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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TV 뉴스에서 한번쯤은 ‘공군 탑건 선발’, 혹

은 ‘공군 최우수조종사 선발’ 등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

입니다. 그 때마다 과연 탑건과 최우수조종사의 차이는 무엇일

까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탑건은 전 분야의 팔방미인!

‘ 탑 건 ( T o p 

Gun)’은 1년 동안 ‘보

라매공중사격대회’ 성

적을 포함하여 모든 임

무수행 분야를 종합하

여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로, 한 마디로 ‘MVP 조종

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1979년부터 탑건을 선발

해오고 있는데요, 탑건이 되기 위해서는 1년간의 비행훈련과 

비행경력, 작전참가, 사격능력, 비행안전 기여도, 전문지식 

Question 16

탑건과 최우수조종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탑건은 보라매공중사

격대회를 포함해 지난 

1년간 모든 임무수행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를 

일컫는 명칭으로 ‘창공

의 MVP’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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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정!!

수준, 창의력, 체력 등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10가지 필수요

소에서 최고득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건’은 조종사에게 있어 가장 영예로

운 호칭입니다.

조종사 종합평가 최고득점자만이 탑건

과거에는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전투기분야 우승자에게 

‘탑건’ 칭호를 부여해왔지만 2009년부터 F-15K 전투기가 보

라매공중사격대회에 참가하면서 F-15K와 다른 전투기간 성

능 차이가 커서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우승자는 기종별로 별도 

선발하여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탑건’의 영예는 ‘공군 

우수조종사 선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기록한 조종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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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야별, 기종별 최고 득점자 - 최우수조종사

최우수조종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

째는 ‘보라매공중사격대회’에서 F-5, F-15K, F-4/F-16, 

KF-16, 공중투하, 탐색구조 등 기종별 우승자를 의미합니다. 

보라매공중사격대회는 조종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유도

하고 전투능력과 협동심, 사기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

회입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최우수조종사’로서 탑건 선발 과정에

서 전투기, 훈련기, 지원기 등 각 분야별로 선발된 최우수조종

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발기준은 탑건과 마찬가지로 보라

매공중사격대회 성적을 포함하여 ‘공군 우수조종사 선발 종합

평가’에서 분야별 최고 득점을 차지한 조종사에게 ‘최우수조종

사’ 칭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11년 탑건 신건우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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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탑건, Top Gun’ 줄거리

최신예 전투기 F-14를 조종하는 

젊은 조종사 매버릭 대위(톰 크루즈 분)는 

훌륭한 전투기 조종사였던 아버지를 둔 패

기만만한 파일럿 청년. 솜씨가 거칠기로 

소문난 그는 탑건 훈련학교에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가장 큰 변화

는 항공물리학을 강의하는 여 교관 찰리(캘리 맥길리스 분)와 

사랑에 빠진 것. 매버릭은 파트너인 구즈(안소니 애드워즈 분)

와 그의 아내 캐롤(맥 라이언 분) 커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

내기도 한다.

하지만 매버릭이 조종하던 F-14 전투기가 비행훈련 도

중 그만 동료기의 제트 후류에 빠지면서 엔진 고장을 일으키고, 

이때 함께 비상탈출을 시도하던 구즈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만다. 

자신의 무리한 비행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실의에 빠진 매버

릭은 ‘탑건’ 1위 자리를 아이스맨(발 킬머 분)에게 내주지만, 월

남전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전우였던 바이퍼 교관(톰 스케리트 

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하게 된다.

이 때 미국 상선이 기관 고장으로 영해를 넘어서자, 항

공모함으로 돌아온 매버릭은 비상출격을 하게된다. 전투기 조

종에 대한 슬럼프를 극복한 매버릭은 위기에 빠진 아이스맨을 

구한 후, 놀라운 능력으로 미그기를 격퇴하고 돌아온다. 이 전

투의 공훈으로 다시 탑건 교관을 자원해 온 매버릭은 그곳에서 

찰리와 재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