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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orce? G-suit? 이게 뭔가요?

하늘에서 적기와 싸우는 전투기는 빠르고 민첩해야 합

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이동해야만 적기보다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

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때문에 전투기는 전투기

동 중 수평과 상하 수직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

습니다.

조종사의 하중은 지상의 최고 9배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조종사는 지상에서보다 

몇 배나 되는 ‘하중’(G-force)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

상에 서 있을 때 받는 하중을 1G라고 하는데, F-15K가 급선회

할 때 조종사가 견디어야 하는 하중은 최고 9배에 이른다고 하

네요. 이 때 조종사들은 “9G를 받았다”고 말하지요.

전투기 조종사가 느끼는 하중이란 선회할 때 받게 되는 

원심력을 말하며, 급히 선회를 한다거나 선회반경을 줄이는 기

Question 63

G-force? G-suit? 
이게 뭔가요?



받아라!
나의

하중을!!

그래서
G-Suit를 
착용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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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가속도 내성훈련

동을 할수록 하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 중 신체가 하

중을 받는 경우, 평소 지상에서 느끼는 자신의 몸무게의 5~6

배에 이르는 하중을 느끼게 되며, 신체의 피가 다리 아래쪽으

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

해 시야가 좁아지는 ‘그레이아웃(gray out)’ 혹은 시야가 사

라지는 ‘블랙아웃(black out)’

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는 머리의 혈액이 전부 아래쪽으

로 몰리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하중은 조종사뿐

만 아니라 기체에도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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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orce? G-suit? 이게 뭔가요?

항공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하중 감소 위해 기종별 G-suit 착용

급기동을 할 때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

여 조종사들은 조종복 위

에 G-suit1)라고 불리는 

장구를 착용합니다. 통

상 G-suit는 바지와 같

은 형태로 허벅지와 허리

를 두르듯이 착용하는데

요. 기종별로 차이가 있

어 F-15K의 경우, 조끼

형태의 상의 G-suit를 

추가로 착용합니다.

각각의 G-suit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급격한 기동

으로 하중(G)이 발생하면 기체로부터 자동으로 압축공기가 주

입됩니다. 그러면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올라 조종사의 배와 허

벅지, 가슴, 뒷목 등을 꽉 눌러줘서 하중(G)으로 인해 피가 위

에서 아래로 몰리는 현상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G-suit는 1~2G 정도의 하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G-suit를 착용하더라도 하중(G)에 의한 육체적 부담

은 조종사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엄밀하게 말해 

정식명칭은 

Anti-G suit인데, 

보통 G-suit라고 

불림

G-suit는 급격한 기동

으로 하중(G)이 발생하

면 기체로부터 자동으

로 압축공기가 주입되

어, 공기주머니가 부풀

어 올라 조종사의 배와 

허벅지, 가슴, 뒷목 등

을 꽉 눌러줘서 하중으

로 인해 피가 위에서 아

래로 몰리는 현상을 막

아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