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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10월 2ੌ,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झঙ
레스까지 가는 대한항공 KE011편 ઑઙप(Cockpit)에 동행 
थೞ.
개인적으로 워낙 비행기를 좋아해서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
에어라인 파일럿과 의사를 동시에 하고 싶은 ݃݅, അ
실에서는 불가능 한 ੌ. 그래서 나는 늘 하늘을 동경하며 
라이트 시뮬레이터와 매일 매일을 같이 하고 . 내가 실제
대형 항공기를 조종할 수 হਵפ, 그것을 조종하는 ੌٜۤ
과 늘 가까이 ղݴ,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을 나누고 싶어
೮. 그러던 중 파일럿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길을 ও
ਵפ, 바로 ೦ҕ(ࢎޙAviation Medical Examiner; AME)
. 나는 약 4년 전부터 파일럿의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न
Ѩࢎૐ(ࢲݺ일명 White Card)를 발급해 주는 항공전문의사가
غ. 운 જѱ, 한국의 항공우주의학협회뿐 아니라 ܻա
라 의사를 통틀어 7명밖에 없는 미국 োߑ೦ҕ(FAA) ࣗࣘ
의 항공전문의사까지 되어서 현재 활동 .
ࢎप, 911사태 전에는 외국을 갈 ٸ, 날아가는 비행기 ղী
서 조종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ইפ. 그 दী
는 그저 객실승무원을 통해서 ‘조종실을 방문하고 र ’하는
메모만 기장에게 전하면 쉽게 들어가 볼 수 . 그런데
911사태가 벌어진 후에는 허가 없는 민간인이 비행 중인 ࠺
행기의 조종실을 들어가는 것이 국제적으로 불법이 되어버려
한동안 실제 비행기 조종실 구경을 못 하고 ও. 이제는
ػ. 나는 이제 항공의학 자문관으로서 국토교통부에 Cockpit Auth (조종실 출입 ೲоࢲ)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غ
.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가는 비행기 조종실에 थೞ.
이번엔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부르는 초대형 여객기 A380
. 전에도 보잉 747, 777 등의 조종실을 방문해 ࠊࢲ, 나에게
대형 항공기의 조종실 자체는 ࣼೞ݅, 전에는 단순히 ѐ
인적인 취미와 흥미를 충족시키고자 조종실을 ߑޙ೮ݶ,
이번에는 항공전문의사로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ઑ
종실에서 조종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업무 강도를 함께 
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더욱 ӝغ. 실제로 FAAীࢲ
는 항공전문의사가 оਊ࠺೯ӝݶ(Private Pilot License;
PPL) 정도를 취득하기를 ӂೞ݅,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조종실 방문의 기회를 자주 যࢲ, 조종사의 업무환경에 
숙해지기를 ӂೠ.
출발 시각 약 1시간 10분 전에 기장님과 출발 게이트 খী
서 만나기로 미리 ডࣘ೮. 게이트 앞에 앉아서 기장님을 ӝ
다리고 ؘח, 객실승무원들과 함께 파일럿들이 속속 ࠺೯
기로 ٜযр. 승무원들은 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의 ࢎޖप
에서 운항관리사로부터 항로와 항로상의 զॿ, ߄ۈ, 운항 중
주의사항 등등의 브리핑을 마치고 비행기로 오게 ػ. Ӓ۞
니까 승무원들은 승객들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ࣅ.
미리 출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나는 PIC ӝ(שPilot
In Commander)을 만나 함께 비행기에 ٜযщ. 항공사마다
업무 분배가 조금씩 ܰ݅, 대한항공의 경우 비행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탑승하는 파일럿이 ୶оػ. 8시간 이상
13시간 이내에는 보통 기장 2(ݺPIC, P2)과 부기장 1(ݺFirst
Officer; F/O)이 탑승해서 PIC 기장이 이륙과 착륙을 ೞ
Ҋ, 부기장이 초기에 부기장 역할을 ೞо, 부기장의 쉬는
동안 P2 기장이 부기장 역할을 ೞҊ, PIC 기장의 휴식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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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P2 기장이 ӝ, 원래의 부기장이 다시 부기장 역할을
하는 식으로 업무를 ա׀. 이것을 Three pilot system이라고
ࠗܲ.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1시간
ղ৻. 그러니 이번 비행기도 Three pilot system으로 미국까지
가게 ػ.
