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글·사진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

공군 IN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속력을 단숨에 줄이는  
전투기 착륙의 비밀

양낙규 기자의 공군 취재기 12편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할 때의 속도는 시속 300km가 넘는다. 

공군은 이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초과저지장비, 항공기 후크(Hook) 등이다. 초과저지장비란 항공기 

착륙 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유압 계통의 문제로 속도처리가 되지 

않아 활주로를 이탈하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 속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 활주로 양 끝에 설치한 장비를 말한다. 후크는 전투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기 전, 전투기의 고리에 튼튼한 줄이 걸리도록 해 

전투기의 이탈을 막아준다. 

착륙하는 순간 전투기의 속도를 줄이는 낙하산도 있다. F-5 

전투기에도 낙하산이 장착돼 있다. F-5 전투기의 활약을 보기 위해 

제10전투비행단을 찾았다.

저 멀리 불빛을 내며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바퀴에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착륙한 F-5 전투기는 활주로의 절반 

정도를 지나자 꼬리날개에서 14m 길이의 낙하산을 펼치며 속도를 

줄였다. F-5 전투기 조종사는 “활주로가 얼어버리거나 우천 시, 혹은 

거리를 조절하고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낙하산을 편다.”고 말했다.



F-5 전투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속도는 시속 350km. 착륙 

이후 활주로 중간지점에서 속도를 

시속 220km 이내로 줄이지 못하면 

착륙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전투기는 낙하산을 펴야 한다. 

낙하산을 펼치면 속도를 시속 

200km 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활주로 끝 지점에 전투기가 도착하자 

낙하산이 기체에서 분리되었다. 

장병들이 뛰어나와 낙하산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몸놀림이 재빨랐다. 다음 전투기가 착륙하기 전에 

정리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니 장병들은 온몸에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활주로에 늘어선 낙하산은 13kg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장병들은 100kg가 넘는 물건을 끄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낙하산 관리는 꼼꼼했다. 낙하산이 옮겨진 장구대대에 들어서니 

장병들은 15m가 넘는 탁상위에 낙하산을 펼치고 점검하고 

있었다. 장병들은 낙하산이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진흙이 

묻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을 마치자 낙하산을 20cm 

폭으로 접어 책가방을 싸듯 가방에 접어 넣기 시작했다. 일부 

낙하산은 세척실로 옮겨졌다. 세탁을 마친 낙하산은 자연 

건조하기 위해 20m 높이의 타워에 걸렸다.

장비대대의 한 장병은 “낙하산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전투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낙하산이 얽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투기와 전투조종사의 

성능발휘는 장비점검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온다.”고 

말했다.

개인장구 보관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보관실 공기가 

느껴졌다. 조종사들이 해상 임무 때 착용하는 해상방수복은 물론, 

개인헬멧 등을 보관하는 보관실 온도는 영상 24도, 습도 60%를 

유지했다. 재질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비중대장은 

장비대대의 주요임무 중 하나라며 조종사의 생존키트와 

생환조끼 등을 꺼내보였다. 조종사 좌석 밑에 장착된 생존키트 

안에는 식수·구급약·비상식량 등 50여 종이, 생환조끼에는 

조명탄·나침반·위성통신기 등 10여 종의 장비가 구비돼 있었다. 

이 장비들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하는 것도 장비대대의 임무였다. 

밖으로 빠져나오니 F-5전투기들이 연이어 이륙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전투조종사는 장비대대 대원들을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최정예 전투조종사도 이들이 있기에 

전투기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무언의 표시처럼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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