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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파이트(Dogfight)란, 두 전투기가 서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벌이는 근접 공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단거리미사일과 기관포를 이용해서 교전을 벌이며, 적의 

후방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무장 발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꼬리를 물려고 빙빙 도는 모습이 꼭 ‘개들이 싸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중전의 필수 요소, 도그파이트

1, 2차 세계대전의 전투기간 중 공중전은 실제로 도그

파이트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항공기와 무장 성

능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조종사의 조종기술이 도그파이트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요.

도그파이트에서 적을 격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적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의 다

음 기동을 예상할 수 있고, 적기의 기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기

Question 67

전투기가 개싸움
(Dogfight)을?



꼬리를
물어야해!!

어째 우리 싸움
비스무리하네..

당할것같으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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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무장을 발사하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었으니

까요. 또한 조종사의 조종능력과 경험도 중요하답니다.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항공기와 무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특

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은 온전히 조종

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도 기본이 되는 도그파이트

레이더와 무기체계가 발달되면서 조종사가 눈으로 적

을 확인하기 전에 레이더에 나타난 적에게 공대공 무장을 발사

하는 원거리(BVR; Beyond Visual Range) 교전형태로 공

중전의 형태가 차츰 변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그파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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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예전처럼 강조하지 않게 되었지요. 한편, 최근에 스

텔스 기술이 발달되면서 만약 두 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공중

에서 맞붙는다면 레이더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조종사의 눈으

로 적기를 보기 전까지는 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엔 도그파이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이

로 인해 최근 다시 도그파이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

니다. 도그파이트는 공중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군사명언

지상작전, 근접지원, 항공차단 등의 가능 여부는 「공중우세」의 확보여부에 전
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공중우세」 확보가 공군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전
쟁의 전략적 및 작전적 수준에서 적으로 하여금 아측이 바라는 바를 양보하도
록 하려면 적의 능력 및 전쟁수행 의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적국 정부의 핵
심요소 및 군 구조를 식별해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 존 와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