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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공군 장병들을 만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따냅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 국가대표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이 바로 평창에서 열렸다. 국민들이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적인 올림픽 정신과 뜨거운 스포츠맨십을 나누었으리라.

글·편집 

대위(진) 박지완

사진

하사 김재겸

르포르타주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공군 장병들을 만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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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 세계가 한곳에 모여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곳곳에는 우리 공군 장병들이 있었다.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통역, 수송, 의무, 

대테러지원 등 공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했다. 월간 「공군」이 올림픽 현장 곳곳

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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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 특수임무반 장병들은 프리

스타일 스키 경기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임무의 특성

상 장병들은 ‘흑복’이라 불리는 복장으로 근무하는데, 경

기시간뿐 아니라 선수들의 연습 시간에도 경기지역을 순

찰하고 육군과 합동으로 폭발물 탐지 임무를 수행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장병들은 최단 시간 내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임무지형을 파악하고, 올림픽 기간 전

에는 경기 지역에서 사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즐겁고 안전

한 세계인의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군견소대 유일민 하사는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만

났다. 유일민 하사와 폭발물 탐지견 모래(3살)는 작년 공

군이 주관하는 군견경연대회에 함께 출전해 폭발물 탐지 

부문에서 우승하는 등 당당히 1등을 거머쥔 명품 콤비다. 

8전비 군견소대 장병들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강릉 코

스탈 클러스터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투숙하는 호

텔에서 폭발물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많은 양이 

오가는 화물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과 차량 등에 숨겨진 

폭발물이 없는지 꼼꼼히 수색하고 있었다. 유일민 하사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 늘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군 장병을 믿으시고 후회 없는 경기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_제8전투비행단 특수임무반 & 군견소대

공군 헌병 특수임무반(SDT : Special Duty Team)은 테러 방지, 

VIP 경호, 유사시 기동 타격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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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전투비행단(이하 18전비) 특수임무반 장병들은 강

릉 관동하키센터에서 5분 대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5분 대기’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5분 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8전비 장병들은 주어진 임무

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함께 경기를 즐기며 환호하

고 싶은 생각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많은 사람들의 안전

을 위해 힘쓰는 장병들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18전비 화생방지원대 장병들은 화생방신속대응팀

(CRRT : CBRN Rapid Response Team)을 꾸려 현장에 

나와 있었다. 화생방은 화학, 생물학, 방사능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들 모두 대량 무차별살상이 가능하기 때문

에 통상적인 위협과 구별된다. 장병들은 탐지 장치를 이

용해 경기장 내 외부를 순찰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유

독가스 탐지 오염물질 채취‧ 제독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

지역을 순찰하는 장병들은 장비를 위장하고 사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대테러 지원작전의 안전과 보안상 인파 속

에 쉽게 섞여들어야 하고, 경기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강풍특보가 내려져 바람소리가 무섭게 들리는 그곳에서

도 장병들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때문인지 한 외국인은 ‘경찰과 군인이 많이 보

이지 않는데 어떻게 치안이 잘 유지되는지 매우 놀랍다’

고 말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_제18전투비행단 특수임무반 & 화생방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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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릉 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제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군으로서의 자부심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관중 여러분이 건강에 이상을 느낄 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며 지치기도 하지만 올림픽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중위 김보람

 항공우주의료원 외래간호과 중위 전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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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선수들에게 올림픽 메달을 수여하는 메달플라자에서 시상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메달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시상식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언어를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역가의 역할이 어렵지만 즐겁습니다. 맡겨진 자리

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빈으로 방문하는 룩셈부르크 국왕을 위한 의전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국가의 품격과 위상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믿고 맡기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상사 박정순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비정비대대 병장 엄태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