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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기간 ： ２개월（６월 하순부터 ８월 하순 까지） 
 
취득가능자격 ： FAA자가용 조종사 육상단발 비행기 
             
체류 중의 생활방법 ： 홈스테이    
 

도미기간 ： A코스：５개월（６월 하순부터 １１월 하순까지） 
          B코스：８개월（６월 하순부터 ２월 중순까지） 
 
취득가능자격 ：  A코스： FAA자가용 조종사육상단발비행기 및 육상다발 비행기 
            B코스： A코스 자격 이외, 계기비행증명 
 
체류 중의 생활방법 ： 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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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의 자격 
 ①자가용조종사 ②사업용조종사 ③정기운송용조종사 
 ３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종류 
 ①비행기 ②회전날개항공기 ③비행선 ④활공기 
 의 4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후가 좋지 않을 때 등의 비행에 필요한, 
 계기비행증명 
 도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 
  
파일럿은, 그 책임성 관계에서 신체적 
적성이 맞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 정기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 자가용 조종사 
 
※항공유학참가희망자는 우선, 적성시험 및 항공신체검사 
  （예비검사）를 수험하고, 합격을 조건으로서 참가합니다. 



  

⇒ 비행기  

육상단발비행기… 
엔진이 한 개인 비행기 



  

⇒ 비행기 

육상단발비행기… 
엔진이 한 개인 비행기 

육상다발비행기… 
엔진이 2개 이상의 비행기 



  

⇒ 비행기 

육상단발비행기… 
엔진이 한 개인 비행기 

육상다발비행기… 
엔진이 2개 이상의 비행기 

계기비행증명… 
구름 안에서처럼 시계 제로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 



  

해외 유학의 메리트 



  
 왜 해외에서 취득하는 것일까….. 

  미국에서 훈련하는 것이, 경제적 또한 단기간에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나아가 영어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시됩니다. 

 체류기간 중 홈스테이를 하고, 생생한 영어를 배웁니다.                               

 일본 → ５０，０００엔 정도 / 1시간   

（세스나） 

 미국 → １５，０００엔 정도  /1시간  

（세스나） 

★미국에서 훈련한 경우의 비행기 1시간당 가격 

★일본에서 훈련한 경우의 비행기 1시간당 가격 

일본과 미국의 비행기 사용료  비교 



  

홈스테이 



  

홈스테이 제도 

  

  

본교에서는 2009년도부터 홈스테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홈스테이에서는,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생활을 통해서 생생한  

영어를 배우는 것과 더불어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래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영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호스트 패밀리와의 다문화 교류는 파일럿에게 필요한 

넓은 시야와 국제적 관점에서의 생각을 길러 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게 되어 파일럿으로서 필요한 

「자립심」기릅니다. 

 

 



  

훈련 학교 소개 



Hillsboro Aviation Inc.（힐스버러・에이비에이션） 
3565 NE Cornell Rd Hillsboro OR 97124 
+1–503–648-2831 

오리건 주・힐스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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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버러 공항 



Hillsboro Aviation Inc.（힐스버러・에이비에이션） 
3565 NE Cornell Rd Hillsboro OR 97124 
+1–503–648-2831 

Portland-Hillsboro Airport 
포틀랜드・힐스버러 공항 

◆활주로의 수는 2개가 있고, 각각의 길이는 
1,500m와 2,000m입니다. 

 

◆제트기가 이착륙 하는 공항으로、오리건 
주에서는 2번째로 분주한 공항입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기상상태가 좋고, 
훈련에는 최적의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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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기업 에어라인 회사로부터 

  훈련이 위탁되고 있고, 그 외에  

  한국, 독일, 일본 등의 훈련생도 있어 

  국제적인 훈련학교입니다. 

 

◆항공기의 소유수가 많고 설비도 
충실합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판매도 하고 
있고, 훈련기재 등을 독자적으로 
정비점검 할 수도 있습니다. 

 Hillsboro Aviation Inc.（힐스버러・에이비에이션） 
3565 NE Cornell Rd Hillsboro OR 97124 
+1–503–648-2831 

Hillsboro Aviation Inc. 
힐스버러・에이비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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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sboro Aviation Inc.（힐스버러・에이비에이션） 
3565 NE Cornell Rd Hillsboro OR 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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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학 스케줄 



１
년
차 

２
년
차 

３
년
차 

설명회（학생）・모집기간 
９월～ 
１월 

１월 하순            신청마감 

２월～３월 하순         적성검사 

４월～５월 상순        항공신체검사（예비검사） 

６월 상순             합격여부발표 

６월 하순～           도미 전 좌학 훈련 개시 
                  ※수시로 익숙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 

２월～              비자 발급 준비・신청 

비자발급・도미 전 좌학 훈련 종료 ～６월 중순 

６월 하순부터 
８월 하순 





  
미국유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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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２５０만엔  

A코스 약４００만엔 
B코스 약５００만엔 

 
 
 

※각 코스의 비용에는 일본 내에서 의  주된 비용（비자 수수료, 항공권대금 등）및  
해외에서의 생활비용（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통비 등）도 포함됩니다. 

   ※각 코스 비용은,  2011년도의 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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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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