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 수험생 유의사항 ▣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불가
<복수지원>
▪ 본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전형에는 1개 학부(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 포함)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 시 모 집 대 학 (산 업 대 학 , 교 육 대 학 , 전 문 대 학 포 함 )의 합 격 자 (최 초 합 격 자 및 충 원 합 격 자 )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 됩니다.
<이중등록>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산 업 대 학 , 교 육 대 학 , 전 문 대 학 포 함 )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취소 및 등록금 환불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
<지원자 개인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는 수험생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적 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 관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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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사정관제 유사도검색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이 시스템은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색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표절을 근절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지원자격, 전형일자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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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 집 인 원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정원내
학 부(과)

전 공

정원외

논술
우수자
전형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미래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정원내
소계

농어촌
특성화
학생 고교출신자
특별전형 특별전형

39

57

27

9

132

9

4

39

55

23

9

126

8

3

•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과

-

13

18

9

3

43

3

2

항공재료공학과

-

10

15

7

2

34

2

1

16

24

11

3

54

4

-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 물류

항공운항학과

-

11

15

7

2

35

3

-

자유전공학부

-

18

14

-

-

32

-

-

경영학부

-

20

30

14

4

68

4

2

166

228

98

32

524

33

12

계

※ 이과학생은 본교 전 학부(과)에 지원 가능하며, 문과학생과 외고, 국제고 출신자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논술우수자 전형에는 이과학생, 문과학생 및 외고, 국제고 출신자 모두 본교 전 학부(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학부(과)별 지원 미달, 미등록 및 미충원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 해당 학부(과)의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의 지원 미달, 미등록
및 미충원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해당 전형 해당 학부(과)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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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 형 일 정
구 분

전형일정

입학원서 접수

2019. 9. 6(금) 09:00 ~ 2019. 9. 10(화) 18:00

서

2019. 9. 6(금) ~ 2019. 9. 27(금)

류 제

출

2019. 11. 16(토)
① 오전 : 10:00 ~ 11:30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논술고사
(논술우수자 전형)

② 오후 : 15:00 ~ 16:30

대학별 고사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일반면접

2019. 11. 30(토)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019. 10. 25(금)

논술우수자 전형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2019. 11. 25(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019. 11. 19(화) ~ 2019. 11. 20(수)

논술우수자 전형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2019. 11. 26(화) ~ 2019. 11. 27(수)

1단계 합격자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2019. 11. 25(월)

최종 합격자

전체 전형

2019. 12. 10(화)

신체검사
대상자 발표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신체검사
실시일자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2019. 12. 11(수) ~ 2019. 12. 13(금)

미등록 충원 충원합격자 발표

2019. 12. 14(토) ~ 2019. 12. 19(목) 21:00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2019. 12. 20(금) 16:00까지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2020. 2. 5(수) ~ 2020. 2. 7(금)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자에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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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시모집 전형별 안내
▪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
▪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 학생부 교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_정원외)
▪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_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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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논술우수자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39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39

소프트웨어학과

-

13

항공재료공학과

-

10

• 항공교통
• 물류

항공교통물류학부

16

항공운항학과

-

11

자유전공학부

-

18

경영학부

-

20

계

166

2. 자격기준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논

술

300점 (30%)

700점 (70%)

(기본점수 : 240점)

(기본점수 : 560점)

총

점

1,000점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34~37쪽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영역 및 반영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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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술고사
(1) 논술 유형 및 출제범위
지원학부(과)

논술 유형 및 문항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출제 범위
【수리논술】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수리논술 2문항

・수학 : 수학Ⅰ·Ⅱ, 미적분 Ⅰ·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수리논술】

항공교통물류학부

수리논술 1문항

항공운항학과

언어논술 1문항

수학Ⅰ·Ⅱ,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
【언어논술】
인문・사회 교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언어논술 2문항

【언어논술】
인문・사회 교과

(2) 논술고사 시간 : 90분
(3) 논술고사 일자 및 장소
대

상

자

논술고사 일자 및 장소

준비물

■ 고사 일시 : 2019. 11. 16(토)
① 오전 : 10:00 ~ 11:30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지원자 전원

수험표, 필기도구, 신분증

항공재료공학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② 오후 : 15:00 ~ 16:30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 고사 장소 : 2019. 11. 13(수)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4) 논술고사 유의사항
(가) 논술고사 전 별도 예비소집은 없으며 수험생은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본교의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된 일시에 논술고사 장소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논술
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다) 논술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히 대조하니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마)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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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사장에 입실 후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논술고사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은 줄 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검정색 볼펜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경우 또는 답안지에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면 그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논술고사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으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 비교내신 적용 방법
(1)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가)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나) 국내 외국인학교,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고, 체육고, 또는 마이스터고 출신자
(다)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라)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전부 이수자
(마)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일부이수자 중 국내에서 3학기 미만 이수한 자
(바)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2) 성적 산출 방법 : 논술고사 모집단위 석차기준으로 내신성적 산출
(가) 지원자의 논술고사 모집단위별 석차 기준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석차백분율 = 모집단위 석차 / 지원자 수(결시자 제외) × 100
(나) 아래 표에서 산출한 석차백분율을 포함하는 구간의 내신 반영점수를 산출합니다.
석차백분율

0.00
~4.00

4.01
~11.00

11.01
~23.00

23.01
~40.00

40.01
~60.00

60.01
~77.00

77.01
~89.00

89.01
~96.00

96.01
~100

내신
반영점수

298.5

295.5

292.5

289.5

286.5

283.5

280.5

262.5

238.5

5. 선발방법
가.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학부(과)별 최종합격자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 학부(과)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1)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3)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42~46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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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상

자

제출서류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2015년 2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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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온라인 자료 제공 범위 : 2015년 1회차 ~
2019년 1회차 까지)

검정고시 출신자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

§ 성적증명서
※ 국내 일부 이수자는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도 포함하여 제출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외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필수 (소재국)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이수 관련 확인서 원본 1부

※ 모든 서류(해외고교 관련 서류 제외)는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 : [등기우편] 2019.9.27(금)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19.9.27(금)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우 :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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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해외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후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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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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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기시스템공학

