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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여의도비행장, 
그리고 하늘의 꿈

글 

대위(진) 박지완

사진

하사 김재겸

공군이 여의도 공원에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건립한 기념탑.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항공우

주군으로의 원대한 비전을 기리기 위함이다.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

령령 제254호에 따라 조국의 하늘을 지키

기 위해 창군되었다. 여의도는 당시에 창설

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비행단 부지로서 

1971년까지 20여 년 동안 공군의 최전방기

지로 운영되었고, 6·25전쟁 당시에는 조국

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조종사들이 하늘에 

자신의 삶과 꿈을 던진 현장이었다. 지금은 

여의도공원으로 탈바꿈해 많은 서울시민들

이 쉬어가는 공원이 되었으며, 봄에는 벚꽃

놀이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여의도공원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선

물하기 전, 이곳은 공군의 치열했던 임무현

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흔적을 

살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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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과 여의도 공군기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공군은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의 주도 아래 

진해기지에서 출격하고 있던 F-51D 비행부대를 전투지역에 보다 가까

운 기지로 이동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여러 방법을 고려하던 중 

개전 초기 공군이 사용하던 여의도기지를 낙점했다. 하지만 당시 여의

도기지는 낡은 건물과 2개의 격납고뿐이었으며, 활주로는 잡초와 덤불

로 덮여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물자와 장

비 수준으로는 활주로를 보수하여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군은 기지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활주로 보수 작업에 사용할 수 있

는 장비가 전무해 공사를 도울 지원자를 모집하였는데, 거기에 노인과 

부녀자를 포함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약 

1.5km 길이의 활주로를 보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곡괭이, 삽, 

낫, 바구니 등으로 풀을 베고 흙을 메우며 바퀴 자국과 폭탄의 흔적을 

지워 땅을 고르고, 자갈과 모래를 채워넣고 낡은 드럼통을 굴리며 지면을 

다졌다. 공군은 단 일주일만에 활주로를 복구하고 비행부대를 이동시

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신념의 조인, 딘 헤스 중령

여의도기지가 복구되자 공군은 비행부대의 편성을 새롭게 하고 미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여의

도기지에서 출격하는 비행부대는 3개의 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

든 편대는 한국 조종사와 미국 조종사가 함께 편조를 이루어 임무를 수

행하도록 했다. 

당시 우리 공군을 지원하는 미공군 제6146부대장이었던 딘 헤스

(Dean H. Hess) 중령(당시 계급)은 북진을 앞둔 여의도기지에서 자신

의 전투기에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는 문구를 기록하고 출격하

기 시작했다. 헤스 중령은 우리 공군의 정비사인 최원문 일등상사에게 

‘I fly by Faith’라고 적힌 메모를 주면서 한글로 번역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최원문 일등상사는 ‘나는 신념(信念)으로 날아간다’고 적어 돌려

주었는데, 며칠 뒤 헤스 중령은 ‘信念의 鳥人’이라는 문구를 자신이 조

종하던 F-51D 무스탕 전투기의 엔진 커버에 써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헤스 중령은 자신의 전투기 양쪽에 ‘신념의 조인’이라는 문구를 새

기고 출격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신념의 조인’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투혼을 상징하게 되었다.

폐쇄된 지 46년 만에 찾은 여의도기지 터에는 이제 도심 속에서 여유로

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걷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공군의 모습

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하늘을 향한 인류의 꿈은 오랜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

로스부터, 1903년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오죽하면 가수 노사연은 ‘새처럼 날아서’ 가고 싶다 하고, 송골매는 

‘새가 되어 날으리’라고 노래했겠는가. 우리 공군도 그 하늘의 꿈을 바탕

으로, 숭고한 독립의 의지를 덧입어 태어나게 됐음을 실감했다.

공군 여의도 표지석

여의도기지에 주기되어 있는 L-4, L-5 항공기

여의도기지에 주기된 F-51D 무스탕 항공기. 앞쪽 엔진 커버

에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여의도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