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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F-15K, C-130, E-737 등의 항공기 명칭은 언뜻 보

기에는 딱딱한 제품번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도 다 숨은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한 법칙만 알아두면, 이름만 

가지고도 항공기의 특성과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 알파벳 이름은 항공기 임무를 나타내

Question 20

항공기 이름에 감춰진 
비밀은?

항공기 이름에서 숫자 

바로 앞에 붙는 알파

벳은 그 항공기가 맡는 

임무를 나타내며, 숫자 

뒤에 붙는 알파벳은 항

공기가 얼마나 개량 작

업을 거쳤는지를 나타

낸다.

A Attacker(공격기) <예 : A-10>

B Bomber(폭격기) <예 : B-2>

C Cargo(수송기) <예 : C-130>

E Electronic(전자전 관련 또는 조기경보기) <예 : E-737>

F Fighter(전투기) <예 : F-15, F-16>

H Helicopter(헬리콥터) <예 : HH-60>

T Trainer(훈련기) <예 : 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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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름에 감춰진 비밀은?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

알파벳순서가
뒤쪽일수록 신형
이니까..K면? 여기서 'K'는

KOREA의 'K'
한국에서 생산된
기체를 말해!

항공기 이름에서 숫자 바로 앞에 붙는 알파벳은 그 항공

기가 맡는 임무를 나타냅니다. 숫자 뒤에 알파벳이 붙기도 하

는데, 뒤에 붙는 알파벳은 항공기가 개량 작업을 몇 차례 거쳤

는지를 말해주며, 알파벳 순서가 뒤쪽일수록 신형입니다. 가

령 F-4E는 F-4D보다 많은 보완과 개량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F-15K와 KF-16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

니다. F-15K의 ‘K’는 개량순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의 요구에 맞게 성능을 개량한 F-15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KF-16 앞에 붙는 ‘K’는 Korea의 약자로 한국에서 면허 생산

된 기체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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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60

FA-50

C-130

F-5F

E-737

F-4ECN-235

T-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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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름에 감춰진 비밀은?

MiG-29

KT-1

T-50

각 나라별 다양한 의미 담아

반면, 구소련에서 제작한 전투기 이름은 서방측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항공기를 설계한 회사의 

명칭이 그대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MiG기의 경우 항공기를 

설계한 미코얀(Mikoyan)과 구레비치(Gurebich)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한 MIG란 회사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며, Su(수

호이, Sukhoi), IL(일류신, ILyushin) 등도 항공기를 설계한 

사람의 회사 이름이 항공기 이름에 반영된 경우 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KT-1은 한국이 개발한 첫 번

째 훈련기의 의미가 있으며, T-50은 공군창설 50주년을 기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기 이름에는 그 임

무와 항공기 개량 여부 및 설계자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