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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가용 조종사 항공법규 요약집
(본요약집은 항공법규 책을 한번 읽은 뒤 보시며 효과 만쩜!!)

총칙
① 항공기의범위 - 비행기, 활공기, 비행선, 회전익항공기.- 중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최대이륙중량,속도,좌석 수 등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2.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 우주선

② 활공기 - 특상중초
③ 비행장 - 대통령령, 공항 - 국토부장관
④ 착륙대 - 국토부령,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

대
⑤ 공항시설 - 신기하게 터미널, 주차, 경비, 홍보, 안내시설 포함한다(지원시설이 아님)
⑥ 항공기 중대한 손상 - 구성품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
⑦ 항공기준사고 - 500ft 니어미스, 이륙결심속도 초과 중단, 국토부령 등등
⑧ 항공안전장애 - 항행안전시설과 관련, 안전에 영향, 국토부령, 거의 문제없는거 이륙결심속도 이전 중단은 항공안전장

애, 테일스트라이크 및접촉 등..
⑨ 장애물 제한표면 -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대통령령
(ㄱ) 원추표면 - 5도, 제일 바깥쪽
(ㄴ) 수평표면 - 활주로중심선에서 60m 연장, 높이는 높은점부터 45m, 반지름의 길이는 A-4000m, B,C,D... 500m씩 감소
(ㄷ) 진입표면 - 각도 A,B,C,D - 1/40
(ㄹ) 전이표면 - 복합적인 표면,
⑩ 항행안전시설 - 국토교통부령 - 무선,유선,불빛,색채,형상
⑪ 항공등화 - 불빛, 국토교통부령
⑫ 관제권 - 비행장과 주변, 국토교통부령 (관제권이 더 좁은 범위)
⑬ 관제구 - 수면으로부터 200m 국토교통부령 (관제구는 전체적인 범위)
⑭ 항공로 - 국토교통부령
⑮ 시계비행기상상태 - 국토교통부령 A등급 공역은 미적용

BCDEF 및 G - 10000ft↑ - 시정8000ft, 10000ft↓ - 시정5000ft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수평으로 1500m 수직으로 300m

⑯ 회전익항공기는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속도로 움직일 경우 1500m미만의 비행시정에서 비행할 수 있다
⑰ 경량항공기 - 자체중량115km↑, 최대이륙중량 600kg↓, 실속속도 45kt↓, 2석↓,단발,fixed gear
⑱ 초경랑비행기 -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ㄱ) 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115km↓, 1인, 플펠러로 추력
(ㄴ) 인력활공기 - 자체중량 70km↓
⑲ 도심공항 터미널 업 - 공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 하는 사업
⑳ 이착륙장 -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 대통

령령 (활공기는 지방항공청장,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아무데나 착륙할 수 있다)
① 항공정책기본계획 5년마다, 국토부령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여야 함. 1+20,실무위원회도 1+20