출발 준비를 하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은 모두가 각자 ݐ
은 일에 ߄ࢁ. 바깥과 바로 통해있는 문들이 열려있고 दز
이 걸리지 않은 ࢚కפ, 기내는 ेۦೞ. 승객들의 식사가
담긴 카트들이 पܻҊ, 담요 더미가 기내에 쌓여 . ёप
승무원들이 이것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동안 파일럿들은 ઑઙ
실에서 비행준비에 ߄ࢁ. PIC 기장은 전체 비행계획을 
ѨೞҊ, 그라운드 정비사로부터 항공기의 정비상태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ࢎੋೠ. ژೠ, 각종 알람이 ઁ
로 작동하는지 Ѩೠ. 부기장은 ೦ҙܻஹೊఠ(Flight
Management Computer; FMC)에 비행기의 무게와 بࣘܩ,
그날의 ӝ, ߄ۈ, 항로를 꼼꼼히 입력하고 ഛੋೠ. 이미
운항관리사로부터 넘겨받아 온 서류에는 수 페이지에 달하는
수많은 항로상의 way point들이 оٙೞ. 항공기 정비서류에
사인을 마친 PIC 기장이 다시 밖으로 나가 비행기의 외부 
검을 ೞҊ, 머리와 옷이 비에 젖어 ٜযৡ. 그날은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던 날이라 ࠺
행기 밖에는 비바람이 세게 ࠛ. 비가 য়؍, 눈이 য়؍,
바람이 ࠛ؍,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운항 전에 파일럿이 ࠺೯
기의 외부 점검을 꼼꼼히 하는 것은 ࣻ. 운항에 ଵৈೞ
는 파일럿들이 조종실에 모두 모이자 PIC 기장은 다시 한번
오늘 비행의 세부 계획을 ࠳ܻೝೠ.
“오늘의 departure runway (이륙에 이용하는 ഝ)۽는
15R. 비가 많이 와서 활주로가 젖었으니깐 standing take off
(정지 상태에서 이륙을 시작하는 이륙 ߑߨ)를 할 ѪҊ, ӝ
상이 안 좋기 때문에 take off 이후 빠른 시간 내에 auto pilot
(زઑઙ)으로 ജೞҊ, CB (ۆ)о적은 곳으로 ࡅઉա
갈 ੑפ.”
출발 30분 .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탑승을 기장에게 ೲо
받고 탑승을 दೠ. 승객의 탑승이 աݶ, 모든 문이 ײ
혔다는 사인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게이트가 비행기로부터 ࠙
ܻػ. 항공기가 고공에서 기내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의 밀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파일럿이 항공기 ੑ
문이 제대로 잘 닫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ೞ.
기장의 지시에 따라 부기장이 타워에 push back (게이트에
서 있는 항공기를 뒤로 밀어주는 স)을 ਃೠ. 안전을
ਤ೧, 공항 내의 모든 항공기와 자동차는 모두 타워의 허가를
받아야 움직일 수 . 물론 이때도 항공기와 타워는 ATC
(Air Traffic Control, ೦ҕҙઁ)용어를 사용하여 Үनೠ. 
어는 영어인데 간결하게 변형된 য.

◮ᾚ૪
“Apron, Korean air 011, request push back (계류장 ఋਕ,
대한항공 011ಞ, push back을 ਃೣ)”
“Korean air 011, push back approved (대한한공 011ಞ, push
back ೲоೣ)”
Push back carо비행기의 앞바퀴에 연결되고 이때부터 Ӓ
라운드 요원이 헤드셋으로 조종실과 Үनೠ. Push back이
완료되면 엔진을 दزೠ. 그라운드 요원들은 비행기 ী
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출발할 때까지
ӝೠ.
부기장이 활주로까지의 지상 ഝ(taxing) 허가를 타워에
ਃೠ.
“Apron, Korean air 011, request taxing (계류장 ఋਕ, ೠ
항공 011ಞ, 지상 활주 허가를 ਃೣ)”
“Korean air 011, taxi to Alpha (A) 13, then hold short of
Alpha (A) (대한항공 011, A13 택시웨이로 진입하여 A ఖद
웨이 앞에서 잠시 ೞदয়)” (A13은 A taxiway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
이제 비행기가 천천히 택시웨이를 따라 활주로까지 زೠ
. 앞에 가던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서 굉음을 내며 이륙을
하고 աפ, 타워로부터 우리 비행기에 활주로 정렬을 दೞ
는 무전이 ٜযৡ.
