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운항관리전공 학사운영내규 

◦ 본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운항관리전공의 학

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본 학사운영내규는 대학원의 학칙과 세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 교수명단

성  명 직  위 학위구분 (대학명, 취득년도) 전  공

송병흠 교 수 공학박사(영남대, 2002)
공항계획/공항환경(항공기소음)/항공교통
절차/항공기사고조사

장조원 교 수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1999)
응용공기역학/비정상유동/
풍동시험/비행이론/
생체모방비행체

유병선 교 수 교육학석사(고려대, 1996)
항공교육학/조종사자격관리/
비행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이장룡 부교수 공학박사(미국, Purdue Univ.,2005) 항공안전, 인적요소/CRM

김현덕 부교수 이학석사(한국항공대,2011)
항공기 사고조사, 
Flight Operation

김경태 부교수 심리학박사(연세대학교, 2014)
AC Performance, CNS/ATM,
연구조사방법

김좌겸 조교수 이학석사(국민대, 1992) 항공기상/대기과학

2. 이수과목

가. 석사과정

(1) 학부에서 항공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학부

의 전공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2) 항공운항관리전공자로서 기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의 과목 중 3과

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2020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2019.09.01. 

개정>

※2015년 이전 입학자는 필수 이수과목이 2과목임.

   



 

   나. 박사과정   

(1) 동일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석사과목을 2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 및 지도교수

가. 전 공

설치전공 세     부     전     공     분     야

항공운항관리
Aeronautical Science, Human Factors, 공항계획 및 환경, 항공교통관리, 안전관리, 
사고조사, 시험비행

나. 지도 교수 선정

(1) 전공분야는 1학기초에 확정되어야 하며, 학생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

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 교수 배정

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2) 지도교수는 당 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 학

과의 전공분야가 없을 시에는 타 학과에서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3) 지도 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 및 수강신청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지도 교수 변경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비   고
1 GI 501 항공법(국제항공운항관련법포함) 　

2 GI 502 연구조사방법론 GI502는 GI502/GK501/GJ501/BK522/HJ501 

및 GJ508/HJ506(통계분석방법론) 대체 가능

3 GI 504 비행안전론 　

4 GI 525 운항정보관리론 　

5 GI 539 안전관리시스템 　

6 GI 542 비행이론특론 GI542는 GI566(항공과학특론) 대체 가능

7 GI 545 비행이론세미나 　

8 GI 548 항공기사고조사론 　

9 GI 554 위성항행시스템 GI554는 GI523(항공전자계통특론) 또는 

GI625(항행지원시스템특론)로 대체 가능

10 GI563 항공안전 및 보안 　

11 GI566 항공과학특론 　

12 GI568 공항운영특론 　



4. 자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1)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시기는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종합시험은 이수한 전공과목1) 중 3과목을 선택한다.

   (단, 시험과목은 동일 교수의 2과목 이상을 응시할 수 없다)

(3)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에 한하여, 전공 교과목1) A학점 이상의 점수를 취

득한 경우,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대체받을 수 있다.

(4) 석,박사 통합과정의 중간 자격시험에 한하여, 전공 교과목1) A학점 이상

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중간자격시험 해당 과목을 대체받을 수 있다.

  
나. 박사학위과정

(1)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시기는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

다.

(2) 종합시험은 필수, 선택 구분없이 본인이 이수한 전공과목1) 중 3과목을 

선택한다.

   (단, 시험과목은 동일 교수의 2과목 이상을 응시할 수 없다)

(3) 졸업조건을 위하여 이수할 과목은 전공과목1)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한

정한다.

주 1)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항공운항관리전공 개설 과목

     

5. 석사,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로부터 적어도 1개 학기 이전에 예비발표를 

행한다. 예비발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예비 

발표를 다시 할 수 있다.

(2)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학과 교수 중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주임교수가 

정한다.

(3) 석사과정 학생이 예비발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공인 학회에서 발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논문에 대한 예비발표를 면제할 수 있다.

(4) 공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정 의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1) 박사학위 청구 예비논문 발표는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로부터 적어

도 1개 학기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학위 청구 예비논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 및 종합 시험

에 합격하고,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술발표회에서 2회 이상 연구결과

를 발표하여야 한다.

   (2회 이상의 학술논문게재실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

(3) 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자격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주임교수가 

서류 심사한다.

(4)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학과교수 중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주임교수가 

정하고, 합격판정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예비발표에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해 재발표할 수 있다.

(5) 박사학위논문 청구자격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SCI급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거나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주저자로서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의 점수표 기준에 의거 연구점수 1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  

 (2016년 입학자부터 적용)

(6) 박사학위논문 청구자격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SCI급 

논문 1편 이상(SCOPUS지 2편)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거나 또는 학술진

흥재단 등재지에 3편 이상 주저자로서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의 

점수표 기준에 의거 연구점수 1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2020년 항공

운항관리전공 입학자부터 적용)<2019.09.01. 개정>

                                              

구        분 주저자 공동저자

1.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공인 학회 논문지 3점 1.5점

2. 국내 공인 학회 학술 발표 0.5점 -

3. SCI(SCIE 포함), SSCI,A&HCI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인학회 논문지 10점
10*1/n(저자

수)

4 SCOPUS(등재 국제저널)
  SCOPUS(등재 국내저널)

5점 5*1/n(저자수)

4점 4*1/n(저자수)

4. 기타 국제 공인학회 논문지 4점 2점

5. 외국 공인 학회 학술발표(국내·외 공동 주최 포함) 2점 1점



※2015년 이전 입학자는 아래 기준표에 의거함.   

(7) 예비발표에 합격하고, 최소논문발표실적을 초과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을 제출할 자격을 가지며, 선정된 5인의 학위청구 논문 심사위원들의 

참석 하에 3회 이상 나누어 심사를 실시한다.

6. 박사과정 동일계열 인정 관련

(1) 박사과정 입학자 중 본 대학교 대학원 모집군의 계열과 상이한 경우, 

전공별(항공운항관리전공) 교수회의를 통하여 동일계열 인정여부를 심

사하여 결정한다.

   (본 대학교 대학원의 모집군은 공학/이학/사회계열이며, 항공운항관리

학과는 이학계열임)

구        분 주저자 공동저자

1.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공인 학회 논문지 4점 2점

2. 국내 공인 학회 학술 발표 1점 -

3. 외국 공인 학회 논문지 6점 3점

4. 외국 공인 학회 학술발표(국내·외 공동 주최 포함) 4점 2점

5. 기타 학회지 2점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