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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정말 검은색인가요?

“블랙박스, 검은색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박스가 이름과 달리 오렌지색

이란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검은색이면 사고현

장에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밝은 형광색을 칠하는 것입

니다. 즉, 사고 현장에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Question 29

블랙박스는 정말 
검은색인가요?

블랙박스의 ‘블랙’이란 말

은 사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비밀의 열쇠’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오렌지색의 블랙

박스에는 항공기 사고 직

전상황의 긴박한 모든 데

이터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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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블랙박스라고
검은색이

아니랍니다.

이름이
미남이라고

미남이 아니죠
...

블랙박스는 항공기 사고의 열쇠 

‘블랙’이란 말은 사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비밀의 열

쇠’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지 색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오

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항공기 사고 직전상황의 긴박한 모

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라 불리는 것이지요.

블랙박스의 정식 명칭은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입니다. 항공기 기종마다 다르지만 

여기에는 보통 항공기의 고도, 대기속도, 기수방위, 교신내용, 

각 엔진의 추력상태 등 80여 종, 수 천 가지의 비행정보 데이터

가 저장됩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이 블랙박스를 회수

해 분석,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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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정말 검은색인가요?

오렌지색 블랙박스의 비밀

항공기 사고에서도 살아남는 블랙박스는 6,000m 해저

에서도 30일을 견딜 수 있으며, 손잡이 옆에 주파수 발신 장치

가 설치돼 어두운 환경이나 바다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외부는 땅에 추락하는 순간 자체 무게의 3,400배

에 달하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고, 1,100℃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작은 가방만 하

고, 값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3,000만 원 수준입

니다. 또한 비행기가 추락할 때 가장 적은 충격을 받게 하기 위

해 대부분 비행기 꼬리 아랫부분에 설치됩니다.

전투기에는 음성 및 영상기록 장치 장착

전투기에도 블랙박스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전투기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하지

만, 블랙박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 공

군에서 운용 중인 대부분의 기종에 설치된 음성기록장치 및 영

상기록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가 바로 그것입

니다. 일부 최신 기종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CSFDR; Crash 

Survival Flight Data Recorder)가 있어 비행 중 특정 상황

에 대한 비행기록이 저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