“Korean air 011, line up runway 15 right (대한항공 011,
15R 활주로에 ۳ೞदয়)”
천천히 활주로에 들어서면서 기장이 나머지 파일럿들에게
다시 한번 이륙절차를 ࢚ӝदఅ(Fig. 1).
“Normal take off, Standing take off, initial 5,000 ft (정상
ܩ, 정지 상태에서 이륙 가속 द, 이륙 후 최초 목표 Ҋب
는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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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011, wind 050 at 13 knot, clear for take off
(대한항공 011ಞ, 바람은 050방향에서 13노트로 불고 ,
이륙을 ೲоೣ)”
타워의 이륙허가 무전과 ೣԋ, 엔진 소리가 요란해지며 ࠺
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दೠ. 항공기의 이착륙은 ߨ
으로 기장과 부기장 누구라도 할 수 . 만일 기장이 ઑઙ
간을 ਵݶ, 부기장은 교신을 ೞҊ, 부기장이 조종간을
ݶח, 반대로 기장이 교신을 담당하게 ػ. 이날은 ӝ
이 ઑઙ, 부기장이 교신업무를 ݐও. 비행기의 속도가 ࡈۄ
지면서 부기장은 기장에게 속도를 콜 ೧ળ. 100֢, V1,
Rotate.. 천천히 기수가 들리면서 비행기가 ܩೠ.
“Positive climb rate (࢚थ), Gear up (바퀴 ৢܿ)”
덜컹거리며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ઑਊ೧Ҋ, ࠗӝ
은 기어 레버를 “Up” 위치로 이동시켜 바퀴를 동체 안으로
Ѣىٜੋ.
태풍이 부는 날 비바람을 뚫고 이륙한 우리 비행기 앞에는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 . 조종석 앞에 
는 네비게이션 ٣झۨ(ND)에는 ӝ࢚ۨ؊(weather radar)
를 통하여 밝은 색의 비구름이 가득 차 ࠁੋ. 그냥 예정된
항로대로 진행하면 դӝ(ܨturbulence)나 우박을 맞을 수도 
는 ࢚ട. 기장은 비구름이 옅은 곳을 찾기에 ߄ࢁ. 그나마
덜 흔들리고 안전하게 순항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는 Ѫ. 인천관제소와 바쁘게 무전이 য়р.
“Request heading 180”
“Request heading 160”
“Request heading 110”
몇 번의 항로 수정 끝에 비로소 적란운을 ࡅઉա৳. 이제
비행기가 덜 ൔٜܽ.
“Incheon control, Korean air 011, Request direct KARBU
(ੋୌҙઁࣗ, 대한항공 011, KARBU way point로 직행을 ਃ
ೣ)”
인천관제소와 교신을 하고 원래 계획되었던 항로로 جইо
면서 바쁘고 긴장되었던 한순간이 աр. 가끔 ӝ߸ܨച
로 비행기가 ൔٜܻ݅, 이제는 작은 토닥임처럼 별일 ইפ
게 וԑ. 비행기는 고도를 계속 높여서 어느덧 ࣽ೦Ҋب
인 37,000피트까지 ৢۄр. 속도는 마하 0.84, 뒷바람까지
불어 실제 지상 속도로는 약 1,090 km/hr의 속도로 զইр.
동해 상공을 빠져나가 일본열도에 가까이 가니 구름이 ѥ
고 하늘이 ݉ই, 조종실 창을 통해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ইܴ.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항로는 여러 가지가 ݅,
미국의 서부까지는 보통 일본을 지나 캄차카반도와 ঌࢧܨৌ
도가 있는 북태평양 ҊҊب೦(۽High altitude airway)를 주로
ਊೠ. 이 항로가 거리상 가장 짧은 루트이기 ޙٸ.
하지만 거리가 더 멀어도 지구의 북반구를 가로질러 부는 ಞ
ࢲೂ(ઁӝ)ܨ을 타고 оݶ, 짧은 거리의 북태평양 ҊҊب೦
로를 통하여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
이 고고도항로를 “(ۑTrack)”이라고 ೠ. 편서풍이 부는
위치가 매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 “”ۑ도 매일 매일 ೦۽
о߄Ո. 우리 비행기도 이날 “”ۑ을 통하여 ۽झঙۨ
스까지 ࠺೯೮.