57

• 기계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55

•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과

-

18

항공재료공학과

-

15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24

• 물류

항공운항학과

-

15

자유전공학부

-

14

경영학부

-

30

계

228

2. 자격기준
가.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자 포함)
나. 지원이 불가한 자
(1)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국내 외국인학교,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고,
체육고, 또는 마이스터고 출신자
(3)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4)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부 이수자
(5)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일부 이수자 중 국내에서 3학기 미만 이수한 자
(6)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7) 본 대학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판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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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최저학력 기준 : 본 대학교 지원 학부(과)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중
지원학부(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나. 지원 학부(과)별 지정영역 : 40쪽 “수능최저학력기준 지정영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교과)
1,000점 (100%)

총

점

1,000점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34~37쪽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영역 및 반영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선발방법
가.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학부(과)별 최종합격자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
학부(과)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1)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3)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42~46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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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구분

대

상

자

제출서류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국
내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2015년 2월 졸업자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국
외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해외고 졸업(예정)자 중 국내 3학기 이상 이수자는 “졸업(예정)증명서”, “국내고교 수학기간 학교생활
기록부 사본” 제출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필수 (소재국)

※ 모든 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 : [등기우편] 2019. 9. 27(금)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19. 9. 27(금)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우 : 10540)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해외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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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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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기시스템공학

27

• 기계공학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3

•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과

-

9

항공재료공학과

-

7

• 항공교통

항공교통물류학부

11

• 물류

항공운항학과

-

7

자유전공학부

-

-

경영학부

-

14

계

98

2. 자격기준
가.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우리 대학 학부(과) 특성화 분야에 잠재적 능력을 가진 자
(2)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보유한 자
(3) 항공우주분야에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한 자
(4) 미래를 선도할 리더십을 갖춘 자
(5) 기타 특별활동이나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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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이 불가한 자
(1)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취득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5년 2월 이후 고교 졸업 학력 취득자만 지원 가능
(3) 본 대학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판정한 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서류종합평가

일반면접

1,000점 (100%)

1단계

총

-

(기본점수 : 800점)

점

1,000점

단계별
2단계

700점 (1단계 성적 70%)

300점 (30%)

(기본점수 : 560점)

(기본점수 : 240점)

비

고

1단계 3배수

1,000점

선발

나. 서류종합평가 방법
(1) 1차 : 학교생활기록부 및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입학사정관 2인의 개별 평가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을 활용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증기준을
준수하여 표절, 대필 및 허위사실 검증을 위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함
(2) 2차 : 입학사정관 서류평가 결과 검토
(3) 3차 : 서류평가위원회에서 재검 및 최종 결과 확정
다. 일반면접
(1) 면접방법 : 수험생 1명에 대하여 2인의 면접위원이 일반면접 실시
(2) 면접일자 및 대기장소
대

상

자

면접 일자 및 면접 대기 장소

1단계 합격자
전원

▪ 면접일자 : 2019. 11. 30(토) 오전/오후
▪ 수험생별 면접시각 및 대기장소는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준 비 물
수험표, 필기도구,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3) 일반면접 유의사항
(가) 일반면접 전 별도 예비소집은 없으며 수험생은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본교의 지정된 면접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된 일시에 면접 대기장소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면접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히 대조하니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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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면접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수험생의 출신고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은
금지합니다.
(마)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제외한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명시한 경우, 면접 시 학교장 직인이 첨부된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 내용은 제출 불필요)
(바)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합니다.
(사) 면접고사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2019. 11. 25(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선발방법
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나. 2단계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학부(과)별 최종합격자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학부(과)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라. 일반면접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1)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3)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42~46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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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대 상

자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 원서접수 시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공통사항

(2019. 9. 27(금) 18:00까지 수정가능)
※ 반드시 온라인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 불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출서류 없음

2020 2월 졸업예정자
~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2015년 2월 졸업자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 추천서 1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제공 동의자

§ 활동보고서
(온라인 자료 제공 범위 : 2015년 1회차 ~ 2019년
1회차 까지)

해당사항

검정고시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

§ 추천서 1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 활동보고서

§ 졸업(예정)증명서(최종 학교) 원본 1부
§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외국에서 고교과정 일부 또는 전부 이수자

(단, 국내고교 수학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출신자 포함)

§ 추천서 1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 활동보고서
§ 종합기록표

※ 검정고시 출신자와 외국에서 고교과정 일부 또는 전부 이수자의 경우 서류평가시 추천서와 활동보고서가
주요 평가자료 이므로 충실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 : [등기우편] 2019.9.27(금)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19.9.27(금)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우 :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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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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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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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기시스템공학

9

• 기계공학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부

9

•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과

-

3

항공재료공학과

-

2

• 항공교통

항공교통물류학부

3

• 물류

항공운항학과

-

2

자유전공학부

-

-

경영학부

-

4

계

32

2. 자격기준
가.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
(6.18자유상의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단, 6.25 참전유공자 제외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만 포함)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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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균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이 불가한 자
(1)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 학력 취득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5년 2월 이후 고교 졸업 학력 취득자만 지원 가능
(3) 본 대학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판정한 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서류종합평가

일반면접

1,000점 (100%)

1단계

총

-

(기본점수 : 800점)

점

1,000점

단계별
2단계

700점 (1단계 성적 70%)

300점 (30%)

(기본점수 : 560점)

(기본점수 : 240점)

비

고

1단계 3배수

1,000점

선발

나. 서류종합평가 방법
(1) 1차 : 학교생활기록부 및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입학사정관 2인의 개별 평가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을 활용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증기준을
준수하여 표절, 대필 및 허위사실 검증을 위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함
(2) 2차 : 입학사정관 서류평가 결과 검토
(3) 3차 : 서류평가위원회에서 재검 및 최종 결과 확정
다. 일반면접
(1) 면접방법 : 수험생 1명에 대하여 2인의 면접위원이 일반면접 실시
(2) 면접일자 및 대기장소 안내
대

상

자

1단계 합격자
전원

면접일자 및 면접 대기 장소
▪ 면접일자 : 2019. 11.30(토) 오후
▪ 수험생별 면접일시 및 대기장소는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준 비 물
수험표, 필기도구,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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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면접 유의사항
(가) 일반면접 전 별도 예비소집은 없으며 수험생은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본교의 지정된 면접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된 일시에 면접 대기장소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다) 면접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히 대조하니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면접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수험생의 출신고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은
금지합니다.
(마)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제외한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명시한 경우 면접 시 학교장 직인이 첨부된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 내용은 제출 불필요)
(바)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합니다.
(사) 면접고사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2019.11.25.(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선발방법
가. 다단계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나. 2단계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학부(과)별 최종합격자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학부(과)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라. 일반면접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1)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3)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42~46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KOREA AEROSPACE UNIVERSITY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대

