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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 등 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은 각자 조직을 상징하는 고유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군도 예외는 아니지요. 

국방부를 시작으로 각 군 본부에서부터 작게는 대대 단위까지 

대한민국의 국군 부대들 역시 각각의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마

크를 가지고 있답니다.

각 부대의 임무를 담은 부대마크

부 대 마 크

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 무늬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해당 부대의 명

칭을 비롯해 그 부대의 임무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

다. 우리 공군의 부대마크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대의 명칭과 

Question 9

공군 부대마크에 
숨겨진 비밀!

다양한 모양과 색깔, 무늬 

등으로 구성된 부대마크

는 해당 부대의 명칭과 임

무를 직ㆍ간접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남부전투사령부     제3방공포병여단   제32중앙방공통제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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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대마크에 숨겨진 비밀!

임무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답니다.

주로 원이나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진 공군부대 마크를 

각 부대의 임무별로 살펴보면, 비행부대의 마크는 비행부대의 

명칭을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해당 대대의 주요임무를 암시하는 

도안을 주로 사용하며, 방공포병부대의 마크는 방공포병부대

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인 미사일을, 관제부대의 마크에

는 레이더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을 품은 비행부대 마크

공군의 비행단과 비행대대의 경우에는 부대 명칭이 한 

자리에서 세 자리에 이르기까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각 숫자의 모양을 형상화한 도안으로 부대마크를 만들곤 합니

다. 또한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특성상 독수리와 같은 새를 활

용하거나 지구, 별, 번개, 날개, 활주로, 비행운 등 하늘이나 

비행과 관련 있는 도안을 활용해 각 부대별 특징을 표현하고 있

습니다. 배경 색이나 무늬의 경우도 하늘과 공군을 상징하는 파

란색이나 태극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훈련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제281시험비행대대    제17전투비행단        제8전투비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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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공군 
가고 싶어요!

개성있고
강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부대
마크도 있단다

동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부대마크

그렇다고 해서 꼭 공군의 이미지에 맞는 부대마크만 존

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수의 대명사인 호랑이와 사자, 승천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용, 우직함의 상징인 곰, 거침없는 돌

격의 이미지인 코뿔소, 날쌔고 용맹한 퓨마 등 공군의 이미지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각 부대를 상징하는 독특한 동물을 활용한 

도안을 담은 부대마크도 종종 있습니다. 개성 있고 강한 이미지

를 드러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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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선각자들의 어록

국내 항공선각자들의 어록

• 앞으로의 전쟁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

 - 노백린(1875~1926,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군무총장 역임)

• 비행기를 이용하여 장래 국내에 대폭발을 일으키기 위함이라.

 -  안창호(1878~1938, 독립운동가, 독립협회·신민회 등에서 활동)

•  우리가 만일 다소간 공군을 양성한다면 장래에 독립운동에서 공중전을 할 수 

있다.

 - 곽임대(1885~1971, 독립운동가, 흥사단 이사장 역임)

•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한 항공기가 우리 공역에서 날아야겠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다른 나라 공역에서도 날아야겠다. 인류문화의 발전을 

따라 모두가 항공생활을 해야겠다.

 - 최용덕(1898~1969, 독립운동가, 제2대 공군참모총장 역임)

•  현대전의 특징은 고도로 발달된 공군력이 주축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불과 5분 이내에 전반적인 북괴의 기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서는 무엇

보다도 공군력의 강화가 긴요하며, 공군력의 강화가 곧 평화를 위한 전쟁억지

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박정희(1917~1979, 제5~9대 대통령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