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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

수송기 기내 화장실

오늘도 영공방위 전투초계임무에 

임하는 믿음직한 전투기 조종사! 

‘헉! 그런데 이 느낌은 뭐지?’

아랫배를 조여 오는 불길한 느낌���

‘앗! 화장실이 급하다!’

비행이 끝나려면 1시간도 더 남은 상황! 

이를 어찌 하나요?

전투기 비행중 생리현상 대비책 필요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여객기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요. A-380같은 초대형 여객기는 기내에 화장실

은 물론 샤워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용기에

도 화장실이 있을까요? 수송기나 조기경보기 등 중�대형 항공

기는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기내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전투기와 같은 소형 항공기처럼 별도로 화장실이 마

Question 68

비행중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



260

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의 임무 시간은 1시간

에서 3시간 안팎이기 때문에 비행 전 볼일을 보고 잘 조절(?)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는 나

라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공중급유를 받

고 임무를 하게 되면 6시간 이상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 중 

생리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 전투

기 조종사들도 생리현상을 항상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비책이 필요하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필수품, 릴리프 백

이렇게 난감한 상황

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

로 릴리프 백(Relief bag)

이라 불리는 일종의 소변주

머니입니다. 야구경기 9회

말 투아웃, 1점차로 앞선 

상황에서 주자 2, 3루! 이

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를 영

어로 Relief pitcher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투

기 조종사에게 예상치 못한 

릴리프 백은 잘 찢어지

지 않는 비닐주머니 안

에 특수한 재질의 스펀

지가 들어있어 조종사

가 소변을 볼 경우 모조

리 흡수하여 밖으로 흐

르지 않도록 해주는 전

투기조종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Must have item)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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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

자동항법~
으..
시원
하다

Must
have ITEM

이라구~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

로 릴리프 백입니다.

릴리프 백은 잘 찢어지지 않는 비닐주머니 안에 특수

한 재질의 스펀지가 들어있어 조종사가 소변을 볼 경우 모조

리 흡수하여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전투기 조종사들에

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Must have it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항공기를 자동항법으로 전환시키

고, 릴리프 백을 꺼내 잘 펼친 후, 조종복의 지퍼를 올립니다.1) 

그 다음은 조준(?)을 잘해서 볼일을 보면 끝! 사용한 릴리프 백

은 입구를 잘 막은 후 돌돌 말아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다가 임무

를 마칠 때 가지고 내리면 됩니다.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1) 조종복은 소변을 

볼 때 지퍼를 내리지 

않고 올리게 되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