비행기는 어느덧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 상공으로 ա
ইр. 고도 37,000피트의 ঠр࠺೯.. 내가 보기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을 기장은 계속 ߄ࠄۄ. “뭐가
ࠁৈਃ? 난 아무것도 안 ࠁؘח..” 기장에게 ޚ, “조금 
으면 알게 פؾ.” 하는 대답만 있을 뿐 기장은 여전히 ߑ
의 밤하늘을 दೠ. 아니나 ܳө, 조금 지나니 멀리 খ
에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ࠁੋ. 전방에 isolated thunder
storm (뇌우 ҳܴ)이 있는 Ѫ. 노련한 기장은 항로상의 য٣ତ
에서 뇌우 구름이 자주 աఋաח, 경험으로 이미 아는 Ѫ
. 기장이 기상레이더와 번개의 위치를 비교하더니 “Off
Set”을 Ѿೠ. “Off Set”은 항로상에 피해 가야 할 গޛ
이 있을 때 원래 항로와 평행하게 우회하여 가는 우회 항로를
݈ೠ.
“Request off set 20mile R side (계획 항로 우측으로 20마일
우회를 ਃ)”
기장의 지시에 따라 부기장이 관제센터에 우회 허가를 ਃ
ೠ.
Ӓؘ۠, 이번엔 말로 안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ޙݫद
로 관제요청을 ೠ. 비행기 관제도 이젠 컴퓨터 ޙݫद
로 ೞפ.. 정말 नӝೞ. ࢎप, 항공기가 인근에 관제소가
없는 바다 위나 북극항로를 지나갈 때는 평소 교신에 ࢎਊೞ
는 VHF 주파수를 사용할 수 হ. 대신 아주 멀리까지도 Ү
신이 되는 HF 주파수로 교신을 ೞؘח, 이 HF 주파수는 
이 워낙 심해서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고
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신 착오를 방지하기 ਤ
해 “CPDLC (Controller Pilot Data Link Communication)”라는
교신 시스템을 갖추고 ؘח, 이 CPDLC를 통해서 문자로
관제 교신을 주고받는 Ѫ. 문자로 보낸 관제요청은 ޙ
로 허가가 դ. 이제부터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SOCAL
관제소의 관제 공역에 가까이 갈 때까지는 음성으로 Үनೞ
지 ঋח. 그날 ߎ, 우리 비행기는 이렇게 뇌우 구름을 네
번이나 우회하여 ࠺೯೮. 비행기가 이륙하여 바퀴가 ٶী


서 떨어지고 աݶ, 자동조종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파일럿은
별 일없이 넋 놓고 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ѷ݅, 천만의
݈ॹ. 야간비행에서 기장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தத
한 밤하늘을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
비행기 객실에 앉아서 미국까지 여행할 때는 보통 이륙 후
1시간쯤 후에 식사를 Ҋ, 목적지에 도착하기 1시간 반쯤
전에 또 식사를 ݅, 조종실은 ܰ. 이륙 후 거의 3दр
이 աҊ, 바쁘게 비구름을 피해서 일본열도를 다 빠져나갈
때 ૉ, 객실 배식이 다 ա, 이제야 파일럿들은 식사할
준비를 ೠ. 조종실 내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פझې
스의 레벨의 식사를 ೠ. ೞ݅, 조종실은 비행기 조종을
위한 সޖҕрࢲۄ, 객실처럼 음식이 한 가지씩 코스로 ա
오지 않고 식판 하나에 모든 음식이 다 담겨 աৡ. ઑઙр
이 조종석 옆에 붙어있는 에어버스 비행기의 경우엔 그나마
식판을 놓을 작은 테이블이 조종석 앞에 ݅, 조종간이 ઑ
종석 앞에 있는 보잉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식판을 무릎 위에
놓고 먹는다고 ೠ.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은 ইפ݅, 보통
기장과 부기장은 다른 식단으로 식사를 ೠ. 같은 음식을 ݡ
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동반 ߓఎ”로 인한 조종 ࠛࢎמక
를 방지하기 ਤ೧ࢲۆ.