항공기
① 항공기 - 국토부장관등록,
② 항공기등록제한 - 외국인, 지분1/2이상 외국인, 외국국적항공기
③ 등록필요없는거 - 군,외국국적취득목적,소유자결정안됨,외국항공기 임차사용
④ 등록사항 - 형식,제작자,제작번호,정치장,명칭주소,등록연월일,등록기호
⑤ 변경등록 - 정치장변경 15일 이내
⑥ 이전등록 - 소유권,임차권 이전
⑦ 말소등록 - 해체, 존재여부1개월이상, 사고등으로는 2개월 모를 경우,임차기간만료등 - 15일이내 신고
⑧ 등록기호표 - 주출입구 윗부분 안쪽, 주출입구가 없을 시 외부 표면
⑨ 감항증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기타서류, 유효기간 1년 (늘릴 수 있다)
(ㄱ) 표준감항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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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특별감항증명 - 연구, 개발, 조종연습, 전시, 시험비행, 공수비행, 운용한계초과비행,구급, 산불, 농수산 등
(ㄷ) 감항증명 검사일부생략 - 형식증명,제작증명,외국으로부터 감항성 인증된 것
(ㄹ) 감항승인 취소 - 6개월까지 
⑩ 소음기준적합증명 -터빈, 국제선, 정지는 6개월까지
(ㄱ) 소음측정전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 비행교범, 소음측정서류,기술서류 (서류검사만으로통과가능)
(ㄴ) 연구,개발,공수,운용한계초과,시험비행은 소음기준 없어도 허가가능
(ㄷ) 반납도 지방항공청장에게
⑪ 형식증명 - 항공기를 제작하려는 자, 국토교통부, 부가형식증명 - 설계를변경하여 다른 부품 장착
(ㄱ) 취소는 6개월까지, 서류의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⑫ 제작증명 -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제작하려는 자가 받는 증명
(ㄱ) 품질관리규정, 제작방법, 설비 및 인력, 품질관리, 감항성 유지 체계 등 제출. 취소는 6개월 까지
⑬ 수리, 개조승인 - 국토부장관 승인
(ㄱ)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수리,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형식승인받은자,부품등제작증명받은자,정비조직인증받은자
(ㄴ) 수리계획서, 개조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⑭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협정국가,감항증명,형식증명 및 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된 기술표준품은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ㄱ) 역시나 정지는 6개월
⑮ 부품등제작자증명 - 국토부 제출, 국제규격에 합치고, 교육목적은 인증안받아도된다.
⑯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자 -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⑰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자이,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⑱ 초경량,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 - 낙하물 투하, 인구밀집지역,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150m이하, 야간 등
⑲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두어야 한다.

항공종사자
⑳ 항공종사자 - 자격증명을 받은자.(무인항공기 운항 제외)
① 16 - 활공기
② 17 - 자가용, 경량
③ 18 -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관제사, 항공정비사
④ 21 - 운송용조종사, 운항관리사
⑤ 취소처분받고 2년 지나야댐..
⑥ 부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하는 것, 기장 외에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가능
⑦ 자격증명 한정 조종사,기관사 - 종류,등급,형식

              경량항공기 - 종류
              항공정비사 - 종류 및 업무범위

⑧ 항공기 - 종류로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⑨ 육상기 - 등급으로 -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수상기 -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⑩ 활공기 - 등급으로 - 상급(특상), 중급(중초)
⑪ 조종사 형식 한정 - 비행교범에 2명이 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 항공기,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⑫ 항공기관사 - 모든형식의 항공기 형식한정받아야댐
⑬ 경량항공기 종류한정 - 타면조종, 체중이동, 경량헬리콥,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⑭ 항공기형식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⑮ 안전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⑯ 시험에 합격하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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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비행기

총 비행시
간

• 1,500시간

• - 모의비행장치 100시간인정
• -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인정

기장시간

• 250시간

• -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500 시간과 동일
• - 기장 최소 70시간(A) +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시간

(500-2*A)

야 외 비 행
시간

• 200시간

• - 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이내 인정

계 기 비 행
시간

• 75시간

• - 모의비행장치 30시간 인정

야 간 비 행
시간

• 100시간

• - 기장 또는 부조종사

자격 비행기

총 비행시
간

• 200시간(전문기관150시간)

• - 모의비행장치 10시간인정
• -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50시간 중 적은 시간인정

기장시간
• 100시간

• - 전문기관 70 시간

야 외 비 행
시간

• 20시간

• - 기장시간 (총 540km 이상 구간 비행경력 포함)

계 기 비 행
시간

• 10시간

• - 모의비행장치 5시간인정 (기장 또는 부기장)

야 간 비 행
시간

• 5시간

• - 기장시간 (이착륙 5회 이상 포함)

자격 비행기 ⁄ 회전익항공기

총 비행시
간

• 40시간(전문기관35시간)

• - 모의비행장치 5시간인정
• -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10시간 중 적은 시간인정

기장시간
• 10시간

• - 단독비행경력 (총 270km이상 구 비행경력 포함)

야 외 비 행
시간

• 5시간

• - 기장시간 (단독비행경력)

