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항공운항관리학과(항공운항전공) 교과과정표(2022-2023)

가. 교과목 편성 및 학점

□ 항공운항전공 (석사과정)

학수코드                   교과목명(영문명) 주당시간 학점

GI 501 항공법 3 3

(Aviation Law)

GI 502 연구조사방법론 3 3

(Research Methodology)

GI 504 비행안전론 3 3

(A/C Accident Investigation and Aviation)

GI 506 항공산업인적요소론 3 3

(Human Factors in Aviation Aerospace Industry)

GI 521 항공교통소음공학 3 3

(Aerodynamics & Engine Noise and Acoustics)

GI 523 항공전자계통특론 3 3

(Advanced Avionics)

GI 525 운항정보관리론 3 3

            (Advanced 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GI 531 항공산업심리학 3 3

(Psychology of Aviation Industry and Operation)

GI 537 공항공학특론 3 3

(Advanced Airport Engineering)

GI 538 커뮤니케이션 기술 3 3

            (Communication Skills)

GI 539 안전관리시스템 3 3

               (Safety Management System)

GI 540 의사결정방법론 3 3

            (Decision Making Methodology )

GI 541 대인간기술 3 3

              (Inter-personal Skills)

GI 542 비행이론 특론 3 3

              (Advanced Flight Theory)

GI 545 비행이론 세미나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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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Project of Flight Theory)

GI 546 공항계획론 3 3

              (Airport Planning)

GI 547 공항환경론 3 3

              (Airport Environment)

GI 548 항공기 사고조사론 3 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GI 554 위성항행시스템 3 3

              (Satellite Air Navigation System)

GI 556 항공시뮬레이션 이론 3 3

               (Advanced Theory of Flight Simulation )

GI 557 항공기 조종특성 특론 3 3

              (Advanced Stability and Control of Aircraft)

GI 562 항공영어 3 3

              (Aviation English)

GI 563 항공안전 및 보안 3 3

              (Aviation Safety & Securities ) 

  GI 565 항공시스템 엔지니어링                                        3           3 

            (System Engineering in Aviation)  

  GI 566 항공 과학 특론                                                 3           3 

              (Advanced Aeronautical Science )   

  GI 567 비행분리보증이론                                        3           3 

              (Flight  Separation Assurance Theory )   

  GI 568 공항운영특론                                                 3           3 

              (Advanced Airport Operation)   

  GI 569 통계분석방법론                                                3           3 

                (Methodology for Statistical Analysis)   

  GI 570  SMTP                                                 3           3 

                (Safety Management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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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항전공 (박사과정)

학수코드    교과목명(영문명) 주당시간 학점

GI 601 연구방법론 3 3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GI 602 조사방법론 3 3

(Research Method and Design)

GI 611 안전관리세미나 3 3

(Safety Management Seminar)

GI 612 항공심리학특론 3 3

(Advanced Aviation Psychology)

GI 613 항공생리학특론 3 3

(Advanced Aviation Physiology)

GI 614 운항승무원관리특론 3 3

(Advanced Flight Crew Management)

GI 618 항공교육특론 3 3

(Advanced Aviation Education)

GI 622 항공기사고조사방법론 3 3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ology)

GI 625 항행지원시스템특론 3 3

(Advanced Navigation System)

GI 628 항공기상특론 3 3

(Advanced Aviation Meteorology)

GI 631 의사결정특론 3 3

              (Advanced Decision Making)

GI 634 항공보안관리 특론 3 3

              (Advanced Management of Aviation Security)

GI 635 항공안전공학 특론 3 3

              (Advanced Safety Engineering in Aviation)

  GI 641      항공체계공학관리계획                                            3          3 

           (Aviation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GI 642      항공 계측 및 자료 분석 세미나                                   3          3 

           (Seminar on Flight Instrumentation and Data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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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 643      인적요인 항공기 사고조사개론                                    3          3 

           (Human Factors Investigation of Aircraf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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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목 해설

□ 항공운항전공 (석사과정)

학수코드                                  교과목명

GI 501   항공법

(Aviation Law)    

최근 항공법의 주요 항공판례 해설과 항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제반 항공법의 이해를 

연구한다.

GI 502 연구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도표조사연구에 기본이 되는 Prospective Approaches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에 

필요한 도구(tools) 및 기법을 폭넓게 다룬다.

GI 504 비행안전론

(A/C Accident Investigation and Aviation)   

항공교통업무 중 비행안전절차의 기준과 항공기 사고를 연구한다.

