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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1) 디옵터(diopter)

안경 도수의 단위. 1

디옵터는 초점 거리가 

1미터인 안경의 도수

인데, 안경 렌즈의 초

점 거리를 미터 단위

로 나타낸 수의 역수이

다. 볼록렌즈는 플러스

(+), 오목렌즈는 마이

너스(-)로 나타낸다. 

기호는 Dptr.

2006년부터 공군사관학교와 조종장학생 선발 시력 기

준이 안경을 벗은 상태인 원거리 나안시력을 기준으로 종전 

0.8에서 0.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경을 착용한 사

람도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굴절률이 +2.25 이상 또

는 –1.75Dptr(디옵터1)) 이하인 경우와 1.75디옵터 이상의 난

시는 불합격이므로 이점 꼭 참고하세요. 

안경 쓴 사람도 조종사가 될 수 있어

이처럼 시력 기준이 완화된 것은 항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육안탐색보다는 첨단장비를 통해 여러 가지 비행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안시력 0.5 

이상이면서 교정시력 1.0 이상이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

문에 공군 조종사가 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11

안경을 쓴 사람도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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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사람도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안경쓰고
비행가능!!

나도
할수있어!

교정시력
1.0이상

공군 조종사의 10% 가량 안경 착용

실제로 공군 조종사 중 약 10%가 안경을 착용하고 비행

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마스크나 조종 헬멧의 바이저(Visor)

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안경을 조종사 얼굴에 정확히 맞춰 착

용하기만 한다면 임무 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이처럼 

시력이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열

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종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신체조건 중 

잘못 알려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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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Q> 라식 수술을 하면 조종사가 될 수 없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단, 라식 수술이 아닌 

ASA-PRK 수술을 받으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공군에

서는 2007년부터 공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저시력자에 

대한 시력교정수술(ASA-PRK) 시범연구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3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력교정수술을 받

은 조종사의 항공의학적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단, 수

술방법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라식(LASIK) 수술이 아닌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ASA-PRK로 한정하며, 대상자

는 시력교정수술 전 안과 군의관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 

수술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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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사람도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고 수술 후 시력, 굴절, 대비감도 등의 안과적인 합병증이 

없다면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Q> 몸에 작은 흉터가 있으면 조종사가 될 수 없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흉터만 있어도 공중에 올라가

면 터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흉터

에 따른 기능적인 장애 및 합병증이 없다면 조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단, 흉터가 관절 및 근육운동에 장애

가 되는 경우나 군장을 착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또

는 지속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