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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신세경! 

공군 정비사가 되는 방법

영화 ‘R2B:리턴투베이스’에서 신세경은 정지

훈이 타는 전투기 F-15K를 정비하는 정비기장으로 

나옵니다. 정지훈이 하늘에서 전투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정비사인 신세경은 밤낮으로 항공기를 점

검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가냘픈 그녀의 

손으로 이뤄낸 섬세한 정비는 전투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게 되는 것이지요. 아리따운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

지 궁금하지 않나요?

최상의 항공기 컨디션을 만드는 정비사 

부사관의 경우 흔히 ‘항공기정비사’라고 통칭

해서 불리는 항공무기정비 특기는 그 역할이 매우 다

양합니다. 영화에서 신세경은 항공기의 동체 자체를 

정비하는 항공기기체정비 특기로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항공기의 기골수리 및 개조, 각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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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비하는 모습

골 부품과 엔진부속을 제작, 수리하는 항공기제작정비, 각종 

무기를 정비 및 장착하는 항공기무기정비, 항공전자장비를 점

검 및 수리하는 항공전자장비정비, 각종 항공기엔진을 수리하

는 항공기기관정비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됩니다.

유사시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전투기를 다루

는 정비사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비행 전과 그

날에 계획된 비행이 끝난 후 항공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기 때

문에 아침비행이 있다면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합

니다. 항공기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항공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조종사들이 하

늘에서 적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정비사들은 땅에서 

항공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답니다.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여기저기 결함이 발생한 항공

기들도 공군 정비사들의 손을 거치면 말끔하게 수리가 되어 새 

항공기나 다름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대

한민국 공군의 정비사들은 숭고한 장인정신으로 항공기에 생명

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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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속으로 직접 들어가 철저히 점검

항공기에서 엔진은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

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그 점검은 까다롭고도 섬세한 작

업을 필요로 합니다. 항공기의 엔진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정비

사가 직접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F-5와 

같이 비교적 작은 항공기의 경우 엔진을 점검하기 위

해서는 신세경과 같은 작은 체구의 여성 정비사가 유

리하겠죠? 덩치가 큰 정비사가 들어간다면 점검하기 

어려울 뿐더러 엔진에 끼이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까요. 정비사의 몸에 붙은 부착물들이 떨어져 나가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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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손상을 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사가 착용하는 

정비복은 조종사들이 입는 비행복과 마찬가지로 철제 계급장이

나 부착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엔진에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

어서 비행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

다. 또 비디오스코프를 이용하여 엔진내부를 점검하기도 합니

다. 일종의 내시경 검사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비행 전

후로 정비사가 직접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