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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비차(飛車)와 부활(復活)호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어져 왔습니다. 1904년 세계 최초의 동력비행으로 명성을 얻

은 라이트 형제를 시작으로 그 욕망은 항공기의 무궁무진한 발

전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비

행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 부활(復活)!

그 주인공은 바로 1953년에 만들어진 부활호입니다. 

라이트형제가 동력비행기를 만든 지 반세기만에 우리나라에서

도 동력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시작은 6�25전쟁으로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경비

행기 제작에 돌입하면서부터입니다. 부활호는 휴전회담 막바

지에 북한군과 혈투를 벌일 때, 우리도 스스로 경비행기를 만

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되었습

니다.

Question 6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비차(飛車)와 부활(復活)호

우리나라 최초 경비행기 

부활호는 전쟁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국민들에

게 자주국방의 희망과 우

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심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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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부활호'라고
하자구!

네!
각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이 비행기에 ‘부활(復活)’이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필 휘호를 내렸습니다. 경비행기 ‘부

활’은 사실상 방산장비 1호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미

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양산은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오다가 

2009년, 복원사업을 통해 이름처럼 부활했는데요, 부활호의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으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

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경비행기 부활호는 전쟁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의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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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비차(飛車)와 부활(復活)호

술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것으로,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중요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하늘을 날았다? 비차(飛車)

혹시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기보다 300년 앞선 조선

시대에 비행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

요?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영남 지역의 한 고성이 왜

군에 포위당했을 때 비차(飛車)를 이용하여 성주를 탈출시켰다

는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차라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

는 것처럼 이 비차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던 최초의 비행체로 추

정됩니다.

한편, 조선 철종(1831～1863)때 고증학자 이규경 선

생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비차변증

설(飛車辨證說)’에 비차를 소개하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합니

최초 국산항공기 부활호 명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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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공군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모형 비차

다. 비차변증설에서 말한 ‘임진왜란 때 영남의 어느 성’이라고 

기술된 곳은 지금의 진주성으로 알려져 있고, 비차를 만든 사

람은 김제에 사는 정평구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비차 복원 제작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항공

우주공학과 ‘비차연구팀’은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고전자료의 기술 내용만을 토대로 비차의 설계와 제작에 성공

했습니다. 한 사람을 태우고 20m 정도의 절벽에서 약 74m의 

시험비행에 성공함으로써 기록에만 남아있던 비차의 비행 가능

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공군박물관에는 원형의 ½ 

크기의 모형 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축적된 

연, 수레 및 선박 제작기술을 고려해 당시 사용 가능했던 대나

무, 무명천, 마끈 및 화선지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