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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우주의 역사

- 1782년 4월, 인류최초로 몽골피에 형제가 명주 천으로 

작은 규모의 기구를 만들어 더운 공기를 채우고 비행실

험 시도.
- 1783년 8월, 샤를이라는 젊은 과학자는 공기대신에 수

소가스를 넣고 기구를 지상 1 km 높이까지 떠올리는데 

성공하였고, 1시간 30분에 걸쳐서 24 km를 비행.
- 1793년, 프랑스 황제 루이16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베르

사유 궁전 뜰에서 기구에 의해서 닭을 태우고 동물기구 

비행을 처음 시행.
- 1783년 11월, 젊은 의사 드로지에와 드 알랑드는 최초

의 유인기구 비행 성공.
- 1783년 8월, Champs de Mars는 3,000피트 45분간 체

공. 이때 오른쪽 귀에 심한 통증을 경험함으로써 항공

성 이통(耳痛)을 처음 경험한 기록의 사람.
- 1784년 6월, 에드워드 와렌이 미국 최초의 기구비행 

도전.
- 1784년 11월, 존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첫 기구비행에서 

온도, 습도, 기압, 전류, 증류수 등을 이용하여 기압의 

변동, 온도의 변동 등을 최초로 관찰.
- 1986년, 기구비행 중 드로지에는 수소가스에 의한 부력 

유지와 공기의 가열을 통한 고도조절 방식을 동시에 시

도하는 중 공중에서 대폭발 참사.
- 1862년, 영국인 글레이셔와 콕스웰은 고공에서의 신체 

변화를 자세하게 기록한 최초의 인물. 고공에서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손과 발이 파랗게 변한다는 것을 최

초로 보고.
- 1874년, 시벨과 스피넬리는 저압실비행 최초 시도.
- 1874년, 티산디에르는 고도에서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어 두 사람이 사망.
-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 오랜 인류의 숙원이

었던 동력비행 성공. 라이트형제가 제작한 15마력 4기
통 엔진 비행기 “Flyer 1”이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

에서 동생 오빌 라이트에 의해 12초 동안 약 40 m를 비

행하는데 성공.
- 1919년부터 1939년까지는 장거리 비행을 기록.
- 1913년 12월 4일, 최초의 민항항공기 도입.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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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berg Tempa Airboat Line.
- 1943년 터보엔진을 이용한 제트 추진방식의 새로운 장

치가 개발.
- 1952년 2월, 제트수송기는 영국의 디 하빌랜드사가 코

멧을 개발.
-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무인우주탐사선인 인공

위성이 소련에 의해서 수프트니크 1호가 소련에 의해서 

발사.
- 1958년 1월, 미국은 수차례의 시도를 거듭한 끝에 초미

니급 익스플로어 1호 발사 성공.
- 현재까지 수 천개의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를 돌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1년 8월 11일 “우리별 1호”가 남미 적도 

근방에 프랑스령 기니아 우주 기지에서 발사.
- 우리별 1호는 지구상공 1,300 km의 극궤도에서 하루 

13회를 돌면서 여러 가지 항공우주정보를 전해주는 기

능을 하고 있다.
- 1993년 9월 1일 우리별 2호는 850km 상공에서 쏘아 올

렸는데 32비트 컴퓨터, CCD칼라카메라 등을 탑제.
- 1995년 8월, 무궁화 1호
- 1996년 1월, 무궁화 2호
- 1999년 9월, 무궁화 3호
- 이들은 방송서비스, 원격 화상회의 서비스 등 통신 및 

비상재해통신, 위성항행서비스 등.
- 미국은 2010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키려는 계획 

실천 중.
- 화성은 지구로부터 약 5천 6백만에서 1억2천만 km
- 1957년 10월, 소련은 최초로 개를 실어 우주공간에서의 

생명 현상을 실험.
- 1961년 4월 12일, 세계 최초의 유인우주비행선 보스토

크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 우주비행조종사 유리 가가

린 소령은 1시간 48분 동안 비행하여 지구를 완전하게 

한바퀴 돌고 약 7,000미터 상공에서 우주선을 탈출하여 

낙하산을 이용하여 착륙.
- 1958년 10월, 항공우주국 NASA를 창설.
- 1962년 2월 20일, 미국 최초로 우주비행사 죤 글렌중령

을 태우고 4시간 55분 23초 동안 궤도비행을 성공. 
- 1969년 6월 16일 아폴로 11호는 인류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 에드윈 엘드린.
- 1975년 7월 15일,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과 옛 소련의 

소유즈 우주선이 각각 발사되어 7월 17일 우주공간에

서 양국의 우주비행사들의 역사적인 만남.