상 자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 원서접수 시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공통사항

(2019. 9.27(금) 18:00까지 수정가능)
※ 반드시 온라인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 불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2015년 2월 졸업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 추천서 1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제공 동의자

§ 활동보고서
(온라인 자료 제공 범위 : 2015년 1회차 ~ 2019년
1회차 까지)

해당사항

검정고시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추천서 1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 활동보고서
§ 졸업(예정)증명서(최종 학교) 원본 1부
§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외국에서 고교과정 일부 또는 전부 이수자

(단, 국내고교 수학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출신자 포함)

§ 추천서 1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 활동보고서
§ 종합기록표

※ 검정고시 출신자와 외국에서 고교과정 일부 또는 전부이수자의 경우 서류평가시 추천서와 활동보고서가
주요 평가자료 이므로 충실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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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별 추가서류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 국가보훈처장 확인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보훈번호와 대상구분(한글표기) 1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발급

§ 국가보훈처장 확인서
국가유공자의 자녀

(보훈번호와 대상구분(한글표기) 1부

(6.18자유상의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국가보훈대상자가 수험생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예) 국가보훈대상자가 “부”인 경우 “부” 기준
으로 발급

§ 국가보훈처장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보훈번호와 대상구분(한글표기) 1부

그의
자녀(수당지급대상자)

수당지급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가보훈대상자가 수험생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예) 국가보훈대상자가 “부”인 경우 “부” 기준
으로 발급

§ 국가보훈처장 확인서
(보훈번호와 대상구분(한글표기) 1부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수험생 본인이 아닌 경우

그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예) 국가보훈대상자가 “부”인 경우 “부” 기준
으로 발급

§ 국가보훈처장 확인서
(보훈번호와 대상구분(한글표기) 1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 수험생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예) 국가보훈대상자가 “부”인 경우 “부” 기준
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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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
대상자

제 출 서 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제2조 제1호(2호)에 따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

차상위 자활급여

발급처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해당자)
차상위 장애수당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해당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족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1부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기회균형 지원대상자가 수험생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예) 기회균형 지원대상자가 “부”인 경우 “부” 기준으로 발급

※ 학력관련 공통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지원자격별 추가서류(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기회균형 자격 증빙서류)는 2019. 9. 6(금)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 : [등기우편] 2019.9.27(금)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19.9.27(금)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우 :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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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학력관련 공통서류는 입학원서 접수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지원자격별 추가서류(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기회균형 자격증빙 서류)는 2019. 9. 6(금)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합니다.
③ 해외고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3 -

KOREA AEROSPACE UNIVERSITY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학생부 교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_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기시스템공학

9

• 기계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8

소프트웨어학과

-

3

항공재료공학과

-

2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4

• 물류

항공운항학과

-

3

자유전공학부

-

-

경영학부

-

4

계

33

2.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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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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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자 [유형 II]
다. 위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자 포함)
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불가능한 자 [유형 I]
(1)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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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중 1인이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단 하루라도 거주한 자
(4)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 상에 본인 및 부모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직권말소 된 기록이 있는 자
(5)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자
(6)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7)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8)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불가능한 자 [유형 II]
(1)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자
(3)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단
하루라도 거주한 자
(4)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전 재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 상에 본인이 단 하루라도
직권말소 된 기록이 있는 자
(5)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자
(6)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7)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8)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바. 지원자격 특이자 (유형 I 지원자에만 해당)
구분

지원자격이 특이한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①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②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부모의 이혼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 단, 이 경우 지원자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에 계속 동거하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며, 부모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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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은 중학교, 유형 II는 초등학교 기준
(2)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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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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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의 경우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입학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유형 I

: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유형 II : 본인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 6일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여야 함).
※ 고교 졸업일 이전에 주소지가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최저학력 기준 : 본 대학교 지원학부(과)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중
지원학부(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항공운항학과
경영학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나. 지원학부(과)별 지정영역 : 40쪽 “수능최저학력기준 지정영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총

1,000점 (100%)

점

1,000점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34~37쪽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영역 및 반영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선발방법
가.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학부(과)별 최종합격자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1) 입학전형성적 총점 동점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 순위와 같습니다.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 본교 환산점수 기준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국어교과 순의 고득점자

●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 본교 환산점수 기준 영어교과, 수학교과, 국어교과,
과학 또는 사회교과 순의 고득점자

●

경영학부 : 본교 환산점수 기준 영어교과, 국어교과, 수학교과, 과학 또는 사회교과 순의 고득점자

(2) 위의 “(1)”까지 동점인 경우에도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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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학부 (과)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1)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중 총점 성적순 3배수 인원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자
또는 적합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3) 신체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42~46쪽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전원

~
2015년 2월 졸업자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비
§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
고등학교 출신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고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본교 소정양식 1부. [별첨 서식-1]

§ 부, 모, 학생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준 : 부 또는 모)
§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할 것

유형 I

부 ․ 모, 학생의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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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자료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유형Ⅱ
지원자

해당자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자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부 ․ 모, 학생의 주민등록초본(2020.2.28. 기준) 각 1부 (2020.3.6. 까지)

※ 모든 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 : [등기우편] 2019. 9. 27(금)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19. 9. 27(금)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우 :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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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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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_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부(과)

전

공

•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기시스템공학

4

• 기계공학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3

소프트웨어학과

-

2

항공재료공학과

-

1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

• 물류

항공운항학과

-

-

자유전공학부

-

-

경영학부

-

2

계

12

2. 자격기준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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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지원 불가능한 자
(1)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3)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4) 마이스터고 출신자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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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최저학력 기준 : 본 대학교 지원학부(과)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중
지원학부(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경영학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나. 지원학부(과)별 지정영역 : 40쪽 “수능최저학력기준 지정영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

분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총

1,000점 (100%)

점

1,000점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34~37쪽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영역 및 반영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선발방법
가. 총점 성적순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학부(과)별 최종합격자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1) 입학전형성적 총점 동점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 순위와 같습니다.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 본교 환산점수 기준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국어교과 순의 고득점자

●

소프트웨어학과 : 본교 환산점수 기준 영어교과, 수학교과, 국어교과, 과학 또는 사회교과 순의 고득점자

●

경영학부 : 본교 환산점수 기준 영어교과, 국어교과, 수학교과, 과학 또는 사회교과 순의 고득점자

(2) 위의 “(1)”까지 동점인 경우에도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합니다.
나.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미달되어 본교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학부(과)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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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자동차과,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섬유과, 인쇄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생물공학기술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소프트웨어학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건축과, 기계과, 금속재료과, 산림자원과, 섬유과, 세라믹과, 인쇄과, 자동차과,