자격

총 비행시
간

• 전문교육기관 : 제작사⁄국토부⁄외국정부 인정
• 전문교육훈련 : 국토부 인정 지상교육 + 40시간 계기비행시간 

(모의비행장치 20시간 인정)
• 국가기관등 항공기 : 50시간 계기비행시간 충족
• 외국 계기비행증명보유자

기장시간

야 외 비 행
시간

• 기장야외비행시간 50시간
• 해당종류 기장 비행시간 10시간 포함

응시자격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제93조제3항 및 별표9)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자가용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자격

총 비행시간 • 전문교육기관 : 제작사⁄국토부⁄외국정부 인정
• 조종교육증명 자격보유자로부터 교육훈련 : 국토부 인정 지상교육 

+ 15시간 기장비행시간(동승 교육시간)
• 국가기관등 항공기 : 150시간 교관비행시간 충족
• 국가기관등 항공기 : 국토부 승인 교육과정 이수
• 외국 조종교육증명보유자

기장시간

야외비행시간

계기비행시간

야간비행시간

⑰ 실기시험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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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운송용 조종사 - 면제요건 - 부조종사 자격 증명, 형식 한정자격 있으면
(ㄴ) 사업용 조종사 - 면제요건 - 비행경력 1500시간 이상, 외국에서 사업용 딴사람, 전문교육기관이수
(ㄷ) 자가용 조종사 - 면제요건 - 비행경력 300시간 이상, 외국에서 자가용 딴사람, 전문교육기관이수
⑱ 외국에서 한정자격증명을 받으면 학과,실기 면제
⑲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후 180일(6개월)이내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 응시 실기시험 면제
⑳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
(ㄱ)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 1종, 12개월(단 60세이상은 6개월)
(ㄴ) 자가용,사업용활공기,조종연습생,경량항공기 - 2종, ~40 - 60개월, 40~50 - 24개월, 50~ - 12개월
(ㄷ) 계기비행은 1종, 외국정부신체검사는 유효기간까지 인정, 의사가 1/2까지 단축해서 발급가능
①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1년 까지 효력정지 가능. 사고, 부정한방법, 중대한 과실, 다른 항공업무 한 것,신체

검사안받고 조종연습, epta를 패스안하고 비행한 것, 비관제공역 주의공역에서 한 경우, 통제공역 등 항공안전장애 계
획승인없이 변경 등등등

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두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 항공기 조종사 및 관제사
(ㄱ) 유효기간 4급3년,5급6년6급무한, 외국에서 따와도 됨
③ 조종연습허가신청서 - 지방항공청장
④ 조종연습허가서, 신체검사증명서 반드시 휴대 혹은 기체 내부 위치 할 것.

항공기의 운항
⑤ 항공종사자 - 자격증명을 받은자(무인항공기 운항 제외)

공역의 종류 (Types of Airspace)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 관제공역 : A,B,C,D 및 E 등급공역
 - 비관제공역: 조언공역, 초경량비행장치공역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 공역
 - 주의공역 : 훈련공역, 군작전공역, 위험공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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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죄공되는 공역

비관제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등급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
제
공
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 제 18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제 2조 제 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B,C,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
관
제
공
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
제
공
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
의
공
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지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⑥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
⑦ 등록부호 - 대문자 로마자 HL, 오른쪽 날개 윗면, 왼쪽 날개 아랫면,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면, 수평안전판 바로 앞에 

주날개 50cm↑,수직꼬리날개, 동체 30cm↑, 헬기는 동체 아래 옆면 표시해야 하고 아래는 50cm 옆에는 30cm(맞나?)
⑧ 무선설비 - VHF,UHF 2대
(ㄱ) 필수 -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Mode 3/A, C SSR transponder, 국외운항시는 Mode S
(ㄴ) ADF
(ㄷ) ILS (미장착 가능)
(ㄹ) VOR
(ㅁ) DME
(ㅂ) 악기상탐지장비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용, 여압장치 된 것 - 기상레이더 1대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의 회전익항공기 - 기상레이더 혹은 악기상탐지장비 1대
(ㅅ) 406Mhz ELT 1대

