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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들의 삶을 소재로 2012년 개봉했던 ‘R2B:

리턴투베이스’는 소재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숨 막

히는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의 기동은 영화 ‘탑건’처럼 많은 

영화인들이 다루고 싶어 하지만 촬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어

려워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

입니다.

4편에 불과한 공군 영화

많은 사람들이 공군 영화로 손꼽는 ‘빨간 마후라(1964

년)’보다 10년 전인 1954년에 개봉한 홍성기 감독의 ‘출격명

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영화입니다. 그리고 신상옥 감독의 

‘빨간 마후라’는 전쟁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의 사명감과 애틋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 더해져 지금

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명작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부하의 죽음을 접한 조종사의 이야기를 다

Question 70

한국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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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성난 독수리’가 개봉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전쟁을 소재

로 한 이전의 영화들과 달리 비행교육을 받는 신임장교의 사랑

을 다루고 있는 ‘창공에 산다’가 개봉되기도 했었지요. 이후로

는 ‘들국화는 피었는데(1974년, 이만희)’처럼 공군이 공중전

투씬 등 영화의 일부 장면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군 

소재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6년 이인수 감

독의 ‘창공으로’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전투비행사의 길을 택

한 한인 최초의 비행사들에 대한 역사적 실화를 다루고 있지

만, 저예산으로 인한 빈약한 화면구성으로 흥행에는 실패했습

니다.

| 출력명령 |

∙개 봉 : 1954년 

∙감 독 : 홍성기

∙출 연 : 이집길, 김일해 등

∙줄거리 :  한 명의 간호장교를 사랑한 두 명의 

조종사가 전쟁 속에서 사랑보다 강한 

전우애를 깨닫는다.

| 빨간 마후라 |

∙개 봉 : 1964년 

∙감 독 : 신상옥

∙출 연 : 신영균, 최은희, 최무룡 등

∙줄거리 :  목숨을 걸고 출격했던 조종사들의 삶

과 전사한 동료의 부인을 사랑한 공

군 조종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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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독수리 |

∙개 봉 : 1965년 

∙감 독 : 김 기

∙출 연 : 황해, 신영균, 태현실 등

∙줄거리 :  북에서 월남하여 고향을 공격하게 된 

조종사가 적의 공격으로 부하를 잃고 

적진을 맹타한다.

| 창공에 산다 |

∙개 봉 : 1968년 

∙감 독 : 이만희

∙출 연 : 신성일, 장동휘, 남정임 등

∙줄거리 :  비행훈련을 받는 초임장교의 교육과

정 중 일어나는 사랑과 전우애

드라마, 외국 영화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95년 KBS2 TV에서 

공군사관학교를 배경으로 한 ‘창공’(김원준, 류시원, 염정아, 

이본 등 출연), 조종사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2000년 MBC

의 ‘에어포스’(류진, 채림, 김정은, 정준호 등 출연)라는 드라

마가 만들어져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 영화는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탑

건’(Top Gun, 1986년)이 가장 유명하지만 탑건은 사실 해

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무성영화인 ‘날

개’(1927년), 최고의 비행전투장면을 담고 있다는 ‘지옥의 천

사들’(1930년), ‘정오의 출격’(1949년), ‘대야망’(Th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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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도라 도라 도라’(1970년), ‘멤피스 벨’(1990년), 

‘에너미 라인스’(2001년), ‘다크 블루 월드’(2001년), ‘스

텔스’(2005년), ‘마하 2.6 - 풀 스피드’(2005년)”, ‘라파예

트’(2006년) 등이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랍니다. 

새로운 도전, ‘R2B:리턴투베이스’

2012년 개봉된 ‘R2B’는 반세기만에 공군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작기간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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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월드스타 ‘비(정지훈)’를 비롯한 대형 스타들의 출연, 고난

이도의 항공촬영 성공은 물론 공군의 지원에 의한 리얼리티를 

살린 점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만들어진 영화

는 전쟁이 아니라도 우리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면서도, 조종사와 정비사, 항공구조사 등 공군의 다

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외 영화와 확

실히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숨 막히는 기동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스크린에 옮겨

지면서, ‘빨간 마후라’의 향수를 갖고 오래된 필름을 돌려보던 

중년층과 하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뿐만 아니

라 공군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

았습니다.

| R2B:리턴투베이스 |

∙제작사 : (주)CJ E&M

                 (주)빨간마후라

∙제작비 : 100억 원

∙감 독 : 김동원

∙개 봉 : 2012. 8. 14.

∙출 연 :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 이종석, 

조성하, 오달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