항공재료공학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 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관광농업과, 환경공업과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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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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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2015년 2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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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계열 확인서

고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 본교 소정양식 1부.[별첨 서식-2]

※ 모든 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2019. 9. 6(금)) 기준 30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 : [등기우편] 2019.9.27(금) 소인분까지 / [직접방문] 2019.9.27(금) 18:00까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우 :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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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사본 제출시에는 국내 출신고등학교장이나 우리대학 입학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하여 등록하면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됩니다.)
②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우편발송 2~3일 이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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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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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반영영역 및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반영교과영역
지원학부(과)

반영방법
반영교과수

반영교과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4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항공재료공학과

매학기
반영교과 영역별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최고석차등급
4

국어, 영어, 수학, 과학(또는 사회)

각 1과목 반영
(매학기 4과목 반영)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4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 반영교과 석차등급을 활용하여 성적산출을 하며, 석차등급이 없어서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성적산출 불가시 비교내신 적용)
※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에서는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성적은 성적산출시 제외합니다.
※ 국사는 사회교과에 포함됩니다.
※ 도덕교과는 사회교과에 포함됩니다.
※ 외국어, 외국어에 관한 교과영역 중 영어 관련 교과목은 인정됩니다.
※ 과학에 관한 교과는 과학으로 인정됩니다.
※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교과는 제외합니다.
※ 반영교과목이 한 학기라도 없는 경우 성적 반영방법
- 반영교과목이 없는 학기를 제외하고 과목별 환산평균점수를 산출합니다.
※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에서 사회 또는 과학 교과 반영
기준은 사회 또는 과학교과 이수 단위수의 합이 큰 영역을 반영합니다.(학기별 비교가 아닌 고등학교 전
과정의 이수단위 합을 비교함)
단, 이수 단위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에는 환산점수가 높은 교과영역으로 반영합니다.
이과학생은 본교 전 학부(과)에 지원 가능하며, 문과학생과 외고, 국제고 출신자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논술우수자 전형에는 이과학생, 문과학생 및 외고, 국제고 출신자 모두 본교 전 학부(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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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과)별 반영교과 반영비율
반영교과영역
지원학부(과)

국어

외국어(영어)

수학

과학

사회

15%

30%

35%

20%

-

20%

30%

30%

20%

25%

35%

20%

20%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3. 학교생활기록부 학년별 반영비율
구

1학년

분

1학기

졸업예정자

2학년
2학기

1학기

3학년
2학기

1학기

학년학기별 동일비율 반영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2학기
-

학년학기별 동일비율 반영

※ 조기졸업자는 2학년 2학기까지 학년별 동일비율로 반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방법
1. 석차등급 환산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9

98

97

96

95

94

88

80

2. 성적 산출방법
가. 반영교과영역별 환산평균점수를 산출합니다.(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별 환산점수) / 반영교과 수
※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환산평균점수에 반영교과영역별 반영비율을 곱합니다.(100점 만점)
A = ∑(과목별 환산평균점수 × 반영비율)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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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전형 단계별 학교생활기록부 총점으로 환산합니다.
구분

전형명

학교생활기록부 환산 공식

논술우수자 전형

A × 3 (300점 만점)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A × 10 (1,000점 만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A x 10 (1,000점 만점)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A × 10 (1,000점 만점)

비고

정원내

정원외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성적산출 예>
▣ 수시모집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고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1. 학교생활기록부 예시
1학년
교

2학년

1학기

과

2학기

1학기

3학년
2학기

1학기

단위수

석차
등급

단위수

석차
등급

단위수

석차
등급

단위수

석차
등급

단위수

석차
등급

국어

4

3

4

1

3

1

2

2

3

1

국어(작문)

4

4

3

2

3

3

3

3

3

3

영어

4

2

4

2

3

1

3

3

3

1

미분과 적분

4

1

4

3

2

1

3

3

2

1

기하와 벡터

3

1

2

4

3

1

3

2

3

2

물리 II

3

2

3

4

3

1

2

3

3

4

화학 I

2

3

4

5

2

1

2

4

2

1

2. 산출방법
가. 반영교과영역별 환산평균점수를 산출한다.(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별 환산점수)/반영교과 수
※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1) 국어 : 3등급(98점) + 1등급(100점) + 1등급(100점) + 2등급(99점) + 1등급(100점) / 반영교과수(5) = 99.4점
2) 외국어(영어) : 2등급(99점) + 2등급(99점) + 1등급(100점) + 3등급(98점) + 1등급(100점)/ 반영교과수(5) = 99.2점
3) 수학 : 1등급(100점) + 3등급(98점) + 1등급(100점) + 2등급(99점) + 1등급(100점)/ 반영교과수(5) = 99.4점
4) 과학 : 2등급(99점) + 4등급(97점) + 1등급(100점) + 3등급(98점) + 1등급(100점) / 반영교과수(5) = 9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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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산평균점수에 반영교과영역별 반영비율을 곱합니다.(100점 만점)

∑(과목별 환산평균점수× 반영비율)
※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1) 국어 : 99.4 × 0.15 = 14.91점
2) 외국어(영어) : 99.2 × 0.3 = 29.76점
3) 수학 : 99.4 × 0.35 = 34.79점
4) 과학 : 98.8 × 0.2 = 19.76점
= 14.91점 + 29.76점 + 34.79점 + 19.76점 = 99.22점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총점에 맞게 점수를 환산합니다.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이므로 A × 10(1,000점 만점)으로 환산
= 99.22 × 10 = 992.2점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 동의 관련 안내
1. 개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입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를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학에 온라인으로 송부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합니다.
※ 온라인으로 송부 받은 학교생활기록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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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해당 학생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용대상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0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대상교 출신자
가. 학교생활기록부 : 2020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부터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자 포함)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 : 본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미래인재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

