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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1953년 부활호로부터 시작

된 우리 항공기 개발 역사는 초음속 

항공기 개발이라는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입니다. T-50은 한국항

공우주산업이 199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97년부터 미국 록히드마

틴사와 본격적으로 공동개발에 착

수했습니다. 2001년 10월에 기체

를 완성했고, 이듬해 8월 첫 공개 비행에 성공해 2003년 2월 19

일,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내구성 시험을 완료하고 

2005년 8월 대량생산을 시작했답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체 기술

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12번째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Question 52

‘Made in Korea’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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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라!

 

현존하는 동급 최강의 고등훈련기

T-50은 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디지털 비행제어시

스템과 디지털 제어방식의 엔진, 최첨단의 착륙장치 등을 장착

한 견고한 기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급의 훈련기 가운데

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으며 훈련기로서는 드

물게 마하 1.5라는 최고 속도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T-50의 

최대 항속거리는 2,592㎞, 최대 비행고도는 16㎞입니다. 이

러한 강점 때문에 T-50은 고등훈련기 뿐만 아니라 개량형인 

TA-50 전투입문훈련기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TA-50 전

투입문훈련기는 레이더와 제한된 공대공/공대지 무장운용 능

력을 갖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교육 고

등과정 이후에 KF-16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27주가 걸리는데 

TA-50의 도입으로 이 기간은 8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비상!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

도 T-50의 또 다른 버전인 T-50B 항

공기를 사용합니다. 블랙이글은 A-

37B 공격기를 이용해 곡예비행을 펼

쳐왔으나, 2011년부터 T-50B 항공

기로 재편되어 곡예비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T-50B는 검은색과 흰색, 

노란색으로 검독수리를 형상화한 화

려한 특수도장과 박진감 넘치는 효과
T-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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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최강!

made in
Korea

Good~!!

를 위해 스모크 와인더(Smoke Winder)를 장착했습니다.

  T-50의 또 다른 변형 기종으로 FA-50도 개발 중입니다. 

FA-50은 주ㆍ야간 전천후 임무가 가능한 경공격기로서 KF-16급 레

이더와 자체보호능력(RWR/CMDS)을 갖추었으며, 전술데이터링크

와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훈련기와 곡예비행기, 전술입문훈련기 등

으로 이용되는 T-50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날 준비

를 하고 있답니다.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수출계약을 체

결하면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

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

시아에 수출된 T-50은 16대, 4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 대한

민국 항공기 수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