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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아, 이제 그만 멈추어라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 사수하기 대작전!

공군 IN

기획특집 3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 사수하기 대작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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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눈’ 하면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가? 

연인과 함께 맞는 첫눈,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친구들과의 신나는 눈싸움? 

그런 아름다운 기억은 잠시 접어둔 채 공군의 완벽한 작전을 위해 눈과의 사투를 벌이는 

장병들이 있다. 하룻밤 적설량이 16cm를 넘어서던 어느 날, 장병들의 제설작전을

취재하기 위해 월간 「공군」이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을 찾았다.

모든 군이 마찬가지겠지만, 

공군은 겨울철이 되면 월동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낮아지는 기온에 장병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들의 사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눈이 내리면 활주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활주로와 유도로 위에 눈이 쌓이면 항공기의 이·착륙이 어려워지고, 

행여 그 눈이 얼어붙기라도 한다면 작전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군은 항상 기상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강설예보가 있으면 

어느 때라도 제설작전통제본부를 소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요원들이 대기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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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중위가 제설작전통제본부에서 통화하고 있다. 

제설작전은 연관된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

20전비 시설대대에서 근무하는 김유경 중위(학사 136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주로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리는 탓에 제설작전을 위해 

임무현장에 나가는 것이 힘에 부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 눈이 내리다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활주로가 

얼어붙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3시간 뒤인 새벽 4시에 다시 출근해야만 했죠. 

잠도 제대로 못자 비몽사몽에, 정신없이 제설작전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끝내고,

깨끗한 활주로 위에서 이륙하는 전투기를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가슴 

찡하기도 하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철철 넘치게 됐죠.”

눈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낭만의 상징이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다. 공군 장병들은 내리는 눈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바람이 쌩쌩 부는 활주로에서 쌓이는 눈과 치열하게 다툰다. 

장병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길을 

닦는 것이다. 이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 활주로에서 제설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SE-88

제설작전은 밤낮이 없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라도 눈이 오면 장병들은 제설작전에 

투입된다. 게다가 제설작전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염화칼슘을 뿌려 눈을 녹이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활주로에 남아있는 염화칼슘 성분이 항공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녹아내린 눈이 얼어붙으면 활주로가 

그야말로 빙판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넉가래로 쌓인 눈을 밀어내고, 삽으로 퍼 옮겨야 한다. 

강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마징가’로 알려진 공군만의 

특별한 제설장비, SE-88이 등판한다. 

SE-88은 상용 트럭을 개조해 만든 장비로, 장착된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열기를 사방으로 나 있는 덕트를 통해 내뿜어 활주로 

위 눈을 단숨에 녹여버린다. 

눈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열기로 물기 자체를 

보송보송하게 말린다. 펑펑 눈이 내리는 날에도 SE-88이 

지나간 자리는 마른 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