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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장교 합동임관식

공군 조종인력은 우리 공군 전투력의 주체이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군 조종사는 

미래전장에 알맞은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기술 집약형 첨단무

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체력과 지식, 그리고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어야만 합니다. 

Question 10

어떻게 하면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51

어떻게 하면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건강함이 필수요소

현재 우리 공군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에 임하게 될 조종인

력은 공군사관학교 생도/임관장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조종장학생과 일반 학사사관후보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절제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생도생활과 정규대학교육, 군

사전문교육 등을 통해 공군의 정예장교로 양성됩니다. 물론 공

군사관학교를 졸업한다고 곧 조종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

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비행훈련을 거쳐야만 하겠지요.

두 번째는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조종사가 되는 것

입니다. 공군의 ROTC 과정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1~2학년 재학 

중 ROTC에 지원하면 타군의 ROTC와 마찬가지로 학군단원

으로서 대학생활을 하게 됩

니다. 이후 졸업을 하게 되

면 공군소위로 임관하는데, 

그 중 항공운항과 출신들은 

비행훈련을 통해 조종사로 

양성되지요.

공군조종사는 미래전

장에 알맞은 전략 전

술을 구사하고 기술집

약형 첨단무기를 제대

로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체력과 지식 및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여

야 한다.

고등비행교육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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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이런
방법이
 있었군~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인 조종장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전공 또는 영남대학

교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에 지원하거나 일반 4년제 대학 재학 

중 조종장학생에 지원하면, 졸업 후 12주간의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훈련을 받은 후 소위로 임관하여 비행훈련에 입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사사관후보생 중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조종인력으로 분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주간의 학사

사관후보생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후 신체검사 및 비행적

성 등 소정의 절차를 걸쳐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비행교육에 입

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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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공군사관학교만이 여성 조종사의 관문

한편, 1997년 공사에

서 최초로 여생도를 받아들임

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공군 조

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

니다. 실제로 2012년 3월 기

준, 49명의 공사 출신 여성 조

종사가 공군에서 활약하고 있

습니다. 미래의 공군 조종사

를 꿈꾸는 여학생들에게는 현

재까지 공사 진학이 유일한 방

편입니다.

“비상을 꿈꾸는 이여, 도전하라!”

조종사들은 말합니다. “훌륭한 조종사는 태어나는 것

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땅을 박차고 올라 힘차게 웅

비하는 조종사의 삶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조종사에 도전

해 보세요!

여성 KF-16 조종사, 김효선 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