단, 임계발동기 고장 시 순항속도로 30분 혹은 100마일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의 엔진을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2개 모두 고장날 경우 적합한 육지 혹은 교체비행장을 120분 혹은 400마일 이내 착륙가능한 3개 이상엔진 
달은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자동회전 혹은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을 비행하는 3종 회전익항공기는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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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ㅇ) 100해리 이상 비행하는 단발기, 1개가 고장난 경우 200마일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및 그 외 항공기는 1개를 장착한다.
(ㅈ) 항공비상주파수 - 121.5 243.0 Mhz
(ㅊ) 2대중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야한다.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해야함
⑨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VHF, UHF 송수신기, mode c 트랜스폰더 1대
⑩ 항공기의 소유자는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춰야 함.
⑪ 구급용구
(ㄱ) 구명동의

수상비행기, 50마일 이상 비행하는 육상비행기, - 구명동의, 개인부양장비
(a) 장거리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 -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보트, 개인부양장비, 구명동의
(b) 회전익항공기가 해상 운항시에는 10C이하는 전원이 구명 동의 착용
(ㄴ) 소화기 30 1, 60 2, 200 3, 300 4, 400 5, 500 6, 600 7, 그이상 8
(ㄷ)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는 도끼 1개 갖추어야함
(ㄹ) 메가폰 61~99 1, 200 2, 그이상3
(ㅁ) 모든항공기는 구급의료용품을 탑재,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 
(a)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감염예방의료용구, 비상의료용구도 탑재
(b) 100 1, 200 2, 300,3 400 4, 500 5, 그 이상 6
(ㅂ)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250단위 
(ㅅ)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의 승무원 좌석은 안전벨트 + 어깨끈
(ㅇ) 특별감항증명, 곡예비행 항공기는 낙하산을 매야함.
(ㅈ) 항공기 탑재 서류 -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즈명서, 탑재용항공일지,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운항규정, 항공

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자격증명서, 비행기록, 무선국허가증명서, 승객 성명, 목적지명
부, 수송화물 목록, 화물 신고 서루, 협정서, 점검표

(ㅊ) 비행자료기록장치 10시간, 조종실음성기록장치 30분
(ㅋ)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ㅌ) 9명초과, 터빈발동기 일 경우 gpws(그라운드 어프록시미티 워닝 시스템) 장착
(ㅍ) 운송사업외 주간, 터빈발동기는 30분연료 나머지는 45분 연료량
(ㅎ) 운항승무원 90일지 이착륙 3회이상 비행경험, 야간 1회 이착륙, 모의비행장치 인정
(ㄱ) 항공기관사 6개월 50시간 경험, 항공사 1년 50시간 경험
(ㄴ) 계기비행 6개월까지 6회계기접근, 6시간계기비행 한 경험.
(ㄷ) 조종교육은 1년지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 경험 있어야함.
(ㄹ) 승무시간 8시간 비행근무시간 13시간., 연속되는 7일마다 하루는 휴식
(ㅁ) 30일 100시간, 90일 280시간, 1년 1000시간.
(ㅂ) 근무시간 8시간까지 휴식시간 8시간, 추가로 1시간씩 비등하게.
(ㅅ)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ㅇ) 항공안전의무보고 - 국토부장관 or 지방항공청장 기장이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보고
(ㅈ) 항공안전자율보고 - 예쌍되면 보고해라. - 국토부장관에게 10일 이내보고하면 봐줌,안전공단이사장에게도가능
(ㅊ)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 심사 시뮬로 가능. 해당노선 왕복비행.
(a) 운항절차 교육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기장시간 1천시간, 사업용아닌 국외비행 시 경험요건 면제

