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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피트 상공에서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가 기체 결

함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면? 기체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고, 조종사에게는 불과 몇 초의 여

유밖에 없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최후의 수단, 비상탈출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전투기는 시스템이 복잡한 만큼 

수많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평상시 훈련한대로 비상처치를 합니다. 비상처치를 

해도 회복이 안 될 경우 조종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상탈출은 조종사가 앉아있는 사출좌석(Ejection 

Seat)의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출좌석은 조종사를 조

종불능 상태인 기체에서 분리시키고 최대한 빨리 낙하산을 펼

쳐 안전한 상태로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고안되

Question 64

비상탈출(Ejection)의 
원리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평상시 훈련

한대로 비상처치를 한

다. 비상처치를 해도 

안 될 경우 조종사는 최

후의 수단으로 비상탈

출을 시도한다.



F-4

비상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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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Ejection)의 원리

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으로 이루어진

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출좌석은 화약과 로켓의 추진력으

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이륙 대기 중인 활주로에서

도 조종사를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답니다. F-16의 경우 지

상에서 사출되면 조종사가 약 50m 정도 올라갑니다.

F-4 비상탈출, 눈 깜짝할 1.392초

생산된 지 30년이 넘은 F-4E 전투기의 전�후방석 조종

사가 모두 비상탈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먼

저 후방석 캐노피(Canopy, 조종석을 덮고 있는 투명덮개)가 

날아가고 후방석 좌석이 사출됩니다. 그 다음엔 전방석 캐노피



250

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가 날아가고 전방석 좌석이 사출됩니다. 다소 많은 과정을 거치

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은 1.392초 안에 모두 끝난답니다.

F-4E보다 최신 사출좌석을 설치한 F-16의 경우는 시

속 460㎞ 이상으로 비행 중 비상탈출을 하게 되면 조종석 사출

부터 낙하산이 펼쳐지기까지 1.17초가 걸립니다. 현재 주로 사

용되는 전 세계 항공기의 사출좌석은 로켓을 이용해 0.2~0.4

초 동안 12~21G 정도의 가속을 얻어 조종사를 항공기와 안전

하게 분리시켜 탈출시켜 줍니다.

올바른 자세가 안전탈출의 키

이렇게 엄청난 가속을 

받으며 비상탈출할 때, 조종사

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면 사

출되는 즉시 신체 부위에 심각

한 부상을 입게 된답니다. 왜

냐하면 항공기에서는 약 시속 

800~1,000㎞의 속도와 로켓 

사출로 인한 순간 최대중력이 

12~21G까지 발생하기 때문입

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종사들

은 비상탈출하기 전 좌석에 몸과 머리를 완전히 밀착시켜 자

세를 잡은 후 사출 핸들을 당겨 비상탈출 한답니다. 이래야만 

심각한 부상 없이 안전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