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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애칭에는 용맹

하게 하늘을 나는 새

의 이름을 딴 것이 많

은데, F-15K의 애칭

도 ‘전승을 달성하는 

하늘의 절대강자’라는 

의미를 지닌 슬램 이글

(Slam Eagle)이다.

모든 항공기는 정식 이름 말고도 애칭을 갖고 있습니

다. 현재 공군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에도 각 기종별로 특색 있

는 별명이 있는데요, 유명한 항공기 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

을까요?

전투기 애칭은 단연 새 이름!

전투기 애칭에는 특히 용맹하게 하늘을 나는 새의 이름

을 딴 것이 많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K의 애칭

도 ‘전승을 달성하는 하늘의 절대강자’라는 의미를 지닌 ‘슬램 

이글(Slam Eagle)’입니다. ‘하늘의 제왕’인 용맹한 독수리는 

F-15에 딱 어울리는 별명이지요.

F-16의 애칭 역시 매를 일컫는 ‘파이팅 팰콘(Fighting 

Falcon)’입니다. 매는 독수리보다 크기는 작지만 용맹하고 빠

른 속도로 먹이를 사냥하는 새로, 경전투기이면서 다방면의 작

전을 소화하는 F-16의 특성과 꼭 닮았습니다.

Question 21

팬텀, 톰캣, 허큘리스… 
특색 있는 
항공기 애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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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닮았군!!

응??

항공기는 고양이과?

미 해군은 유독 고양이과 동물의 애칭을 선호했습니다. 

태평양전쟁 초기에 함재기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F-4F는 ‘

와일드캣(Wildcat, 들고양이)’, 일본군 전투기의 천적이던 

F-6F는 지옥의 고양이라는 의미로 ‘헬캣(Hellcat)’이라 불렸

습니다. 또한 영화 탑건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F-14의 애칭 역

시 수고양이를 의미하는 ‘톰캣(Tomcat)’입니다. 아마도 육지

에 비해 좁은 항공모함 갑판에 사뿐히 내리는 전투기의 착륙이 

고양이가 뛰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항공기의 특징을 담은 애칭

동물의 이름 말고도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한 애칭도 붙였

습니다. F-2 ‘밴쉬(Banshee, 여자유령)’, F-3 ‘데몬(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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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악마)’, F-4 ‘팬텀(Phantom, 유령)Ⅱ’ 등이 그 예입니

다. 우리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F-4가 ‘팬텀Ⅱ’인 이유는 F-4 

이전에 개발된 F-1의 애칭이 팬텀이었기 때문입니다. F-35가 

‘라이트닝(Lightning, 번개)Ⅱ’인 것도 2차 대전 때 P-38 라

이트닝(Lightning)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각 항공기의 특징을 담아 애칭을 붙이기도 합니

다. 미 공군과 미 해군은 물론 전 세계에서 무려 5,000대 이상 

운영된 명품 전투기 F-4 시리즈는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찢

어지는 듯 날카로워 마치 도깨비나 유령이 내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팬텀(Phantom)’이라는 애칭이 붙었습니다. 또한 뒤에

서 본 F-4 전투기의 꼬리모양이 유령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

습니다.

F-4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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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30은 그리스신화의 힘

센 영웅 ‘헤라클레스’의 영어식 표현을 따서 ‘허큘리스(Her-

cules)’라고 불리죠. 허큘리스라는 애칭에 걸맞게 C-130은 

어떠한 악천후에도 많은 물자나 병력을 수송하는 능력을 갖추

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라팔’이나 ‘토네이도’처럼 명칭

이 곧 애칭인 경우도 많습니다.

항공기 애칭과 의미

항공기 이름 애칭 의미

KT-1 웅비(雄飛) 힘찬 비상

T-50 Golden Eagle 검독수리

E-737(조기경보통제기) Peace Eye 평화의 눈

HH-47(탐색구조) Chinook 북미 원주민 종족

C-5 Galaxy 은하계

A-10 Thunderbolt 벼락

A-37 Dragonfly 잠자리

F-5A/B Freedom Fighter 자유의 투사

F/A-18 Hornet 말벌

F-22 Raptor 맹금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