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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린 시절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한

번쯤은 그려보게 되는 조종사에 대한 꿈은 

현실을 사는 이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처

럼 들립니다. 흘러가버린 세월과 함께 어

릴 적 소망들도 옅어져 가게 마련이지만,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

고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

민 조종사 선발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공군에서 준비한 대국민 이벤

트입니다. 지금까지 1기(2007년) 4명, 2기(2009년) 6명, 3

기(2011년) 4명의 국민조종사가 탄생해 자랑스러운 국산항공

기인 T-50과 KA-1 탑승의 영예를 얻기도 했지요.

이들은 국내기술로 제작된 항공기에 탑승해서 그 우수

성을 홍보하고 국산 항공기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

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71

일반인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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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꿈은 
이루어진다!

합격
이다!!

꼼꼼한 절차 통해 국민조종사 선발

그렇다면 국민조종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것

일까요? 국민조종사 선발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

다. 2011년에 선발된 3기 국민조종사는 인터넷 참가신청, 서

류심사, 면접, 네티즌투표, 비행환경적응 및 생환훈련 등의 절

차를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에서는 공군 핵심

가치와 부합성, 열정 및 애정, 희망 메시지, 신체조건/태도/매

력, 향후 활동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최종 후보로 선발된 이들은 실제 조종사들의 훈련 과정

인 비행환경적응 및 생환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간감각 상

국민조종사 선발은 2

년에 한 번씩 개최되

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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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실훈련, 비상탈출 훈련, 가속도 내성훈련, 산소장구 실습 및 저

압실 훈련 등의 과목이 진행되는데 훈련 특성상 가장 큰 변별력

을 가지는 것은 가속도 내성훈련입니다. 이것은 항공기가 급선

회할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중력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내성

을 기르는 훈련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이 과정에서 탈락의 고배

를 마시곤 합니다.

나는 국민조종사다!

국민조종사가 되기 위한 관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산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

다. 국민조종사의 길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려있습니다. 명품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을 이루어 보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