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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건 비행, 목숨을 걸고 날다! 

시험비행조종사

임무통제실에서 시험비행을 진행 중인 시험비행조종사

시험비행은 글자 그대로 이제 막 설계를 끝낸 항공기를 

수천 미터 상공에서 직접 시험해 보는 비행입니다. 항공기의 성

능을 100% 확신할 수 없고, 설령 확신한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지 실제로 시험

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비행은 항공기 자체의 결함을 찾아내는

Question 41

목숨을 건 비행, 
목숨을 걸고 날다! 
시험비행조종사

시험비행조종사가 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학 

실력이 필수이며, 비행역

학, 미적분학, 통계학 관련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공

학적 지식과 조종사로서 

풍부한 비행경험을 갖추어

야 한다.



Don't 
jump to 

any co
nclusio

ns.

이 정도면
시험비행 기술사가

될 수 있겠어!

We 
haven't 

got 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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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실

험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가 처음으로 이륙하는 초도비행, 공중에서 일부

러 엔진을 끄고 다시 켜는 공중 재시동 비행, 의도적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항공기의 회복 특성을 파악하는 고영각

비행 등 비정상 상황에서도 항공기 성능과 특성을 확인하는 것

이 시험비행조종사의 역할입니다. 이 밖에도 비행하중 시험, 

조종안정성 시험, 성능시험 등 다양한 임무가 시험비행조종사

에게 주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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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건 비행, 목숨을 걸고 날다! 

시험비행조종사

모든 비행이 목숨을 건 모험

새로 개발된 항공기들은 각 계통들의 성숙도가 떨어져 언제 어

떤 결함이 나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시험비행이 거듭되면서 

항공기는 더욱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

지 않은 항공기를 처음 탄다는 설렘보다는 이제 막 생산된 항

공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수천 미터 상공에서 곡예에 가까운 비

행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모험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랍니다.

▲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한 T-50 시제기

▲ A-50 시제기의 미사일 시험발사

▲ T-50 시제기 초도비행

▲ T-50 양산1호기 출고기념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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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실제 시험비행조종사들

지식, 경험, 기술 갖춘 시험비행조종사

국내에는 아직 시험비행학교가 없기 때문에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외시험비행학교를 졸업해야 합니

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학 실력은 필수이며, 교과과정 중 비

행역학, 미적분학, 통계학 등에 대한 이론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답니다. 또 1

년간 20~30기종을 번갈아 가면서 비행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

행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를 요구합니다. 시험비행조종사는 실

제 시험비행을 수행할 때 일반 조종사에 비해 불완전한 항공기 

상태, 고위험 시험비행 수행, 빡빡한 시험 일정 등으로 인해 안

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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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건 비행, 목숨을 걸고 날다! 

시험비행조종사

또한 우리 공군은 2007년부터 시험비행기술사(FTE; 

Flight Test Engineer)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2명씩 시

험비행기술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지식과 조

종기술의 한계를 측정해 보고 싶은 유능한 조종사들에게 시험비

행조종사와 시험비행기술사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물론, 현대과학기술의 총아인 초음속항공기를 우리나라

가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비행조종사도 존재할 수 있

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