3.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항목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의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제공
① 인적사항 ② 학적사항 ③ 출결사항 ④ 수상경력 ⑤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⑥ 진로희망사항 ⑦ 진로지도상황
⑧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⑨ 교과학습발달상황 ⑩ 독서활동상황 ⑪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인적사항”은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을 제외한 일부항목(학생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3개 세부 항목)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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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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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방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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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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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제출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우측하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논술우수자 전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와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라. 제출기한 : 2019.9.27(금) 18:00까지
마. 제출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우 : 10540)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자료의 위 ․ 변조여부를 출신고교에 조회하여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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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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회차부터 2019년 1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5년도
이전 및 2019년 2회차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본교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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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최저학력기준 지정영역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본 대학교 지원학부(과)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중
해당 전형명

지원학부(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항공재료공학과
․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소프트웨어학과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항공교통물류학부

․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항공운항학과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2. 학부(과)별 수능 지정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지원학부(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가

과탐/*직탐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단일유형

항공운항학과

단일유형
가/나

사탐/과탐/*직탐

가/나

사탐/과탐/*직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 직업탐구의 경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특성화고교 출신자) 및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한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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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 중 부합되는 과목의 합이 수능최저학력기준 만족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예시 1]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는 ‘수학 가’형이 본교 지정영역이나 지원자가
‘수학 나’형을 응시하였을 경우에는 ‘수학 나’형을 제외하고, ‘국어+영어’ 또는 ‘국어+과탐’ 또는 ‘영어+과탐’의
합이 6등급(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이내로 취득한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함.
그러나 ‘수학 나+국어’ 또는 ‘수학 나+영어’ 또는 ‘수학 나+과탐’의 합이 6등급(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이내로
취득한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2]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는 ‘수학 가/나’형 및 ‘사탐/과탐’이
모두 본교 지정영역에 해당하므로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이 2개 영역 합이 5등급(탐구영역은 1과목 반영)
이내로 취득한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함.
※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탐구영역에 직업탐구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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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충원 안내
1. 미등록 충원 기간 : 2019. 12. 14(토) ~ 2019. 12. 19(목) 21:00까지
2.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 2019. 12. 20(금) 16:00까지
3. 미등록 충원 범위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2배수 원칙으로 합니다.
4. 미등록 충원 합격자는 미등록 충원 합격 후보자 중 등록을 한 자만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단, 미등록 충원 합격자 중
정해진 예치금 납부 기간내에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
1. 신체검사 대상자 :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신체검사 대상자로 합니다.

2. 신체검사 기준
- 공군 신체검사[공중근무자 1급] 또는 민간 신체검사[항공신체검사 1종(화이트카드)]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검사기준별로 실시병원 및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인정 신체검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약물(특정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감기약, 한약, 민간요법 약제 등)을 복용할 경우 신체검사 당일로부터
최소한 1주 이상 중단해야 합니다.
나.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하고, 신체검사 미실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학교지정 검사기관 및 본교 신체검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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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 신체검사 안내
-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군 신체검사[공중근무자 1급] 또는 민간 신체검사[항공신체검사 1종
(화이트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학부(과)

실시기준

공군 신체검사

민간 신체검사

공군 공중근무자 1급

항공신체검사 1종

(주요 불합격 사유는 모집요강 44페이지 참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 참조)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 서울 :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 인천 : 인하대병원

실시장소

- 원주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대구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 진주 : 경상대학교병원

신체검사
방법 및
일정

지정된 일자에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수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

- 교과성적우수자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칙 별지 제 44호 서식)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 2019. 11. 19(화) ~ 11.20(수)
- 논술우수자전형, 미래인재전형, 고른기회 전형
: 2019. 11. 26(화) ~ 27(수)

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 서식)
을 제출기한 내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29(금)까지

신체검사
합격에
해당하는

합격 또는 굴절교정수술 조건부합격

적합
(조건부 적합은 신체검사 불합격에 해당)

결과
검사결과는 검사 당일 확인가능

① 원서접수일 또는 서류제출일 당시 유효한

단, 재검대상자는 검사결과 확인에 2~3주

서류를 인정함(증명서상 유효기간은 통상

가량 소요될 수 있음

1년 내외임)
② 제출기한 내 적합 판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비고

못한 경우 불합격
③ 병원예약부터 결과 확인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함

참고사항

입학 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에 응시하는 학생은 공군 신체검사를 다시 수검하게 되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 진로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음

* 민간 신체검사 실시병원 현황은 2019년 4월 현재 기준임
* 민간 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은 항공우주의학협회 (http://www.asmak.or.kr/)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증명 온라인신청(https://www.esky.go.kr/MedCert.jsp) 참고
*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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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공군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사유 안내]
‣ 공군 신체검사를 수검하고자 하는 학생은 하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1급)’ 주요 불합격 사유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이외의 질병사항도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이 결정합니다.
구분

체격

주요 불합격 사유
• 신장 제한 없음
(단, ① 군조종사로 지원 시 군조종사 신체검사기준(신장 162cm~196cm)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음
② 160cm 이하의 경우, 실제 비행교육시 조종석 좌석조절이 제한되어 시야확보, 기재 취급 등 조종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체격 기준은 상기의 본교 별정기준을 적용하며, 이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과는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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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위의 경우 6 PD 초과)와 모든 종류의 사시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색각이상
• 고안압증(22 mmHg 이상)
• 망막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각막 :각막염, 각막궤양, 혼탁 등
• 합병증을 동반하는 첩모난생
• 굴절교정술의 병력(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 콘텍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 굴절교정술 부적합 기준
• 교정시력 1.0 미만

안과

• 굴절 : 어떠한 경선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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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병원에서 실시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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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검사기준에
따라 입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지

정형
외과

척추

• 경도이상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수염
• 주요 관절의 습관성 탈구 또는 아탈구
예) 어깨 : 전방탈구 과거력 + 이학적 검사 상 불안정성 + MRI 병변
• 골절 후유증(불유합, 부정유합, 가관절형성 등)
• 체내 내고정물이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관절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
• 관절운동범위 감소
• 2.0cm 이상의 하지부동
• 발 : 만곡족, 강직성 편평족, 요족 변형 등
• 무릎 :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한 불안정증,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 오스굳씨 병 (x-ray 상 분리 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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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하거나 수술적으로 교정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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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이상 : 부정맥, 전도장애 * 정상변이는 불합격 제외 가능
• 고혈압 : 수축기 140mmHg이상 또는 이완기 90mmHg이상
순환기

• 선천성 심장질환 및 심장수술의 과거력
•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등
• Raynaud씨 병，Buerger씨 병，혈관 내 이식물 등
• 특발성 기흉의 병력

•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

• 기관지 천식 : 현재 증상 또는 과거 병력이 있고，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
호흡기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결핵이 재발한 병력

