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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R2B:리턴투베이스>를 보면 주인공 정태훈(정

지훈 분)과 전투기 조종사들이 잠자리 눈 모양의 짙은 선글라스

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요즘은 누구나 개성 있는 패션 소품으

로 사용하는 선글라스! 그런데, 공군 조종사들은 왜 하나 같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조종사의 멋을 나타내

는 패션 소품일까요?

Question 17

공군 조종사는 왜 
선글라스를 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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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는 왜 선글라스를 끼나요?

선글라스가

필요없는 헬멧

파일럿의 필수품, 선글라스!

1930년대 말 존 맥글레디(John Macgready) 미 육군 

항공단 중위는 논스톱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양광선과 구름으로부터의 반사

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어 시력이 약해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 존 맥글레디는 파일럿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바슈롬사에 새로운 선글라스 개

발을 의뢰합니다. 바슈롬사는 6년여의 연구를 거쳐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외선 99%, 적외선 96%를 차단하는 경이적인 녹

색 선글라스를 탄생시킵니다. 이 선글라스는 곧 미 공군에 의

해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1937년에 레이밴(Ray Ban)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슈롬사의 녹색 선글라스

는 단순히 존 맥글레디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현재는 자외선과 적외선

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조

종헬멧의 등장으로 비행 

중에 조종사들이 선글라

스를 착용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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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가진 뛰어난 제품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적인 선

글라스로 생산, 판매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최초

의 상업적 선글라스가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탄생된 셈이지요.

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잠자리 눈 모양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선글라스가 유독 잠자리 눈 모양

으로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잠자리 눈 모양은 조종사

가 눈동자를 크게 돌렸을 때 그려지는 모양으로 눈의 사각지대

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모델이 녹색이었던 이유도 조

종사의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색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잠자리 눈 모양의 선글라스는 특이

한 디자인으로 주목 받으며 대중적인 패션소품으로도 널리 사

랑받게 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맥아더 등 유명인들이 

애용하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알려지기도 했고요.

참고로, 현재는 자외

선과 적외선을 완벽히 차단

해주는 조종헬멧의 등장으

로 비행 중에 조종사들이 선

글라스를 착용하는 일은 거

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

지도 선글라스는 조종사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과 전

통으로 자리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