(신규개설노선)
(b) 운항자격 정기심사 매년 1회, 비상상황은 매년 2회, 2개이상 기종을 비행 시 기종별 격년 심사.
(c) 수시심사 -항공기사고, 6개월이상 쉰 조종사, 운항자격경력 1년미만, 새로운공항 6개월 안된 조종사.
(ㅋ) 경량항공기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착륙하면 안된다 허가신청은 국토부장관 혹은 지방항공청장
(ㅌ) 최저비행고도 - 시계비행 - 건축물 밀집지역 600m 상단에서 1천피트, 그 외는 500피트, 

               계기비행 - 산악지역 8키로 내에 2000피트, 그 외는 8키로 1000피트
(ㅍ) 불법간섭을 받으면 121.5로 경고방송 시도,2000피트 분리지역은 2000피트고도로 1000피트 분리지역은 500피트

로 변경
(ㅎ) 다른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양보할 것, 추월은 오른쪽으로 앞질러가긔
(ㄱ) 터빈항공기는 1500피트까지 빨리상승! 소음감소를 위해서
(ㄴ) 이륙중 선회는 좌장주로 신속히 상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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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우선순위 동력<비행선<활공기<기구류
(ㄹ) 기압고도계 수정은 전이고도 이하 비행 시 100마일에 있는 관제기관으로부터 받을 것
(ㅁ) 높은 항공기가 낮은 항공기에 진로 양보할 것
(ㅂ) 제한속도 - 1000ft↓에서 B,C.D 는 200kts 이하 그 외는 250kts 이하
(ㅅ) 활공기 예항줄 40m~80m, 예항줄 길이의 80%이상의 고도에서 이탈
(ㅇ) 예향줄에는 20m간격으로 빨백빨백빨백 표지
(ㅈ) 3000ft 이상 시계비행시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함. 동홀서짝, 시계는 +500ft
(ㅊ) 특별시계비행 - 시정 1500m이상을 유지하며 비행, 을 보고 비행, 야간에 비행하려면 계기증명 있어야댐, 회전

익은 야간도 가능. 시정이 1500m이상이어야만 이착륙가능
(ㅋ) 결심고도- CAT1,2,3 RVR,DH 표 참고할것
(a) 두나라 이상 운항 시 목적공항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까지, 2시간 미만이면 출항 후 20분 전까지 통보
(b) 계기비행시 - 계획진대기속도 5%차이는 통보, 도착예정시간 2분이상 차이나면 통보
(c) 이륙교체비행장 - 상발은 1엔진 failure에서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부터 1시간 거리 이내에 있을 것

               3발 이상은 1엔진 failure에서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자으로부터 2시간 거리 이내에 있을 것
               기상이 공항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d)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도착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지 운고가 계기접근 최저치보다 1천피트, 
시정이 5.5km이상이여야만 비행을 시작해야한다.

(ㅌ)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은 지방항공청장
(ㅍ) 통신 안될시 레이더 없는곳최종속도 20분간 유지한 후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 

            레이더있는곳 높은고도, 7분속도유지, 7600, 예정시각 30분 이내 착륙
(ㅎ) 신호
(a) 조난신호 SOS, ...---..., 적색 불빛
(b) 긴급신호 착륙등 개폐반복, XXX PANPANPAN
(c) 요격신호 121.5 243으로 도움요청, 7700
(ㄱ) 빛총신호
(ㄴ) 항공기 응신
(a) 주간 - 날개를 흔든다, 지상은 보조익 또는 방향타 움직인다
(b) 야간 - 착륙등을 2회 점멸
(ㄷ) 시간 - 24시간을 시.분으로 표시, 필요하면 초 단위, 1초 이내의 정확도
(ㄹ) 곡예비행금지구영 관제구 및 관제권, 할 경우 만피트↓-5km, 만피트↑-8km
(ㅁ)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 비행 5일 전지 지방항공청장
(ㅂ) 전자기기 사용제한 - 항공운송사업용, 계기비행방식(보청기,녹음기,심장박동기,면도기 는가능)
(ㅅ) 쌍발비행기운항승인 - 20석이상, 45360km이상 터빈발동기 1시간 초과하는 지점에서 1개의 엔진페일려시 최대회

