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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오래전부터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

습니다. 라이트형제의 동력비행 성공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류의 꿈은 채워지지 않

았습니다. 지구 밖 미지의 세계, 우주를 향한 꿈이 움트기 시작

한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소망은 최초의 우주비행사 가

가린,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에 의해 시작되었

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

년에 이소연씨가 러시아 

소유스호를 타고 우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답

니다.

Question 55

국내 유일의 우주인 
양성 전문기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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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우주인 양성 전문기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내최초의 우주인

양성 인큐베이터!! 공군항공우주의료원

Fire!!

 국내 최초의 우주인 양성 인큐베이터

그럼, 국내에서 우주인을 양성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

로 공군사관학교에 위치한 항공우주의료원입니다. 항공우주의료

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한 협조 속에 우주인의 정밀 신

체 및 정신검사 등 의학적합성 검사에서부터 행동적합성 테스트

까지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우주인 양성 전문기관이랍니다. 항공

우주의료원의 주된 역할은 크게 공중근무자 선발 및 신체검사 관

리, 비행환경적응훈련, 항공우주의학연구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행환경적응훈련에서는 가속도내성 강화훈련, 공간감

각 상실훈련, 비상탈출훈련, 야간 시각훈련 및 고공환경 적응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은 한

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

한 협조 속에 우주인의 정

밀 신체 및 정신검사 등 의

학적합성 검사에서부터 행

동적합성 테스트까지 담당

하는 국내 유일의 우주인 

양성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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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조종사들에게 필

수적인 교육일 뿐만 아니라 우주인에게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훈련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무수한 지상 실습을 반복한 결

과로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반사작용처럼 대처하듯이 우주인 

양성 과정에서도 지상에서 셀 수 없는 반복 훈련과 실전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주선 이륙 시 우주인들이 받는 관성의 방향은 가슴에

서 등 쪽으로 향하며, 조종사들은 이와 달리 머리 위에서 발끝

으로 향하는 중력을 받게 됩니다. 조종사들의 훈련 과정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연구, 분석하듯이 우주인 양성도 같은 과정

을 거치게 된답니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항공우주의료원의 

모든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뿐만 

아니라 우주인의 우주비행 후에도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와 함

께 우주적응훈련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3차 우주인 선발 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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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신설된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는 앞으로 지속될 

우주인 선발·교육과 더불어 우주사업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주의학과 관련한 전문성과 시스템

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의료원은 한반도를 넘어선 항공우주의학의 메카로 발

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인적응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