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 하늘로 미래로
국방부 지정 항공 분야 군특성화 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전문 교육기관

경북항공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국방부 지정 항공 분야 군특성화 고등학교로 국방부와 항공기술인력 육
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해 군 복무 중 임기제 부사관으로 진급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3년간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졸업시 항공정비사 면장을 취득할 수 있고,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과정평가형으로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항공정비사의 꿈을 향해 나
아가게 되었습니다.
항공 정비 분야 인재 육성의 중심학교인 본교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장소 및 일정

지역
경기
대구
서울
대전
부산
강원
전라
경남

장소
수원 컨벤션센터 3층 401호 중회의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대구 엑스코 323호

일정
8.13.(토) 14:00
1차: 8.20.(토) 14:00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2차: 10.1.(토) 14:00

바비엥2 3층 Lecture Room B

1차: 8.27.(토) 14:0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2차: 9.17.(토) 14:00

대전 컨벤션센터 1층 101호 (중회의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신관) 3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30

원주한지테마파크 회의실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ACC디자인호텔 3층 세미나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창원 컨벤션센터 601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9.3.(토) 14:00
9.17.(토) 14:00
9.24.(토) 14:00
9.24.(토) 14:00
10.1.(토) 14:00

2. 진행내용 및 시간
내용

시간 계획

등록

13:00 ~ 14:00

안내

14:00 ~ 14:05 (5분)

인사말씀 및 학교소개

14:05 ~ 14:40 (35분)

군특성화 과정 소개

14:40 ~ 14:50 (10분)

항공정비사 면허 과정 소개

14:50 ~ 15:00 (10분)

입학전형요강 안내

15:00 ~ 15:10 (10분)

재학생 사례발표

15:10 ~ 15:20 (10분)

학부모 사례발표

15:20 ~ 15:30 (10분)

질의 · 응답

15:30 ~ 16:30 (60분)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실시될
경우 시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대상
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중학교 교사
4. 문의 및 신청 방법
경북항공고등학교 홈페이지(http://경북항공고.한국)에서 신청
문의사항: 054-63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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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항 공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