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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전투기들은 다양한 고급 에비오닉스를 장착하기 때문에, 전투조종사들은 기체에 탑재된 다종다양한 항전 장비들을 적절하고 

능숙하게 사용해 임무를 유리하게 끌고 나갈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종사 훈련 또한 그러한 기재 취급과 훈련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초음속 전투기가 막 탄생했을 때는 조종사들이 초음속 비행에 익숙해지는 것이 시급했으나, 현재는 음속과 초음속 비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미공군이 먼저 연 초음속 전투기 시대의 초음속 비행 시간은 현재 일상 훈련에서 반복되는 비행시간에 

비교하면 턱없이 짧다. 따라서 이제는 훈련기에도 초음속 비행 가능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선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T-50 

골든 이글이 강력한 라이벌들과 경쟁하며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훈련기의 명가, 필라투스(Pilatus)

군대라고 경제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는 예산과 가성비가 성능 다음으로 중요시된다. 

초음속 비행을 하려면 비싸고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하며 기체 

구조 또한 아음속기와는 다른, 복잡하고 제작비가 많이 소비되는 

설계와 고가의 재료가 필요하다. 훈련 시간당 연료 소모량 역시 몇 

배나 더 늘어나 운영비는 더욱 치솟게 된다. 따라서 순수하게 

훈련기 용도로만 쓰고자 제트기를 선뜻 구매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 

자타가 공인하는 훈련기의 명가로 일컬어지는 스위스의 

필라투스(Pilatus Aircraft)사(社)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폭넓은 시장 조사와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비행 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터보프롭 훈련기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초중등 훈련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필라투스 PC-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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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꿈꾸는 중등훈련기 끝판왕  

: Pilatus PC-211



필라투스 사는 PC-7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간단하고 저렴한 

기체는 그 성능 기준이 낮아 제작이 손쉬운 기종이란 것이 

문제였다. 그 후 여러 국가에서 PC-7을 면허 생산하거나 그 컨셉을 

받아들여 참으로 다양한 터보프롭 훈련기가 등장했다. 

이제 선도하는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이 된 필라투스 사는 1997년 

11월에 차세대 터보프롭 훈련기의 개선점을 시험하기 위하여 PC-

7Mk. I I라는 개량형을 만들었다. 테스트해본 결과, 필라 

투스는 1998년 11월에 새로운 훈련 시스템의 개발에 자금을 출자 

하기로 결정하고 PC-21의 신규 개발을 1999년 1월부터 시작했다. 

개발의 초점은 터보프롭 엔진의 훈련기를 능가하는 우수한 ‘공기 

역학적인 특성’, 더 강력하면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통합 훈련 체계’, 그리고 터보프롭 훈련기를 훨씬 뛰어넘는 ‘수명 주기 비용’ 같은 요소들이었다.

새로워진 디자인

PC-21은 PC-7이나 PC-9과 비슷한 컨셉으로 탄생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이다. 엔진은 PC-9의 PT6A-62(857kW)보다 높은 

출력의 PT6A-68B(1,192kW)를 장비했고, 프로펠러는 기존의 

4엽이 아니라 가속성이 좋고 고기동 비행에 유리한 5엽 블레이드를 

사용했다. 동체 역시 기존의 필라투스제 훈련기보다 더욱 매끈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복합 재료의 사용 비중도 더욱 

늘어났다. 

탠덤식으로 앉는 조종석의 방풍창은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아주는 

충돌 테스트 또한 마쳤다. 콕핏에 앉으면 우선 큼지막한 

광각 HUD와 3개의대형 액정디스플레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며,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에 시현된다. 조종간은 F-16과 

마찬가지로 왼손으로는 스로틀, 오른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각종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HOTAS(Hands On Throttle and Stick) 기능을 

구현했다. PC-21의 디스플레이와 각종 스위치의 기능은 스위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과 동일하게 배치되었다. 디스플레이는 

나이트 비전 고글에 대응되는 저광량 모드도 지원해주는 덕분에 야시경을 끼고 비행 훈련을 할 수도 있다. 

배치 상황

스위스공군은 1차 물량으로 6대의 PC-21을 구매했는데, 수량이 

이처럼 적은 것이 이미 PC-9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21일에 싱가포르 공군을 위한 PC-

21이 납품테스트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13일부터 싱가포르 공군에 

배치되었다. 부자 공군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2009년에 

25대를 주문했고, 첫 번째 기체는 2010년 11월 22일에 처음 

비행했다. 필라투스 사는 그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수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0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판촉에 힘을 쏟고 있다. 

▲ 아일랜드 항공대 소속의 필라투스 PC-9

▲ PC-21의 고도로 정교한 콕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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