항시간별로 승인 받아야함.
(ㅇ) 수직분리축소공역(RVSM)or RNP, RCP 공역은 개시 15일 전까지 국토부장관 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승인
(ㅈ) 관제 대상 - ABCDE 계기, BCD시계, SVFR, 비행장 주변
(ㅊ) 항공교통관제 데이터통신(CPDLC)는 음성복창 안해도 된다.
(ㅋ) 비행정보 - SIGMET,AIRMET,화산,방사능,항행안전시설 운영 변경 등등등.
(ㅌ) 경보업무
(a) 불확실상황 - 교신 실패 후 30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도착 예정시간보다 30분 이내 도착 안할 경우
(b) 경보상황 - 위치 확인이 불가, 착륙허가 5분 지났을 경우
(c) 조난상황 - 탑재연료, 비행능력상실, 명백한 증거.
(ㅍ) 항공정보 -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
(ㅎ) 로켓,불꽃,레이저 물건발사, 무인기구 등은 항공로 내부 150m이상, 그밖의 높이 150m이상 신고해야함.
(ㄱ) 시정이 5km 이하면 m으로 표시
(ㄴ) 항공정보는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항공정보회람, 비행전 후 정보를 적은자료를 통해 제공한다.
(ㄷ) 통지사항 - 예정일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
(ㄹ) 객실승무원 50-1,100-2,150-3,200-4,201~ 50에 1명씩 추가함
(ㅁ) 관광비행, 5700kg이하,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는 조종사 1명으로 운항가능.
(ㅂ) ILS MLS TLS - LLZ, GP, MARKER (CAT1은 IM 생략가능, MM+OM은 DME장비로 대체 가능)

IM 1000ft, MM 3500ft, OM 3.5~6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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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 런웨이로부터 400ft 옆, LLZ,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000ft공중선위치
(ㅅ) TACAN 전술항행표지시설 - 방위각정보, 항공기지의 경사거리 정보 제공
(ㅇ) VHF 118.0~136.975, UHF 225Mhz 변조도 85%이상
(ㅈ) 항공고정통신업무 - AFTN, AMHS
(a) 항공이동통신업무 - HF(단파)를 이용하여 항공정보 제공
(b)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곤한 정보 제공
(c) 항공방송업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를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ㅊ) 레이저광선 제한공역-2마일,활주로방향으로3마일, 위험구역-10마일,10000ft, 민감구역-비행장설치자,지방항공청장

이 지정
(ㅋ) 문제풀이하다 나온것
항행안전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 항공정보통신시설,
항공종사자자격증명 - 초경량조종사는 아니다.
한정하는 항공기 - 활공기는 상급(특상) 및 중급(중초)
시계비행 고도 밀집1000/외500 계기비행 고도 밀집2000/외1000
여압장치없는 항공기 - 620파스칼 이하 승객 승무원 전원이 비행시간동안, 620~740 승객10%,승무원전원이 초과대는 
비행시간동안 필요한 양
항공안전장애 일으킨 자 72시간 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항공일지 -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항공기 중대한 손상 - 강도,성능,비행특성에 악영향 미치는 것
자가용조종사 응시 시 면제 -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공중항법
                            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방송업무 
항공고정통신시설 - 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망, 항공관제정보교환망,항공직통전화망,항공종합통신망
승무시간 - 뱅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정지할 때까지, 회전익은 로터가 돌아간때무터 멈출때까지, 비행근무시간은 2
개의 구간을 포함하여 근무를 시작하여 발동시간이 정지될까지, 근무시간은 근무보고를 한때부터 모든 근무가끝날때까
지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종류만 한정이 가능하다.
항공신체검사 이의신청 30일까지, 30일까지 통보, 30일 연장가능 시 국토부가 끝나기 7일전에 연장 통보해줌
곡예비행 금지구역 - 밀집,관제구,관제권,1500ft미만, 항공기르 중심으로 가장높은 장애물로부터 500m이하의 고도
                        단, 활공기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이하의 고도
특별시계비행 - 야간에 하려면 계기비행 자격 필요
편대비행 - 거리유지는 수평 1km, 수직 30m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