- 1971년, 세계 최초의 우주정거장이 소련에 의해 발사. 
무게가 무려 18톤에 달하고 우주 비행사 2~3명이 탑승.

- 1981년 4월, 우주왕복선 계획으로 최초의 우주왕복선.

2. 항공우주의학의 정의와 역사

- 고공과 우주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신의 

안녕상태, 건강, 안전, 능률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

한 학문.
- 대부분의 임상의사는 정상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비하여 항공우주의학에서는 비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다루고,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비행환경

에서 거주할 때 조종사, 우주비행사, 우주기지거주자들

의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
- 우주환경에서 대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이온권

과 외기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우주환경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우주선실의 환경과 우주복의 환경에 실내공

기재생장치 및 공기압 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 우주환경에서는 산소혼합, 기압, 소음 등 여러 가지 지

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의학에서는 항공기 승무원 및 우주비행사의 선

발, 항공우주 신체적성검사, 항공우주 신체적성검사의 

평가, 항공기 및 우주선 사고 조사, 생명유지계통의 개

발, 비행 중 응급환자 처리 및 승객 항공호송 적부 판

단, 항공우주의학의 연구 및 개발 등 여러 분야가 있다.

- 1907년, 비행멀미를 처음으로 경험한 프랑스 조종사.
- 1908년,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항공기를 시범 조종하던 

토마스 셀프리지 미육군 중위 사망. 이유는 두부손상.
- 1910년, 유럽 독일에서 조종사의 의학적 신체기준 제시.
- 1912년, 영국에서 군의관 처음 임명.
- 1912년 2월, 미국에서도 군의관 제도 도입.
- 1차 세계대전 중 사망한 100명의 조종사의 원인은 90%
가 조종사 신체결함, 부주의, 심리적 요인 등 인적결함

에 의함.
- 1914년, 조종사 적성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

고, 의학적 신체기준이 마련되어 군의관의 항공의학교

육 실시.
- 1918년 9월 17일, 로버트 햄톤 소령이 미국 최초의 비

행군의관.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는 항공의학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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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926년 5월 20일, 민간인 조종사 면허를 위한 신체검사

를 담당할 의무관실을 설치. 초대 의무관에 루이스 바

우어 박사를 임명.
- 1928년에는 11,680명의 조종사, 1930년에는 44,000명
으로 조종사가 급격히 증가.

- 1929년, 바우어 박사는 12명으로 구성된 미항공의학협

회(Aeromedical Association of America)를 창설.
- 1934년, Dayton Ohio 기지에 항공우주의학연구소 처음 

설치. 초대 소장에 해리 암스트롱.
- 1939년 12월 20일, 미 해군에 항공우주의학교 설립.
- 1943년 고공탈출용 산소통을 실험하기 위해 42,000피
트에서 낙하실험.

- 1957년 우주공간에서 생명보호장치와 방사능영향 및 

인체반응 관찰.

3. 한국의 항공의학 

- 1948년, 육군 항공사령부 의무처 발족.
- 1949년 10월 1일 공군독립, 공군병원 창설.
- 1968년 대한항공 공사 내 항공보건관리실.
- 1983년 민항공의료센타.
- 1991년 항공보건의료원.
- 1951년 3월 1일, 공군본부 의무관리실 설치.
- 1952년 6월 22일, 항공우주의학 연구소 창립.
- 1953년 항공의학지 발간.
- 1996년 인하대학병원 내 항공산업의학센터 설치.
- 1989년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창립.
- 1991년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재 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