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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가면 병사들도 

비행기를 타나요?

인원과 화물을 공수하는 공군 수송기에는 조종사 외에

도 화물적재사(Load Master)와 기상정비사(Flight Engi-

neer), 기상무장사(Flight Armorer) 등이 탑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작전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동승근무자’라

고 부릅니다. 그 중 기상무장사는 해상조난자 탐색구조 및 야

간 대간첩 수색작전 시 해상연막탄과 조명탄 투하 임무를 수행

하는 승무원입니다. 기상무장사로 근무하는 병사들은, 공군 유

일의 항공기 탑승 병사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uestion 44

공군에 가면 병사들도 
비행기를 타나요?

기상무장사는 해상조난자 

탐색구조 및 야간 대간첩 

수색작전 시 수송기에 탑

승하여 해상연막탄과 조

명탄 투하 임무를 수행한

다. 기상무장사로 근무하

는 병사들은, 공군 유일의 

항공기 탑승 병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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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우리가 바로
기상무장사!!

유일한 항공기 탑승 병사, 기상무장사

공군에 입대하더라도 사

실 항공기를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하지만 당당히 비행복을 입

고 항공기에 올라 창공에서 임무

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바로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기상무장사

들입니다. 기상무장사가 되려면 우선 공군에 입대하여 기본군

사훈련을 수료한 후 항공기무기정비 또는 항공탄약정비 특기

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들 중 5전비에 배치된 병사들은 일

정기간동안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거쳐 기상무장사로 거듭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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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가면 병사들도 

비행기를 타나요?

신체적, 생리적 조건 완벽해야 선발

하늘의 사나이, 기상무장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공중근무에 적합한 신체인지를 검사하는 공중

근무자 정밀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저압실 훈련 등 

비행환경적응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총 7회에 걸쳐 실제 

항공기 탑승훈련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교관과 함

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명탄 및 해상연막탄 투하 등의 임무를 

익힌 후 최종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상무장

사로 임명된 병사들은 전역하기까지 총 170여 시간 정도의 비

행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전투입 기회 많은 기상무장사

기상무장사들은 야간에 침투를 시도하는 적을 추적하

기 위한 조명지원작전과 난파선박의 승무원들을 구조하기 위

한 탐색구조작전 등 훈련이 아닌 실전에 투입될 기회가 많습니

다. 따라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

무장사들은 항상 비상대기를 하며 끊임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는 사실에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

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