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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씨가 8,000미터가 넘는 히말

라야의 높은 산을 오를 때, 산소마스크를 쓰고 등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

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늘에 가까이 오를수록 환경이 변하고 

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상과는 다른 고공에서의 신체변화

약 3~6㎞, 즉 1~2만 피트 상공에서 700㎞/h의 이상

의 속도로 비행하는 조종사들도 당연히 신체적 변화를 느끼겠

지요?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하늘을 날면서 생긴 문

제입니다.

비행환경적응훈련은 높은 고도로 올라갔을 때 변화하는 

환경을 지상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공중근무 환경을 체

험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즉, 비행환경적응훈련은 비행 중 인

체의 생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와 문제점을 이해하

Question 14

조종사들은 왜 
비행환경적응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비행환경적응훈련은 

비행 중 인체 생리에 미

치는 여러 가지 제한 요

소와 문제점을 이해하

고 이에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출 수 있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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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들은 왜 비행환경적응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공간감각 상실훈련

가속도 내성훈련

비상탈출
성공!!

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공간감각 상실과 가속도 내성훈련은 필수

3차원 공간에서 신체 이동과 자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

면 자신의 위치나 자세를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

사진 구름의 윗면을 비행할 때는 항공기가 똑바른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고 해도 기울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

다. 이러한 착시현상이 비행착각을 일으키게 되므로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기관이 아닌 계기를 믿고 비행해야 하며, 평소에도 

공간감각 상실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지된 기차 안에 앉아 옆에서 달리는 기차를 보면

서서히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것도 공간감각 상

실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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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실 비행훈련

또한 급격한 방향 전환과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에 영향

을 줍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을 탈 때의 느낌

을 기억하시나요? 조종사들은 이보다 더 급격한 중력가속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속도훈련장비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

해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한 가속도 내성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때 조종사들은 특수한 호흡법과 G-suit를 착용해 몸무게의 6

배에서 최대 9배가 넘는 하중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압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 병행

기압이 매우 낮은 고공

에서의 신체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조종사들은 특별히 제작

된 저압실에서 훈련을 받습니

다. 이 때 산소마스크를 벗고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의 저

산소증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웁니다. 이와 함께 항

공기 결함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탈

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 훈련

도 받는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