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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논술전형 분석(자연)

 모집인원 및 경쟁률 분석
  한국항공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524명 중 논술전형으로 166명을 선발하
여 논술전형의 비중은 31.68%이다. 수시모집 논술전형 166명에는 이과학생, 문과학생 및 외
고, 국제고 출신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2019학년도 논술전형은 215명 모집에 4,97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23.12 : 1 이였다.  올해 
논술전형이 49명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항공운항학과로 13명 모집에 669명이 지원하여 51.46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경쟁률
이 낮았던 학과는 경영학부로 27명 모집에 422명이 지원하여 15.63 : 1을 기록하였다.

 전형 분석 (※ 2020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할 것)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제시문 및 문항수 수리논술 2문항
수리논술 1문항
언어논술 1문항 언어논술 2문항

출제범위 수학Ⅰ·Ⅱ, 미적분 Ⅰ·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리논술 : 수학Ⅰ·Ⅱ,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
언어논술 : 인문, 사회교과 인문, 시회 교과

시험시간 90분

전형 방법
논술 학생부(교과)

70%
700점(기본점수 : 560점)

30%
300점(기본점수 : 240점)

학생부 반영요소
 및 반영비율

 국어(15%), 영어(30%), 수학
(35%), 과학(20%)

국어(20%), 영어(30%), 
수학(30%), 과학(또는 사회)(20%)

국어(25%), 영어(35%),
수학(20%), 사회(또는 과
학)(20%)

- 매 학기 반영교과 영역별 최고석차등급 각 1과목 반영(매학기 4과목 반영)
-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 석차등급 환산표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9 98 97 96 95 94 88 80

논술 시험일

일자 시간 대학

2019.11.
16.(토)

10:00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15:00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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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학년도 출제 영역분석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재료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구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수학

공
학
1

(항공
우주 
및 

기계
공학
부,

항공
재료
공학
과)

1번
[수학1,2, 미적분1,2,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도형의 방정식, 
삼각함수 : ‘순열과 조합’ 그
리고 ‘수열’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최적의 선
택을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도형의 방정식’과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좌표평면에
서 일어나는 변화의 대소 관
계를 활용하고 예측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문제

2번
[수학1,2, 미적분1,2, 기하와 
벡터]
좌표평면, 평면벡터, 평면운
동, 속도 및 가속도, 삼각함
수 미적분, 삼각함수 덧셈정
리, 정적분 :  원주 상의 점
에 대한 평면 좌표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곡선의 길이
를 계산하는 문제. 삼각함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이계
도함수, 삼각함수 덧셈정리에 
관련된 문제

1번
[수학1,2, 미적분1,2]
등비수열, 원의 방정식, 삼각
함수, 로그함수 : 선분의 내분
을 이해하여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내분점의 좌표 
변화를 수열로 표현하여 수렴 
및 발산을 판별하는 문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이해하고, 
주어진 직선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지수의 
법칙을 이해하고, 지수와 로그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의 대소 
관계를 평가하는 문제. 삼각함
수와 지수법칙을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원과 접선의 
방정식, 삼각함수,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문제. 원과 원주율을 
이용하는 문제

2번
[수학1, 미적분2, 확률과 통
계]
직선의 방정식, 미분, 적분, 
중복조합 : 지수함수의 부정
적분과 정적분을 이해하고, 
정적분을 이용하여 입체도형
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 정적
분을 이용하여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함수의 적분을 구
하는 문제. 정적분을 이용하
여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
는 문제. 실생활에서 일어나
는 중복조합의 경우를 이해
하고, 그 조합의 수를 구하는 
문제. 직선의 방정식과 분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이

1번
[수학1, 기하와 벡터, 과학]
이차곡선, 벡터의 성분과 내
적, 부등식의 영역, 타원궤도 
: 공간좌표상에서 주어진 과
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타원
궤도 방정식을 유도하고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
여 타원궤도위의 임의의 점에
서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 두 
직선의 수직할 조건에 대해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 두 벡
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두 직선의 수직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
제. 공간도형의 성질 중 평면
도형에서 두 직선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사영의 뜻을 이용하
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는 문제. 여러 부등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2번
[수학2, 미적분2, 과학]
등비수열, 지수와 로그, 신소
재, 나노물질 :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용해
서 수의 대소 관계를 평가하
는 문제. 지수의 법칙을 이해
하고, 지수와 로그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의 대소 관계를 
평가하는 문제. 서로 다른 규
칙을 갖고 변하는 수들의 관
계에서 지수와 로그 법칙을 
적용하여 수의 대소 관계를 
평가하는 문제. 일정한 규칙