*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폐소엽 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및 재발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위/십이지장 수술병력
소화기

•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 장 절제의 병력

• 간염 항원 보유자
• 간기능검사 이상소견

• 담석증, 담낭용종

* 약물에 의한 경우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재검사/판정

내분비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비장 부분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당뇨병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병력

• 통풍 및 병력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부신 기능이상

• 뇌하수체 기능이상

• 혈액검사 상 빈혈로 헤모글로빈 10g/dL 미만
혈액

• 혈소판 결핍증 또는 혈소판 증다증
• 백혈구 감소증
• 백혈병, 골수증식성 질환, 림프종
• 일측 신장의 결손 또는 저형성, 기능장애
• 마제 철신 (horseshoe kidney) • 수신증 또는 농신증

신장

• 지속 또는 재발하는 혈뇨
* 정밀검사 결과 ‘단순 특발성 혈뇨’인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단백뇨(200mg/24hrs 초과)
• 최근(크기에 따라 12〜24개월 이내) 요로결석 및 제석술 병력
• 정계 정맥류(육안 상 돌출, 통증, 또는 기저질환 동반된 경우)

비뇨기과
부인과

• 정류고환, 양측 고환이 없는 경우
• 반음양(hermaphroditism)
• 자궁내막증의 병력
•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 증상을 동반하는 모든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 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 급·만성 중이염(화농성, 진주종성, 장액성 등)

이비인후과

• 유착성 중이염 *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이상의 청력손실 동반 시 불합격
•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메니에르 병

•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 이관기능 장애
• 현훈 발작의 병력

• 고막 천공
• 전정기능 이상

• 청력 이상(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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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련성 발작, 경련성 질환의 병력
• 재발성 두통(혈관성, 편두통성, 군집성)의 병력
• 뇌수두증
• 두개 내 종양(뇌실질, 뇌막)
• 신경계 발달 이상 : 척추분열증, 수막류, 지주막 낭종, 척수공동증, 아놀드-키아리 기형,
신경과
정신과

댄디-워커 기형 등
•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등) • 척수염
• 미주신경성 실신
• 두부외상
•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기분장애(우울, 양극성 장애 등) 또는 이전의 병력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건선의 이전 병력

• 손, 발의 만성 또는 심한 다한증

피부과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단순 피부묘기증 제외
• 편평태선(Lichen Planus)
• 광과민성 피부질환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습진
• 군장 착용(헬멧, 마스크, 낙하산 장구 등)에 지장을 주는 모든 종류의 만성
피부질환(습진, 진균감염, 켈로이드 등)
• 문신

* 1개(지름 7cm초과)，2-5개(합계면적 30㎠이상) 또는 6개 이상

• 결손치가 있는 경우 * 구조적/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저작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
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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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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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료

1. 전형료
전형료
구분

전형명
1단계

2단계

계

논술우수자 전형

68,000원

68,000원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43,000원

43,000원

정원내
미래인재 전형

70,000원

25,000원

95,000원

고른기회 전형

7,000원

-

7,000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3,000원

43,000원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3,000원

43,000원

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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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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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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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재 전형 1단계 불합격한 수험생에 한하여 2단계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 접수가 완료된 이후 원서접수 기간 이후 전형료를 환불 받더라도 수시에 지원한 횟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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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 : 전형료 외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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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험생 유의사항
기본 유의사항
※ 수험생은 아래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입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안내
가. 본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 중복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전형에는 1개 학부(과)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나.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 포함)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
됩니다.
라.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바. 수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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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습니다.
사.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미등록 충원안내
가. 충원합격자는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통지인 경우 입학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나. 미등록 충원(전화충원) 중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연락이 두절(통화시도 3회)되는 자는 미등록 충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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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사항
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모든 전형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나. 입학원서 접수 완료 (전형료 결제 완료) 이후 에는 지원 철회 혹은 지원 전형, 지원 모집단위 등의 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완료)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또한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라. 전형기간 중 긴급 연락될 수 있도록 출신고교 전화번호, 지원자 및 보호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
마. 입학원서에 기재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입학전형 자료(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및 제출서류 등) 위․변조,
대리시험 등 입학전형에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바.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자에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소정의 등록 기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대학교에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경우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모두
필독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차.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불량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입학전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모집요강 이외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관리지침에 의합니다.
타. 최종합격자 중 고교졸업예정자가 2020년 3월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합격한 자는 입학 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국외소재 고교에서 발급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치거나, 아포
스티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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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본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한 것을 본교는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확정 기준일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변경 사항 표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과학생은 본교 전 학부(과)에 지원 가능하며, 문과학생과 외고, 국제고 출신자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논술우수자 전형에는 이과학생, 문과학생 및 외고, 국제고 출신자 모두 본교 전 학부(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논술고사, 면접고사 관련 사항
※ 본 대학교에서는 수험생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 논술고사(논술우수자 전형), 일반면접(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일반면접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히
대조하므로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장 또는 대기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바.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사. 고사장에 입실 후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와 성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논술고사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은 줄 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검정색 볼펜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경우
또는 답안지에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면 그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논술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수시모집 : 2019. 9 .6(금) 09:00 ~ 2019. 9. 10(화) 18:00
※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접수이며 단, 접수마감일에는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시간에는 사용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므로 되도록 마감 1시간 전에 원서접수를 마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나. 서류 제출
(1) 각 전형별 제출서류(전형별 “제출서류” 참고)를 확인 후 서류를 제출마감일까지 본 대학교
입학관리 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우 :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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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수험생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적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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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전산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학력조회 동의여부, 전형료/등록금 반환계좌번호 등
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회사에 회원가입 시 회원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
하고 접수 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접수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지원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학원서에 첨부되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cm×4cm)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이미지(배경사진, 옆모습 등)를 업로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긴급한 경우 연락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여부란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 입시관련 안내 메일 및 합격 시 원서기록정보가 학사행정정보로 활용)
바.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접수 후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공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발생시 문의처
문 의 처

접 속 사 이 트

문 의 전 화

(주)진학사

www.jinhakapply.com

154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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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 h a k .k a u .a c .k r)에 접속


2020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이트에 접속(문의 : 1544-7715)


회원가입(무료)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시 유의사항 확인


입학원서 작성 및 사진 파일 업로드


전형료 결제전 최종 입력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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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화면(수험표 출력)
※ 입학원서는 일괄 출력하므로 지원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서류 해당란에 Ⅴ 표시


서류 제출
￭ 우편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발 송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우 10540)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www.jinhakapply.com)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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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안내
1. 입사자격 :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2. 신청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시 【기숙사 신청여부】 란에 “V" 표기합니다.
※ 생활관 신청 미표기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 차후 재신청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3. 선발방법 : 신청인원 수를 고려하여 각 전형별, 모집단위별 및 남․여별 입학성적 및 원거리 반영
하여 선발합니다.

