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여름 항공우주캠프 안내

 

❏ 항공우주캠프 각 과정별 개요

▸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접수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납부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

   위자(예비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추가로 선발하게 됩니다. 추가선발은 예비번호 순으로 

   유선 통보합니다.

▸ 모든 과정별 프로그램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체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안전한 캠프활동을 위하여 대학내 의료지원실(09:00~18:00)과 모든 과정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합니다.   

▸ 기타 문의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캠프 사무국 (02-300-0480) 

모집과정
글로벌 항공

리더(11기)
고등부심화 초등부과정 중등부과정

참가대상 고등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 5학년 이상 
중학생

접 수 일 06.21(화)18:00~ 06.22(수)18:00~ 06.23(목)18:00~ 06.24(금)18:00~

모집인원 60명 84명 120명 120명

접수방법 한국항공대학교 홈페이지(www.kau.ac.kr) 인터넷 선착순 접수

참 가 비
690,000원

(접수비 5만원 포함)
590,000원

(접수비 5만원 포함)
390,000원

(접수비 5만원 포함)
490,000원

(접수비 5만원 포함)

납부기한 06.24(금)17:00 06.29(수)17:00 06.30(목)17:00 07.01(금)17:00

캠프기간
07.18(월)~07.22(금)

4박 5일

07.26(화)~07.29(금)

3박 4일

08.01(월)~08.03(수)

2박 3일

08.03(수)~08.06(토)

3박 4일

납부방법
참가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접수자에게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상기 납부기간 내에 참가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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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부 과정 세부 운영

1. 목 적 

  항공우주분야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비행조종, 항공정비, 로켓제작, 드론 콘  

  테스트 등 실습형 체험활동 통하여 항공종사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진로 설계 제시      

2. 행사개요

  가. 행사명 : 2022학년도 여름 항공우주캠프 중등부 과정

  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08.03(수) 14:00 ~ 08.06(토) 13:00 / 3박 4일

      □ 장소 : 한국항공대학교  

  다. 참석대상 및 인원 : 중학생 120명

  라. 접수방법 및 참가비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06.24(금) 18시부터 

         - 접수방법 :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www.kau.ac.kr

            ※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납부기한 : 2022.07.01.(금) 17:00

      □ 추가 선발기간 및 방법

         - 추가 선발기간 : 2022.07.04(월)부터 ~

         - 참가비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예비번호 상위자에게 유선 통보 후 참가비 

           수납 예정      

      □ 참 가 비 : 490,000원(교육비 440,000원, 접수비 50,000원)

    □ 환불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안’에 의거하며, 세부사항은 

                   항공우주캠프 홈페이지 참조  

      

http://www.kau.ac.kr


- 3 -

3. 세부 일정

  [1일차] 08/03(수)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14:00 등록 항공우주센터

14:00~14:30
프로그램 및 학교 소개, 인사말

(동영상 / 학교 소개 PPT) KAU Vision Hall

14:30~17:00 항공 우주분야 강의 및 진로소개  

17:00~18:00 기숙사이동 및 휴식 생활관

18:00~21:00 저녁식사 및 Ice-Breaking KAU Vision Hall

  [2일차]  08/04(목)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07:30~08:50 기상 및 아침식사 교내식당

09:00~13:00

A그룹

비행시뮬

레이션교육

B그룹

항공정비실습

C그룹

드론영상

콘테스트

D그룹

로켓 제작 및 

발사체험 그룹별 운영

비행운항실습실 비행교육원 메이크스페이스 강의동및운동장

13:00~14:00 점심식사 교내식당

14:00~18:00

D그룹

비행시뮬

레이션교육

A그룹

항공정비실습

B그룹

드론영상

콘테스트

C그룹

로켓 제작 및 

발사체험 그룹별 운영

비행운항실습실 비행교육원 메이크스페이스 강의동및운동장

18:00~19:00 저녁식사 교내식당

19:00~21:00
예비 항공인의 밤 Ⅰ

- 골든벨, 토크쇼 

KAU Vision 

Hall

 22:00  취침 생활관 



- 4 -

  [3일차]  08/05(금)

  [4일차]  08/06(토)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07:30~08:50 기상 및 아침식사 교내식당

09:00~10:00 퇴소 준비 생활관

10:00~12:00
A300-600 여객기 탑승 및 견학   

학부 및 학과 설명회 

12:00 수료식 수료증, 기념품 지급, 설문조사 등) KAU Vision Hall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07:30~08:50 기상 및 아침식사 교내식당

09:00~13:00

C그룹
비행시뮬

레이션교육

D그룹
항공정비실습

A그룹
드론영상
콘테스트

B그룹
로켓 제작 및 
발사체험

그룹별 운영

비행운항실습실 비행교육원 메이크스페이스 강의동및운동장

13:00~14:00 점심식사 교내식당

14:00~18:00

B그룹
비행시뮬

레이션교육

C그룹
항공정비실습

D그룹
드론영상
콘테스트

A그룹
로켓 제작 및 
발사체험

그룹별 운영

비행운항실습실 비행교육원 메이크스페이스 강의동및운동장

18:00~19:00 저녁식사 교내식당

19:00~21:00
예비 항공인의 밤 Ⅱ
- 항국항공대 동아리 공연(마술,댄스,클래식 등)

대강당

 22:00  취침 생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