과거력
▶ 척추 골절 -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 한 개 이상의 척추갈림증(spina bifida)이 동일 부위 피부 함몰을 동반하거나 수술적으로 교정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 척추관절염, 척추강 협착증
▶ 재발성 요통 또는 경부통

신장

▶ 일측 신장의 결손 또는 저형성, 기능장애
▶ 마제철신 (horseshoe kidney)   
▶ 수신증 또는 농신증
▶ 지속 또는 재발하는 혈뇨  * 정밀검사 결과 ‘단순 특발성 혈뇨’인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신염, 신우염, 신우신염         
▶ 단백뇨(200mg/24hrs 초과) 

전신질환

▶ 탈감작치료를 요할 정도의 알러지 질환
▶ 아나필락시스 병력
▶ 류마티스 질환 및 이에 준하는 질환(강직성 척추염 등)
▶ 악성 종양, 군장 착용에 제한이 되거나 추후 치료가 필요한 양성 종양

피부과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건선 및 병력
▶ 손, 발의 만성 또는 심한 다한증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단순 피부묘기증 제외
▶ 편평태선(Lichen Planus)           
▶ 광과민성 피부질환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습진    
▶ 응괴성 여드름
▶ 군장 착용(헬멧, 마스크, 낙하산 장구 등)에 지장을 주는 모든 종류의 만성 피부질환(습진, 진균감염, 켈로이드 등) 
▶ 문신  * 1개(지름 7cm 초과)，2-5개(합계면적 30㎠ 이상) 또는 6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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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학제도 안내

가. 신입생

구분 장 학 명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액

성적우수

장학

수시

모집

논술우수자 전형 장학 논술우수자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의
1/4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장학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미래인재 전형 장학 미래인재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고른기회 전형 장학 고른기회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장학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장학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정시

모집

수능최우수 장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직전학기 성적이 3.50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

등록금의
전액

한진그룹 장학(학과수석) 학부(과)별 수학능력시험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일반학생 전형 장학 일반학생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의

1/4

저소득층

장학

은익A 장학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 -
260만원

은익B 장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가계소득
수준별

차등지급

은익C 장학
파산, 천재지변,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의
1/2

 ※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재학 중 수혜 가능한 장학금

구분 장 학 명

교내장학

전체수석, 학과수석, 학과차석, 정석C, 정석D, T&J, 보라호, 연계/융합 및 특성화 전공, 은익A, 은익B, 은익C, 국가유공자, 북한귀순동포, 
외국인학생 성적우수, 외국인학생 특별, 교환학생, 국제교류, 국가고시, 교직원직계자녀, 봉사, 계약학과, 해외탐방, 항대형제자매, 
군위탁생, 전문자격시험준비반, Premium English, 장애우복지, 홍보도우미, 특별, 교내근로, KAU프런티어, KAU전문인재, 
학생 활동마일리지 등

교외장학

삼성드림클래스, 한국공항공사, G-Track, 아산사회복지재단, 행복나눔, 동창회장학문화재단, 문주장학재단, 미래에셋, 인천공항 
Scholarship, 일주학술문화재단, DB김준기문화재단, 고양장학회, 천만장학회, 운항총동문회, 아미람, KT 창의혁신, 함세만, 
아시아나항대운항동문, 경영학부, 사연, 비교원12회, 86항공기계동문, HLOK, 김지윤 후배사랑, 써니, 화전중앙교회, 둥지, 나래4, 
삼토회, 최광돈, 국가교육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우수(이공계), 국가장학(1,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푸른등대, 서울희망, 농어촌 희망재단 등

10. 입학정보 안내

대표전화 (02)300 - 0114 신체검사 문의 (입학관리팀) (02)300 - 0229

입학상담 전화
(입학관리팀)

(02)300 - 0228, 0229, 0051, 
0052, 0446, 0447

등록 안내
(재무팀)

(02)300 - 0032, 0214

생활관 안내 (02)300 - 0435 ~ 0436 장학 안내 (학생지원팀) (02)300 - 0022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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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1]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지원자 유형 유형 I (                   )                 유형 II (                   ) 

 지원자의 지원유형 (유형 I, 유형 II)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만 모두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재
학
사
항

학교명 소재지 재학기간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거
주
사
항

구분 재학기간 중 주소변동내역 거주기간

지원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보호자(관계:          )

성명: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보호자(관계:          )

성명: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       년       월       일

 ※ 작성기준 - 유형 I : 중학교 입학일부터,  유형 II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 보호자란은 유형 I 지원자만 작성

 ※ 주소변동내역이 많을 경우 한글파일에서 줄을 추가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
호
자
직
업

부
 직장명 :                                                                                   연락처 :

 소재지 :

모
 직장명 :                                                                                   연락처 :

 소재지 :

 ※ 부, 모 또는 부모 모두 무직인 경우 무직이라 명시

 ※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 또는 어업이라고 명시

 ※ 보호자직업란은 유형 I 지원자만 작성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되어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교사 :                                                 (자필서명)

확인교사 연락처 :                                                                         

                                                              고등학교장

※  확인교사의 서명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교사의 개인정보는 위 확인서의 확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직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한국항공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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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2] 2021학년도 정시모집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 동일계열 확인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휴대전화

고등학교
재학사항

고  교  명
교육과정

(학과/전공)
재 학 기 간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동일계열
이수확인

 1. 모집단위와 고등학교 기준학과가 일치하는 경우 : ①번 항목만 작성

 2. 기준학과가 일치하지 않으나,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자 : ②번 항목만 작성

① 출신고교
    기준학과

② 지  원 자
    동일계열
    이수판단
    근       거

교과목명 단위수 교과목명 단위수

1. 6.

2. 7.

3. 8.

4 9

5. 10.

    ※ 지원자의 이수 교과목 중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교사
 성       명

                                 (자필서명)
확인교사
전화번호

위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이며, 귀 대학교 2021학년도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의 상기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기준학과 일치 또는 관련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등학교장

※  확인교사의 서명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교사의 개인정보는 위 확인서의 확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직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광역버스  R_ 1900, 9711A
● 간선버스  B_ 700, 707, 771
● 지선버스  G_ 66, 72, 73, 77. 82, 733, 7726, 7727

●  : 
●    

      

   
●  홍대입구역에서  

  

  
●     

  

  

  

● 

  

 
● 
● 리

 
●   

 

LOCATION

( )

G

IC

( )
화전역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는 서울역 18분, 홍대입구역에서 11분,
김포공항에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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