4. 생활관 합격자 발표: 일자 및 자세한 선발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입사일자 : 2020.2.26(수) ~ 2020.2.28(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생활관 홈페이지(www.kau.ac.kr/sub/dormitory)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서에 대기하는 입사희망자를 위하여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나. 입사가 허가된 자라도 법정 전염병 환자는 입사를 취소합니다.
다. 기타문의 : 생활관 운영실(02-300-0435~6)

등록 안내
1. 등록확인 예치금 납입 안내
가. 등 록 기 간 : 2019.12.11(수) ~ 2019.12.13(금) 16:00까지
나. 예 치 금 액 : 추후공지
다. 등 록 장 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2.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 안내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을 신청
해야 합니다.
가. 환불 신청기간 : 2019.12.11(수) ~ 2019.12.19.(목) 20:00까지
나. 신청장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hak.k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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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확인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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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받은 후 인증번호 입력
4) 성명, 지원학부(과), 환불금액 등 확인한 후 환불 신청

3. 잔여등록금(본 등록) 납입안내
가. 등 록 기 간 : 2020. 2. 5(수) ~ 2020. 2. 7(금) 16:00까지
나. 잔여 등록금액 : 추후공지
다. 등 록 장 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라. 등록금고지서 : 2020년 2월초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4. 등록 유의사항
가.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만 출력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잔여등록금 납입시 국가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보훈청에서 발행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학생지원팀(02-300-0023)에 제출하여 장학혜택을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확인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납입 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시어 미등록으로 인한 불합격을
사전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라.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등록확인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확인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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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1. 신입생
구 분

장 학 명

장학생 선발기준

논술우수자 전형 장학

논술우수자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장학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미래인재 전형 장학

미래인재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시
모집

장학금액

등록금의
고른기회 전형 장학

고른기회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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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장학

장학금
수학능력시험 성적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수능최우수 장학

등록금 전액 장학금(직전학기 성적이 3.50미만일 경우
등록금의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

전액

정시

한진그룹 장학

학부(과)별 수학능력시험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모집

(학과수석)

전액 장학금

일반학생 전형 장학

일반학생 전형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은익A 장학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의
1/4
등록금 260만원
가계소득

저소득층

은익B 장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

수준별
차등지급

파산, 천재지변,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은익C 장학

갑자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의
1/2

※ 2020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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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 중 수혜 가능한 장학금
구 분

장 학 명
전체수석, 학과수석, 학과차석, 정석C, 정석D, T&J, 보라호, 연계/융합 및 특성화 전공,
은익A, 은익B, 은익C, 국가유공자, 북한귀순동포, 외국인학생 성적우수, 외국인학생 특별,

교내장학

교환학생, 국제교류, 국가고시, 교직원직계자녀, 봉사, 계약학과, 해외탐방, 항대형제자매,
군위탁생, 전문자격시험준비반, Premium English, 장애우복지, 홍보도우미, 특별, 교내근로,
KAU프런티어, KAU전문인재, 학생 활동마일리지 등

삼성드림클래스, 한국공항공사, G-Track, 아산사회복지재단, 행복나눔, 동창회장학문화재단,
문주장학재단, 미래에셋, 인천공항 Scholarship, 일주학술문화재단, DB김준기문화재단, 고양
장학회, 천만장학회, 운항총동문회, 아미람, KT 창의혁신, 함세만, 아시아나항대운항동문,
교외장학

경영학부, 사연, 비교원12회, 86항공기계동문, HLOK, 김지윤 후배사랑, 써니, 화전중앙교회,
둥지, 나래4, 삼토회, 최광돈, 국가교육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국가우수(이공계), 국가장학(1,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푸른등대, 서울희망, 농어촌
희망재단 등

입시정보 안내

대표전화

신체검사 문의

(02) 300 - 0114

(입학관리팀)

(02) 300 - 0229

(02) 300 - 0228, 0229,
입학상담 전화
(입학관리팀)

0445, 0448, 0051, 0052

등록 안내
(재무팀)

입학사정관 :

(02) 300 - 0032, 0214

(02) 300 - 0446, 0447
생활관 안내

(02) 300 - 0435, 0436

장학 안내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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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1] 2020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수험번호
성

모집단위

명

(인)

지원자 유형

주민등록번호

유형 I (

-

)

유형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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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

소재지

재학기간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년

월

일

학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년

월

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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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항

구분

재학기간 중 주소변동내역

지원자

거 보호자(관계:
주 성명:
사

보호자(관계:

항 성명:

)
)

거주기간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년

월

일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년

월

일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년

월

일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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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 :

연락처 :

모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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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교사 :

(자필서명)

작성교사 연락처 :
고등학교장

(직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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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2] 2020학년도 수시모집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수험번호
성

모집단위

명

(인)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

휴대전화
고

고등학교
재학사항

교

교육과정
(학과/전공)

명

재 학 기 간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동일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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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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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출신고교
기준학과
교과목명

② 지 원 자
동일계열
이수판단
근

거

단위수

1.
2.
3.
4.
5.

교과목명

단위수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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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교사
성
명

확인교사
전화번호

(자필서명)

위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이며, 귀 대학교 2020학년도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의 상기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기준학과 일치 또는 관련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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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3]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전형

자 기 소 개 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포함 1,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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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포함 1,000자 이내)

4. 지원한 모집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진로계획, 장래 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포함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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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
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
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
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1)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
(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2)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3)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은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을 제외한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을 의미함. 이때 ‘교외활동’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활동’은 2단계 면접 시
학교장 직인이 첨부된 확인 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
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별도 제출은 없음)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외국에서 일부 또는 전부이수자 및 검정고시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일부 또는 전부 없는 학생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61 -

KOREA AEROSPACE UNIVERSITY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별첨 서식-4] 2020학년도 미래인재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활동보고서 관련 서식

활동보고서 제출목록
※ 해외고교 일부 또는 전부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출신자에 한하며,
추후 서류제출 시간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
※ 이 목록은 지원자의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보고서 제목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목록에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하여 주세요.
활동보고서
일련번호

