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드론 교육원 세부 교육 계획
  1주차 교육

구 분 D D+1 D+2 D+3 D+4 비 고

1교시
09:00~09:50

안내교육

(오리엔테이션)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2교시
10:00~10:50 비행운용 이론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3교시
11:00~11:50 항공역학 비행운용 이론 비행운용 이론 항공기상 모의비행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중식 중식

4교시
13:00~13:50 항공역학 비행운용 이론 비행운용 이론 항공기상 모의비행

5교시
14:00~14:50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6교시
15:00~15:50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모의비행 평가

7교시
16:00~16:50 항공역학 항공역학 항공역학 항공법규 항공법규

  2주차 교육

구 분 D D+1 D+2 D+3 D+4 비 고

1교시
09:00~09: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2교시
10:00~10: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3교시
11:00~11: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중식 중식

4교시
13:00~13: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5교시
14:00~14:50 비행운용 이론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6교시
15:00~15:50 비행운용 이론 비행운용 이론 비행운용 이론 비행운용 이론 비행운용 이론

  3주차 교육

구 분 D D+1 D+2 D+4 비 고

1교시
09:00~09: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학과시험

2교시
10:00~10: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평가

(1차)

3교시
11:00~11: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평가

(2차)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중식

4교시
13:00~13: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평가

(3차)

5교시
14:00~14: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수료식

6교시
15:00~15:50 실기비행 실기비행 실기비행



□ 드론 이론교육 

구분 교육내용 비  고

1일차
『항공역학』
·비행원리 및 특성        ·비행장치에 미치는 힘
·공기 흐름의 성질        ·날개 이론
·지면효과와 후류

(4h)

2일차
『드론운영』
·드론 구성과 기술        ·배터리 관리 및 점검
·드론동향 및 활용방안   ·비행안전
·조종자/인적요소

(4h)

3일차
『항공기상』
·대기구조 및 특성        ·기온과 기압
·바람, 구름 시정          ·기단과 전선

(4h)

4일차
『항공법규』
·목적 및 용어 정의        ·신고 및 안정성 인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 시설법             ·ICAO규정

(4h)

5일차
『종합시험/드론 동향』       
·이론 시험(40문제 평가)/자격증 취득 후 취업 소개 등  
  

(4h)

교육시간합계 20h
□ 드론 실기교육 

구분 교육내용 비고09:00~12:00(3h) 13:00~17:00(4h)
1일차 이론/시뮬레이터 이·착륙
2일차 전·후진 비행 삼각비행
3일차 삼각비행 원주비행
4일차 원주비행 비상착륙
5일차 비상착륙 ATTI비행
6일차 ATTI비행 (고도유지 비행)
7일차 측풍접근 비행 측풍접근 비행
8일차 전체비행 전체비행
9일차 전체비행 전체비행
10일차 전체비행 최종평가(평가표 붙임)

교육시간합계 30h 20h 로그2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