GI 506 항공산업인적요소론

(Human Factors in Aviation Aerospace Industry)

항공제작 및 운송산업관리에 있어서 비 기계적인 요인에 의해 성과가 차이날 수 있는 

제 측면을 심리학적, 정보처리론적 과정에서 연구한다.

GI 521 항공교통소음론

(Air Transportation & Noise and Acoustics)  

음파, 전파이론, 음파발산과 흡수이론, 공역학적 및 기관의 소음에 대한 이론과 적용 및 

운항 상에 발생하는 공항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하여 탐구한다.

GI 523 항공전자계통특론

(Advanced Avionics)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여 항공기, 공항 및 관련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전자계통을 이해시킨다.

GI 525 운항정보관리론

(Advanced 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련하여 운항정보와 관계절차 그리고 조종사와 관제사의 책임한

계 등을 연구한다.

GI 531 항공산업심리학

(Psychology of Aviation Industry and Operation)  

항공운송의 이용자 심리와 조종사와 운항과정에 따른 심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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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보이용, 정보해독절차 등에 대해 연구한다.

GI 532 항공기업정보시스템

(Airlin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항공기업의 전산화 과정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정보시스템 설계를 연

구한다.

GI 537 공항공학 특론

(Advanced Airport Engineering)  

항공 교통의 중심역할을 하는  공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하여 연구한다. 즉 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 방법과 항공기 성능에 따른 활주로, 승객 및 화물터미날 시설의 용량 

및 시설 규모 산정방법과 공항 시설 설계 개념, 공항계획시의 환경영향평가 기법 등을 

분석한다.

GI 538 커뮤니케이션 기술

            (Communication Skills)

              항공교통관제 및 조종실내 승무원간 의사소통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항공기 운항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GI 539 안전관리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

               항공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에 관한 절차와 원리를 연구한다

GI 540 의사결정방법론

            (Decision Making Methodology )

              상황인식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위험과 실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을 연구한다.

GI 541 대인간기술

              (Inter-personal Skills)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및 갈등관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연구한다

GI 542 비행이론 특론

              (Advanced Flight Theory)

               본 강의는 비행기의 탄성과 진화과정, 항공 과학, 비행원리 및 물리적 법칙, 기초방정

식, 항공 및 우주 관련 기술 등을 등을 다룬다.

GI 545 비행이론 세미나

              (Special Project of Flight Theory)

              최근 비행이론과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채택하여 강의 및 토론, 실험 등을 수행한다.

GI 546 공항계획론

              (Airpor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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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항을 계획하거나 확장시의 공항의 모든 관련시설(활주로, 여객터미날, 화물터

미날, 부대시설)에 관한 위치(입지선정) 및 규모(용량) 선정, 공항접근성 등 공항계획에 

필요한 Process 및 Procedure를 강의한다

GI 547 공항환경론

              (Airport Environment)

              신공항 계획시나 기존 공항의 모든 환경문제(항공기소음,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한 영

향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GI 548 항공기 사고조사론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항공기 사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접근 방법과 분석 이론을 강의한다.

GI 554 위성항행시스템

              (Satellite Air Navigation System)

               GNSS의 기본 구성과 원리 및 응용기술을 분야별로 학습하고 연구한다.

GI 556 항공시뮬레이션 특론

               (Advanced Theory of Flight Simulation)

               항공기의 운동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컴퓨터 비행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한다.

GI 557 항공기 조종특성 특론

              (Advanced Stability and Control of Aircraft)

              항공기의 무게 균형, 정적안정성, 특히 세로 및 가로 안정성, 조종성 등에 대해 학습하

고 연구한다.

GI 562 항공영어

              (Aviation English )

              항공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 영어를 습득케 하여 원서 해독능력과 각종 항공경영

              종사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배양토록 지도한다.

GI 563 항공안전 및 보안

              (Aviation Safety & Securities ) 

              비행안전 및 운항관리와  항공분야에 대한 불법 방해행위 예방을 교육함으로써 항공안

전 및 보안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GI 565 항공시스템 엔지니어링                                       

           (System Engineering in Aviation)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등 항공 분야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기획, 요구사항관리, 기능분

해 및 종합, 인터페이스관리, 형상관리, 리스크관리, 시스템 검증 등에 대해 학습한다.

  GI 566 항공 과학 특론                                                

             ( Advanced Aeronautical Science )   

              본 강의는 비행의 시대를 만든 사건, 비행기의 발전 과정, 항공 기초 및 날개이론,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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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비밀, 비행시 발생현상 등 여러 가지 유익한 항공우주 관련 내용을 다룬다.

