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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배트맨이 있다?

전투기가 이착

륙할 때 활주로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는 전투

기의 엔진에 빨려 들어

가면서 엔진고장을 일

으키고, 외부에 부딪

혀 기체를 파손시켜 전

투기를 위험에 빠뜨리

기도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전투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 법칙에 따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전투기뿐 아니라 민간 항공기 역시 새와 충돌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Question 38

공군에 배트맨이 있다?

공군기지에서는 전문

적으로 새를 쫓는 전

담팀(BAT; Bird Alert 

Team)을 만들어 새들

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

다. BAT조는 생태계와 

적절히 공존하되 전투

기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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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훠이~
훠이!!

공존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활주로 주변에는 많은 종의 새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

니다. 갈대밭이나 습지 등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발

달되어 있기 때문인데, 전투기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

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기지에서는 전문적으로 새를 쫓는 전담

팀(BAT; Bird Alert Team)을 만들어 새들과의 전쟁을 펼치

고 있을 정도랍니다.

생태계와 적절히 공존하되 전투기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BAT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활주로를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잡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 그래

서 BAT조는 소리로 새들을 놀라게 해서 새를 쫓습니다. 그런

데 사람도 견디기 힘든 전투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사는 활주로

의 새들을 무슨 수로 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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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배트맨이 있다?

BAT조, 새 쫓기 위한 사투를 벌이다

새들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에 굉장히 빨리 적응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소음에 처음에는 놀라 도망가지만 나중

에는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니며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BAT

조원들은 새 쫓기에 나서기 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운답니다. 일

단 활주로를 활보하면서 꽹과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공포탄을 

쏘거나 엄청난 소리의 가스 폭음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래야 새들이 긴장하고 활주로에서 멀리 달아나기 때문이에요. 

또, 스피커를 장착한 트럭에 천적 맹금류의 울음소리나 새들이 

위험할 때 내는 소리를 녹음해 틀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모형 맹금류를 만들어 접근을 막기도 하고, 그물을 설치

해 새들을 포획하기도 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땡볕도, 한겨울 매서운 한파도 아랑곳하

지 않고 새 몰이에 여념이 없는 BAT조야말로 전투기도 지키고 

새들도 지키는 공군의 숨은 멋쟁이들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