공
학
2

(항공
전자
정보
공학

1번
[수학1,2, 미적분1,2, 기하와 
벡터]
함수의 그래프, 미분, 적분, 
벡터의 내적, 수열 : 주기함수
의 그래프 개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지, 그래프가 갖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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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부)

하학적인 의미, 그래프 미분가
능 또는 불가능한 것의 의미
와 조건, 면적 계산을 위한 
정적분, 수열의 합의 공식 등
을 묻는 문제

2번
[수학1,2, 미적분2]
등비수열, 미분, 적분, 삼각함
수, 방정식 : 합성함수 미분
법을 이용하여 함수이 최솟
값 구하는 문제, 삼각함수이
용하여 부채꼴 중심각 및 직
각삼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구하는 문제, 등비수열의 공
비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
정식을 푸는 문제

를 통해 함수 그래프의 개형
을 파악함으로써 함수의 극
값을 구하는 문제

에 의하여 차례로 나열된 수
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문제

3번
[수학1, 미적분1,2, 기하와 벡
터, 과학]
여러가지부등식, 극값, 삼각
함수의 극한, 도함수의 활용, 
평면운동, 정적분의 활용, 정
보의 발생, 영상저장 장치 : 
간단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
하고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
는지 평가하는 문제. 좌표공
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하여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좌표공간에서 그래프의 개형
을 그리고, 최댓값을 계산하
고, 간단한 삼각함수의 값을 
통해 각도
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문제. 좌표공간에서 그래
프의 개형을 그리고, 곡선의 
길이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

이
학

1번
[확률과 통계, 수학1,2, 미적
분1]
연속확률분포, 조건부 확률, 
함수, 함수의 그래프, 이차방
정식, 직선의 방정식, 무리함
수, 속도와 거리 : 연속확률변
수의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을 
알고, 이를 확률밀도함수의 그
래프 상에서 조건을 도출하는 
문제, 일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통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직선 운동 이동체의 속
도를 시간함수로 나타내는 문
제. 무리함수의 형태와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

1번
[확률과 통계, 수학1, 미적분
1]
이산확률변수, 이항분포, 표본
평균, 다항함수미분, 삼차방정
식 : 이산확률변수와 확률분
포의 뜻을 알고, 기댓값과 표
준편차를 구하는 문제. 이항분
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 표본평균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문제.  이산확률변수에 대한 
확률분포를 구한 후 기댓값을 
계산하는 문제. 미분계수의 뜻
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 간단한 삼차 방
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

1번
[수학2, 미적분1]
미분, 적분, 극대, 극소, 수열 
: 극값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 2차 혹
은 3차 다항 함수의 도함수 
계산과 극값의 계산, 이를 통
한 2차 혹은 3차 함수의 그래
프의 개형을 구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는 문제. 등차수열의 
합과 합 12 + 22 + 32 + … + n2 
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문제. 3차 다항 함수의 부
정적분과 이를 통한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2번
[확률과 통계]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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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방안(예시)
     한국항공대학교의 논술 문항은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더 일상생활에 밀접한 수학 문항들을 다

루고 있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해석하며, 이러한 수학적 문제 상황을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생활과 연계된 문항들을 스크
랩 해 두었다가 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터무니 없이 높은 난이도를 가진 문항이 아니라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평소 수학을 좋아하고 다양한 호기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
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술 기출 문제 확인 방법
    2019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는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수시모집-지난 기출문제에서 

‘2019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 

http://ibhak.kau.ac.kr/admission/html/rolling/previousView.asp?p_board_id=BBS0006&p_site_type=MAM0001&s_board
_category=BBS0401&p_board_idx=5603&p_mode=modify&page=1&s_search_type=board_title&s_search_text=

※ 2020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한 자료는 한국항공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2번 / [생활과 윤리, 사회, 세
계지리, 사회 문화,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2번 / [생활과 윤리, 사회, 법
과 정치, 경제, 세계지리, 사
회 문화, 독서와 문법, 화법
과 작문]

부확률, 이항분포, 통계적 추
정 :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 확
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는 문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 조건부확
률의 뜻을 알고 주어진 조건
을 활용하여 이를 구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이항분
포의 뜻을 알고 이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 확
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는 문제. 모평균을 추정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