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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애칭이 있다고요?

항공기들이 저마다의 애칭을 갖고 있듯이 조종사들에게

도 고유의 애칭이 있답니다. 학생조종사들은 기본과정에서 첫 솔

로비행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신의 콜사인(Call Sign)이 달린 패

치를 좌측 어깨에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노 자이로(방향감각이 없

다), 멧돼지(저돌적이다)처럼 학생조종사의 특징을 담은 콜사인

은 보통 교관조종사가 직접 지어줍니다.

Question 19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애칭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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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No Gyro!!
역시 방향감각이

없어!!

공군 조종사 고유의 애칭, Call Sign!

공식적으로 콜사인은 비행을 할 때 조종사가 자신을 나

타내는 수신용어를 의미합니다. “22 Base. Gear check. 

Full stop.”은 최종접근구간에 도착한 항공기가 랜딩기어 상

태를 확인했으며, 착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2가 

바로 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콜사인이랍니다.

이처럼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한 비행

환경 속에서 간단명료한 의사소통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공

군이 실제비행에서 사용하는 콜사인은 부대별, 대대별 명칭에 

숫자로 표현되지만, 미국 공군의 경우 실제 작전에서도 조종사 

고유의 콜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콜사인은 조종사들 

특유의 문화인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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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애칭이 있다고요?

1) 날계란은 옛날 바

이킹(Viking)과 기사(

騎士, Knight)와 같은 

전사(Warrior)들이 싸

움을 통해 얻게 되는 

ORE(광석, 재물)를 의

미하며, 진정한 전사

만이 ORE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

다고 함.

F-15K 전사의 특별한 전통

F-15K의 고향인 제11전투비행단에는 네이밍 세리머

니와 매주 금요일에 특별한 명찰을 다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

다. 네이밍 세리머니는 제러마이어 위드(Jeremiah Weed)라

는 술에 날계란을 넣어 마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날계란을 깨

어먹는 의식은 옛날 바이킹족 전사들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

데, 계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1) 한편, 

제러마이어 위드는 사막지역에서 저고도 훈련 중 추락한 미군 

F-15E 조종사들이 인근에 있던 선술집 주인의 도움으로 무사

히 구출되었는데, 나중에 그 선술집을 다시 찾은 조종사들이 

주인과 함께 위드를 취하도록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계기로 미 공군 조종사들이 네이밍 세리머니 때 마시게 되었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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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네이밍 세리머니 행사를 통해 진정한 F-15K 전사로 태

어난 조종사들은 자신의 애칭이 새겨진 콜사인 패치를 받습니

다. 자신의 이름 외에 조종사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

이지요. F-15K 비행대대에서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오른쪽 

가슴에 정식 명찰 대신 콜사인 패치를, 왼쪽 팔에는 F-15K 기

종마크 대신 각 비행대대의 특징을 나타낸 특별한 패치, 즉 프

라이데이 패치를 답니다. 이는 조종사들의 애칭이 새겨진 명찰

을 붙이고 서로 부르면서 전우애를 돈독히 함과 아울러, 프라이

데이 패치를 통해 비행대대의 전통과 역사를 상기하고, 조종사

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군사명언

군사전략은 지리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반계획이며, 전쟁은 국가의 총자원을 
포함하는 거대한 전쟁이다. 각 시대의 가장 우수한 수송수단이 그 시대 군사전
략의 기초가 되어왔다. 오늘날 지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적에 직접 전쟁을 수
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는 항공기이다. - 알렉산더 세바스키



항공 전략 사상가들의 명언 1

줄리오 두헤(Giulio Douhet, 1869~1930, 이탈리아)

• 항공 전략 사상가, 항공총감 • 주요저서: 「제공권」, 「미래전 양상」

•  적 항공력을 파괴할 때, 공중에서 날고 있는 적의 새를 사냥하는 것보다 지상

에 있는 둥지와 알을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지상제약(地上制約)으로부터의 독립과 우세한 속도 때문에 항공기는 가장 뛰

어난 공격무기이다.

•  항공력에 의한 최상의 방어는 곧 공격에 의해서 달성된다.

•  과거에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않고서 적의 영토를 침입한다는 것은 불가

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제일 먼저 적의 방어선을 뚫지 않고서도 견고한 방어

선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군력

이다.

•  제공권(制空權) 장악이란 곧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반면에 제공권의 

상실은 곧 패배를 뜻하며, 승자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조건들을 무

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적의 육·해군을 그들의 작전 근거지로부터 차단해

서 적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을 뜻한다.

•  ‘제공권’이라 함은 적의 면전에서 비행을 함에도 적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 자국의 육지와 바다를 적

의 항공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적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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