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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훈련 뒤 성취감 해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9일 옥포만 해상에서 해상잠수훈련 후 잠수슈트에 묻은 염분을 제거하며 하계군사실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만끽하고 있다. ★관련 기사 5면 한재호 기자

첨단 기술 장착 육군 항공교육 고공 비행
항공교통관제 훈련센터 본격 운영
38개 실제 비행장 360도 영상 구현
최신 시뮬레이터 야간 훈련도 가능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양성 박차

육군이 최신 시뮬레이터를 설치한 항공
교통관제 훈련센터 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관제사 교육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관제사는 비행장 주변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와 장애물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
교통의 질서와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직
책이다. 군(軍) 비행장에서 근무하려면 관
련 법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발행하는 자

격증명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시뮬레이터
가 없는 육군은 그동안 이론 위주로 교육하
고, 타군 위탁교육을 통해 자격증명을 취득
해야 했다. 이에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은 2016년 12월부터 항공교통관제 시뮬레
이터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기
존의 시뮬레이터 기능에 육군 회전익 항공
기와 무인항공기(UAV)의 동력학 특성을
반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
난달 최종 개발을 완료했으며, 7일 육군항
공학교에 훈련센터를 신설함과 동시에 실
무교육을 시작했다.
441㎡(약 133평) 규모의 훈련센터는 관
제탑 레이더 관제실습실, 교관통제실, 브리
핑실, 장비실 등으로 구성됐다. 관제실습실
은 전군 최초로 대형 스크린과 고해상도 빔

(Beam) 프로젝터를 설치해 비행장 영상을
360도로 구현할 수 있다. 38개에 달하는 비
행장 영상은 실제와 유사한 관제훈련이 가
능하도록 지원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것
으로 육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상황을 모의해
우발 긴급 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
다. 야간투시경(Night Vision Goggle)을
활용한야간비행관제훈련이가능토록함으
로써 실전성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육군항
공학교는이번시뮬레이터도입을계기로조
종사 정비사 관제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
는명실상부한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으
로 거듭나게 됐다고 육군은 덧붙였다.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전력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항공교통관제교관으로

근무하는 정무진 원사와 김대환 상사의 노
력이 단단히 한몫했다. 이들은 육군항공
관제 교육에 특화된 시뮬레이터를 개발 도
입해야 한다는 데 의기투합했고, 2015년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 제언에 응모했
다.
★관련 기사 4면
정 원사는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도
입으로 다양한 교육이가능해졌다 며 실전
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실무능력이
우수한 관제사를 양성해 육군 항공안전 발
전에 일조하겠다 고 다짐했다.
육군은 시뮬레이터 교육을 바탕으로 관제
사 연간 표준화 평가와 근무자격 유지 훈련
을 병행해 관제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대
윤병노 기자
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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