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 하늘로 미래로
국방부 지정 항공분야 군특성화 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경북항공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국방부 지정 항공분야 군특성화 고등학교로 국방부와 항공기술인력
육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해 군복무 중 전문 부사관으로 진급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3년간 학교교육과정 이
수를 통해 졸업시 항공정비사 면장을 취득할 수 있고, 또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의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검정으로 항공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취득하여
항공정비사의 꿈을 향해 더욱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항공정비분야 인재 육성의 중심학교인 본교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귀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장소 및 일정
지역
대구

서울

부산

원주

대전

창원

경기

장소
서문교회 1층 샬롬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93길 9 (대신동 180-1)
상현교회 6층 미션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90 (중계동 368-3)
부산디자인센터 강연장 4층 4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우동 1457)
원주한지테마파크 2층 회의실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무실동 16)
대전컨벤션센터 1층 105호 중회의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도룡동 4-19)
창신대학교 사회관 세미나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합성동 1)
수원컨벤션센터 1층 106호 중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855-2)

일정
8.24(토)

8.31(토)

9.7(토)

9.21(토)

9.28(토)

10.5(토)

10.12(토)

2. 진행내용 및 시간
내용

담당

시간계획

등록

담당교사

안내

입시홍보부장 / 교무부장

14:00 ~ 14:05 (5분)

인사말씀 및 학교소개

학교장 / 교감

14:05 ~ 14:30 (25분)

입학전형요강 안내

입시홍보부장 / 교무부장

14:30 ~ 14:40 (10분)

군특성화 과정
항공정비사 면허 과정

군특성화팀
항공기술교육원

14:50 ~ 15:10 (20분)

재학생 사례 발표

3학년 학생

15:10 ~ 15:20 (10분)

학부모 사례발표

학부모

15:20 ~ 15:30 (10분)

질의·응답

입시홍보부장 / 교무부장

15:30 ~ 16:30 (60분)

13:00 ~

3. 대상 : 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중학교 교사 등

4. 문의 및 신청
- 인적사항 (학생이름, 출신중, 전화번호, 신청지역)
- 입시홍보부 (054-636-2702, 054-636-757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북항공고등학교) 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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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항 공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