비행기도 순항 Ҋ, 밥도 ݡҊ.., 이제 부기장이 ോध
을 취하러 조종실을 나가고 그 자리는 P2 기장이 역할을 न
ೠ. 다른 기종의 비행기에서는 보통 퍼스트클래스나 ࠺
니스클래스의 한 좌석을 조종사들의 휴식공간으로 ਊೞ
݅, A380은 조종실 뒤에 파일럿을 위한 벙커가 따로 ݃۲غ
어 . 기장과 부기장은 이곳에서 서너 시간 정도의 짧은
휴식을 ஂೠ. , 비행 중에는 밤새 서너 시간 밖에는 잠을
잘 수 없다는 ফӝ. 조종사가 체력이 좋아야 하는 이유
중의 ೞա.
비행 중 기장과 부기장은 바깥 사정도 ೖ݅, 비행기의
기계적 ࢚క, 현재 위치와 기상 상황 등을 미리 준비한 way
point 시트와 비교하고 하나하나 지워가며 쉬지 않고 .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 우리 비행기보다 앞에
가고 있는 미국 항공사 비행기에서 무전 교신을 요청해 ৡ.
우리 비행기의 현 위치를 묻는 ޖ. 같은 루트를 খࢲо
고 있는 비행기에서 우리 비행기의 위치가 왜 ҾӘೡө?.. ೞ
고 기장님한테 ޛ؊פ, 아마도 우리가 자기들보다 খࢲо
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의 현재 기상 상황을 물어보려고 한
것 같다고 ೠ. 이렇게 비행기는 지상관제소와도 Үनೞ
݅, 비행 중인 다른 비행기와도 무전 교신을 통해서 선행 ࠺
행기 위치에서의 기상 등을 흔히 물으면서 비행한다고 ೠ.
인천공항을 이륙한 후 약 6시간이 지날 ૉ, 캄캄하던 ೞ
늘이 조금씩 ߋই. 동이 트고 있는 Ѫ. 조종실 창을 통해
하늘에서 보는 일출은 언제 봐도 ҙ(Fig. 2). ױ, 해가
뜨는 바로 그 ࣽрө݅.. ৵ջೞݶ, 우리는 이미 구름 위를
날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나면 햇빛을 가려줄 것이 ইޖѪ

◮ᾚ૪
도 হ. 조종실에서 정면으로 받는 햇빛의 눈부심은 가히 ࢚
상을 ୡਘೠ. 모두가 선글라스를 쓰고 ݅, 눈이 정말
ࠛಞೞ. 그래도 যѷחо? 그것도 파일럿의 সޖജ҃
פ...
인천공항을 떠날 ٸ, 객실승무원에게 내가 배정받은 ઝࢳ
에 다른 사람이 앉지 않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೮.
혹시 쉬게 되면 원래 나의 자리로 가서 쉬어야 할 테니 ݈
. 조종실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고 ؘח, 객실승무원
한 분이 조종실로 나를 찾아 ৳. “교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옆에 빈자리를 두고 못 앉게 ೠ’고 불평을 ೞद
פ, 잠시라도 나가서 객실 좌석에 앉아 있다가 য়࣊ঠѷযਃ”
하며 하소연을 ೠ. ফӝੋट, 내 자리는 42C 좌석인데
42A, B의 승객이 자리를 넓게 쓰고 싶어서 가운데 좌석인 B
좌석을 비워놓고 A와 C 자리에 앉아 가려고 ೮ؘח, C ઝࢳ
은 주인이 올 테니 앉지 말라고 한 Ѫ. 객실로 나가서 내 ઝࢳ
에 가서 앉자마자 옆자리의 승객이 나에게 퉁명스런 말투로
ޛযৡ. “비행기를 중간에 ఋ࣑যਃ?” 황당한 질문에 ਓ
이 나지만 빈정상한 승객에게 웃음을 보일 수는 없는 ੌ.. Ӓ
게 아니라 내가 조종사를 신체검사 하는 항공전문의사인데
조종실에 있다가 나왔다고 설명을 ೞ, 그런 직업도 있냐며
नӝ೧ೠ. 한 시간쯤을 객실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내
자리까지 넓게 쓰시라며 자리를 비워주고 조종실로 جই৳
.
다시 조종실에 들어가니 기장 옆 창문 아래로 멀리 ࢞ۆ
시스코가 보이고 스피커로 들리는 SOCAL 관제소의 무전 Ү
신 소리가 ࠗೞ. 이제 착륙까지 약 한 시간이 남은 Ѫ.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ծ. ֎࠺
게이션 디스플레이에 로스앤젤레스 공항 접근항로를 따라 
리보다 앞서 내려가는 비행기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ࠁੋ.
