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비행교육 입문과정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교육 과정은 단계적인 훈

련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과정인 비행교육 입문과정을 

거쳐 비행교육 기본과정 및 비행교육 고등과정 등 3단계로 구성

된 훈련과정에서 비행훈련에 입과한 학생조종사는 각 훈련 단

계별로 비행과 관련된 모든 이론 교육과 비행훈련, 체력 및 정

신교육을 받은 후 정예 조종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종사의 첫걸음, 비행교육 입문과정

정예 조종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길고

도 어려운 비행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조종사

가 되기 위한 첫 교육단계인 비행교육 입문과정

에서는 약 3개월 동안 비행에 관한 기초적인 교

육을 받게 됩니다.

훈련은 비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비행 

절차가 담겨있는 책자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일

Question 12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비행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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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비행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부터 시작됩니다. 분량이 꽤 되는 이론교육을 마치고 나면 훈

련기인 T-103으로 비행에 관한 기본 중의 기본을 익히게 됩니

다. 비행교관이 같이 탑승해 학생조종사들의 조종을 도와주고 

미숙한 점을 교정해 주며, 기초적인 공중 조작과 기동, 이�착륙 

등을 익히게 되지요. 그 후에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비행교

관 없이 단독으로 조종간을 잡는 첫 단독비행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교육의 시작, 비행교육 기본과정

3개월의 입문과정을 마

친 학생조종사들은 약 8개월간

의 비행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

게 됩니다. 항공기 매뉴얼을 비

롯한 국지 절차, 비행 교범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국산훈련기인 

KT-1을 통한 본격적인 비행교

육에 돌입합니다. 비행교육 기본과정에서는 고고도 비행과 두 

대의 항공기가 일정한 대형을 이루어 비행하는 편대비행, 기상

이 나쁜 상황에서 오직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비행 등

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 비행교육 고등과정

기본 과정을 수료한 학생조종사들은 공군 조종사의 상

징인 빨간 마후라를 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비행교육 고등과

정에 입과해 약 8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려 220여 시간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비행교육 입문과정과 

기본과정을 거쳐 비

행교육 고등과정의 3

단계 훈련과정에서 각 

훈련단계별로 비행과 

관련된 모든 이론교육

과 비행훈련, 체력 및 

정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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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의
마지막 
관문!

비행교관의
지시에 
따르길...

넵!!

에 달하는 지상학술교육을 마친 학생조종사들은 본격적인 비행

교육을 받기 전에 시뮬레이터 탑승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시뮬

레이터 탑승 훈련은 실제 항공기와 똑같은 모의 환경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국내에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인 T-50과 T-59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행교육 고등과정에서 

학생조종사들은 음속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공중 특

수기동, 이ㆍ착륙훈련, 고등계기 비행, 항법 비행, 전술편대비

행, 야간비행 등을 배우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약 2년간의 비행교육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조종사들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공군

의 정예 조종사가 됩니다.

(T-103)
(KT-1)

(T-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