  GI 567 비행분리보증이론                                        

             ( Flight  Sepration Assurance Theory )   

               FAA는 향후 20년 동안 항공교통량이 150~2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

한 항공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사 및 조종사의 역할에 큰 변화가 일

어나야 할 것이다. NASA 실험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교통밀도보다 약 1.5배 이상이 되

면 분리보증을 책임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된다. 따라서 고밀도 

공역운용시나리오 하에서는 전통적인 분리보증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 자유비행이론이다. 자유비행은 계기비행규칙 하에

서 조종사들이 실시간으로 비행경로와 속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

적인 비행능력으로 정의된다. 본 학과목에서는 자유비행개념, 비행분리 및 충돌회피 이

론, 항적기반운항 이론, 비행분리보증 알고리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룬다.  

  GI 568 공항운영특론                                                

              (Advanced Airport Operation)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항기본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의 운영 및 절차, 항공보안관리, 분야별 안전관리활동, 운영기관별 협업, 비상계획절차 

등 효율적인 공항운영시스템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한다.

GI 569 통계분석방법론                                               

              (Methodology for Statistical Analysis)   

              통계분석의 이론과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각종 통계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을 학습한다

GI 570 SMTP                                                 

              (Safety Management Training Program)   

              This course will help to get acquainted with the theoretical principl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fundamental concepts of State Safety Programs (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SMS). ICAO issued certificate will be presented to whom 

successfully complete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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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항전공 (박사과정)

학수코드                                  교과목명

GI 601 연구방법론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항공운항관리의 학문적 체계연구를 위한 철학적·과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운항관리 이

론 형성과 개발을 위한 모든 연구방법을 검토한다.

GI 602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 and Design) 

항공운항관리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을 다루며 조사의 계획과 측정, 조사

결과의 분석,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다.

GI 611 안전관리세미나

(Safety Management Seminar)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제반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시스템 분석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연구·토의한다.

GI 612 항공심리학 특론

(Advanced Aviation Psychology)  

항공기 운항에 따른 man-machine system과 Liveware- Liveware system에서의 심리적 

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GI 613 항공생리학특론

(Advanced Aviation Physiology)    

항공기 운항에 따른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제반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GI 614 운항승무원관리특론

(Advanced Flight Crew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조직내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CRM과 LOFT에 대해 

연구한다. 

GI 618 항공교육특론

(Advanced Aviation Education)   

항공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육심리 교육계획과 평가 

등에 대해 연구한다.

GI 622 항공기사고조사방법론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ology) 

항공기 사고에 대한 원인과 배용 분석에 대한 조사방법론을 연구한다.

GI 625 항행지원시스템 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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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Navigation System)  

지상에 위치한 항행시스템과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미래 항행시스템(CNS/ATM)에 대해 

원리와 적용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대해 연구한다.

GI 628 항공기상특론

(Advanced Aviation Meteorology)   

대기운동의 역학적 이론과 항공기 성능과 관련한 대기 현상에 대해 연구한다.

GI 631 의사결정특론

              (Advanced Decision Making)

              항공기 운항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기술과 리더십을 통한 의사결정 기술

을 연구한다 

GI 634 항공보안관리 특론

              (Advanced Management of Aviation Security)

              항공보안의 특성, 보안기관의 역할 및 책임, 공중납치 및 폭발물위협의 관리, 승객 및 

휴대품 관리, 보안관리의 기술, 보안관리자 훈련 등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한다.

GI 635 항공안전공학 특론

              (Advanced Safety Engineering in Aviation)

              항공기 화재, 사고 발생시 승객보호 기술, 시스템 안전 설계 등 항공기 및 항공시설과 

관련된 항공안전의 문제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한다.

GI 641      항공체계공학관리계획

           (Aviation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항공체계공학의 실제적 수행 및 관리, 통제를 위한 계획 능력을 부여함을 목표로 하며, 

시스템개발계획, 품질관리계획, 형상관리계획, 시스템종합계획, 시스템검증계획 등을 위

한 지침을 학습한다.

GI 642      항공 계측 및 자료 분석 세미나

           (Seminar on Flight Instrumentation and Data Acquisition)

            항체의 모델링, 항체를 이용한 계측, 자료분석 기법 등 항공운항 절차 검증에 필요한 

방법을 연구한다.(본 과목 수강신청을 위하여 GI556 항공시뮬레이션 반드시 수강)

GI 642      인적요인 항공기 사고조사개론

            (Human Factors Investigation of Aircraft accident))

            향후 항공분야에서 근무할 항공종사자 및 안전담당에 대한 항공조사과정(AAI)의 사례

를 토앟여 사고예방활동, 안전업무 등 안전전문가로서 무사고예방을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