기장과 부기장이 ߄ࡅ. 착륙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ഛ
ੋೞҊ, 항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앞에 있는 다른 비행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ઑೠ(Fig. 3). 교신을
맡은 부기장은 관제소와 계속 Үनೠ. 발아래로 ۽झঙ
레스 다운타운이 ࠁҊ, 파이널 턴을 하고 나니 멀리 우리가
착륙할 로스앤젤레스 공항 활주로 24R이 눈앞에 ࠁੋ.

ͷΚΘ͑͟ ͣ͑͟ 浶涋柪櫖昢͑ 廤決穞垚͑ 抇痢磏檗͑ 旇击汞͑ 沂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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ͷΚΘ͑͟ ͤ͑͟ ͙Ͳ͚͑ 嵢枪橪洪崎枪͑ 击穳͑ 牢涋͑
洗匂͑捊窏͑渗͙͑͟ͳ͚͑焯幟櫖͑穊殚穢͑櫲峲
儆滆͑塶決瘶姪汊͑筛汾穞彶͑匶沫刂͑抆
匶沫決͑ 焯幟渆捊嵢͑ 把渂穞埪͟

착륙의 순간은 언제나 짜릿하고 ӟػ. 베테랑 ઑઙࢎ
도 ݃ଲоۆ. 기장은 머리 위에 달린 HUD (Head Up
Display)를 내려 펴고 HUD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에 ࠺೯ӝ
를 ۳दఅ. 고도가 1,000피트 부근에 가까워지자 기장은
자동조종을 해제하고 수동조종으로 ജೠ. 착륙 시에 ߊ
생할 수 있는 돌풍에 대한 대처를 비행기보다 사람이 더 ࡅܰ
게 할 수 있기 ۆޙٸ. 이 또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항공사와 조종사의 자세일 ٠. Seventy, Sixty, Fifty,
Forty, Thirty, Retard, Twenty, Ten, Five... 비행기의 알람이
마지막 고도를 ೞҊ, 바퀴가 지면에 닿는 소리가 들리며 ࢎ
뿐하게 활주로에 ܩೠ. 조종실에 있는 모두가 안도하는
ࣽр. 이제 객실에서는 잔잔한 백뮤직이 흐르며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것을 ജ ”פ하는 ёपथޖ
원의 멘트가 나갈 Ѫ. 하지만 이 순간에도 조종실은 ѱ
트를 찾아가며 타워와 교신하느라 여전히 ߄ࢁ. ఖदਝ
를 따라 10여 분 이상을 천천히 이동하니 주기 할 게이트가
աৡ.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야 피곤이 ށ۰ৡ. 물론 ࠺೯
기를 미국까지 몰고 온 파일럿들이 나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할
ప݅..
비행 중에 기장님과 “파일럿의 झۨझ”에 대해서 ঠӝ
ೞ. 조종사들은 한 번에 수백 명 승객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 그들의 인생은 시험의 োࣘ. 숙련된 기술과
몸에 익은 최고의 위기대처능력만이 안전운항을 책임질 수
있기 ޙٸ. 항공기의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दޯۨఠ
첵 연 2ഥ, 정상 상황의 실제 항공기 루트첵 연 1ഥ, CRM,
LOFT check 등등 패스하지 못하면 비행을 할 수 없는 시험을
평생 끊임없이 치러야만 ೠ. Ӓؘ۠, 사실 조종사들을 가장
괴롭히고 스트레스받게 하는 시험은 이런 기술적인 시험이
ইפҊ, 일 년에 한 번 받는 “नѨࢎ”라고 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박에 조종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으니 ݈
. 그래서 조종사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ೞ. р
항공기 조종사 1명을 기장으로 양성하는데 대략 4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ೠ. 조종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비행을 못
하게 ݶغ, 조종사 개인이 쏟아 부은 시간적 노력뿐 아니라
40억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날아가게 ػ. ѐੋ, ࢎഥਵ
로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 হ. Ӓ۞פ, AME는 조종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비행을 금지시키기
ী, 평소 조종사가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한 ઑ
종사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조종사의 의사 ҳ”, “Ѥ
강 ݭష”о되면 좋겠다고 나는 다시 한번 ࢤп೮. 그것이
조종사를 사랑하고 항공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AME
의 임무가 ইק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