활 동 명

증빙자료
차례

증빙자료 목록

1-1
1

1-2
1-3
2-1

2

2-2
2-3
3-1

3

3-2
3-3
4-1

4

4-2
4-3
5-1

5

5-2
5-3

1. 활동보고서 건수 : 5건 이내
2. 활동내용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검정고시 출신자는 최근 3년 간)의 것으로 제한합니다.
3. 활동에 제한은 없으며, 교내외 모든 활동에 대해 기술 가능함(예> 임원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사회활동,
기타 교외활동)
4. 활동보고서 1건당 증빙자료는 A4용지 3매 이하(앞면만 사용)로 제한합니다.(제한 분량 초과시 처음 3매만 인정)
※ 검정고시출신자가 이전에 재학하였던 고등학교(비인가 대안학교 포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활동보고서 작성 양식을 준수하여 활동명 1건당 3매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5. 증빙자료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해야 합니다.(우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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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보 고 서
일

련

번

호

1

활

활

동

기

간

활

동

횟

수

□ 1회

활

동

영

역

□ 교내활동

동

명
.

□ 2회

.

.

□ 3회

~
□ 4회

.
□ 수시

.

.

□ 기타(

)

□ 교외활동

활 동 단 체 명
❒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일

련

번

호

2

활

활

동

기

간

활

동

횟

수

□ 1회

활

동

영

역

□ 교내활동

동

명
.

□ 2회

.

.

□ 3회

~
□ 4회

.
□ 수시

.

.

□ 기타(

)

□ 교외활동

활 동 단 체 명
❒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일

련

번

호

3

활

활

동

기

간

활

동

횟

수

□ 1회

활

동

영

역

□ 교내활동

동

명
.

□ 2회

.

.

□ 3회

~
□ 4회

.
□ 수시

.
□ 기타(

.
)

□ 교외활동

활 동 단 체 명
❒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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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4

활

활

동

기

간

활

동

횟

수

□ 1회

활

동

영

역

□ 교내활동

동

명
.

□ 2회

.

.

□ 3회

~
□ 4회

.
□ 수시

.

.

□ 기타(

)

□ 교외활동

활 동 단 체 명
❒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일

련

번

호

5

활

활

동

기

간

활

동

횟

수

□ 1회

활

동

영

역

□ 교내활동

동

명
.

□ 2회

.

.

□ 3회

~
□ 4회

.
□ 수시

.
□ 기타(

.
)

□ 교외활동

활 동 단 체 명
❒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1. 활동보고서 건수 : 5건 이내
2. 활동내용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검정고시 출신자는 최근 3년 간)의 것으로 제한합니다.
3. 활동에 제한은 없으며, 교내외 모든 활동에 대해 기술 가능함(예> 임원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사회활동,
기타 교외활동)
4. 활동보고서 1건당 증빙자료는 A4용지 3매 이하(앞면만 사용)로 제한합니다.(제한 분량 초과시 처음 3매만 인정)
※ 검정고시출신자가 이전에 재학하였던 고등학교(비인가 대안학교 포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활동보고서 작성 양식을 준수하여 활동명 1건당 3매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5. 증빙자료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해야 합니다.(우편접수만 가능)

※ 해외고교 일부 또는 전부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출신자에 한하며,
추후 서류제출 기간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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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5] 2020학년도 미래인재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추천서 서식(국문 및 영문)

추 천 서
■ 지원자 기재사항
지원 학부(과)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학

지원모집단위

고등학교

(학부/학과/전공)

(시/도)

(시/군/구)

(검정고시 :

년

고등학교

월

지구 합격)

본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학 사무 처리 과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첨부 동봉된 이 의견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의견서에 대한 정보의 열람 및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
년

월

지원자

일
자필 서명 혹은 날인

■ 추천인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소속기관

관계

본인은 지원자의

(으)로서

년

개월 동안 지원자를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원자에 대한 첨부 동봉된 추천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공정하게
작성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의견서의 내용 혹은 그 일부를 지원자와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 서약하고, 위 학생을 귀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전형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추천인

일
자필 서명 혹은 날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유의사항 : 추천서는 본교양식에 추천인이 직접 작성 후 밀봉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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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지원자를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에 추천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지원자의 장점과
단점, 추천하는 이유, 지원자의 경험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 등, 글자 수 제한 없음).

※ 해외고교 일부 또는 전부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출신자에 한하며,
추후 서류제출 기간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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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Recommendation
￭ to the Applicant:
After completing all the relevant questions below, give this form to your recommender who has
taught you an academic subject or known you well.
Legal Name:

Date of Birth:

Last/Family

First

mm/dd/yyyy

Middle

E-mail:

Phone number:

High school:

I,
,request that this recommendation letter be used only for the admissions
process and voluntarily waive my right of access to any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Applicant

signature

Applicant name(Printed)

Date

￭ to the Recommender:
Recommender Name:
E-mail:

Phone number:

Position:
How long have you known

this applicant and in what context?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my recommendation is accurate, complete and
honestly presented. I also certify that I have kept any information in my
recommendation
confidential and I will not disclose it under any circumstances.

Recommender signature

Recommender name(Printed)

Date

Please seal and send this recommendation letter directly to the address below.

Office of Admissions, Korea Aerospace University
76, Hanggongdaehang-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1054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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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작성자 유의사항

1. 해외고교 일부 또는 전부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출신자에 한하며, 추후 서류제출
기간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

2. 추천서는 지원자를 잘 알고 있는 분(친인척 제외)이 작성하시면 되며, 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지원자가 지원자 기재사항 및 지원자 확인 서명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추천인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인 확인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5. 추천서는 지원자에 대한 평가자료 이므로 추상적인 언어나 미사여구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식은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http://ibhak.kau.ac.kr/)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십시오.
컴퓨터 작성 시 원본 서식(글자모양, 글자크기, 줄간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7. 작성이 완료된 추천서는 반드시 누락, 낙장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에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플러로
좌측 상단을 철하여 주십시오.

8. 지원자는 추천서에서 ‘지원자 기재사항’을 미리 작성한 후 추천서를 추천인에게 전달하십시오.

9. 작성한 추천서는 밀봉한 후 추천인이 날인하여 지원자에게 전달하고, 지원자는 밀봉된 추천서를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우송용 봉투에 동봉하여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에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 추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고려하여 추천인이 직접 추천서를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지원자의 수험번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추천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한국항공대학교 TEL : 02)30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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