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만 매나요?

“빨간 마후라는 하늘

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

다, 나도 흐른다���” 

1964년 제작된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제가는 공

군을 상징하는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조종

사들의 투혼과 활약상을 잘 

그린 이 영화를 보다가 문득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의 조종사만 맬 

수 있는 것일까?”, “외국의 조종사들도 빨간 마후라를 매지 않

을까?”

Question 15

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만 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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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빨간마후라 헌정 및 조종사의날 선포식

故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명품 빨간마후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만의 빨간 마후라

먼저 정답을 말하자면, 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의 조종

사들만이 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국의 공군 조종사들도 머

플러나 스카프를 두르지만 우리 공군처럼 조종사 전체가 빨간 

마후라를 착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공군만이 

빨간 마후라를 제복의 한 부분처럼 매고 있습니다. 빨간 마후라

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빨간 마후라의 고향, 강릉기지

빨간 마후라는 6ㆍ25전쟁 중 당시 김영환 대령이 지휘

하던 우리 공군의 최전방 기지인 강릉기지 제10전투비행전대 

조종사들이 적 상공으로 출격하면서 두른 것이 기원입니다. 이

후 빨간 마후라는 다른 부대의 공군 조종사들에게로 널리 퍼졌

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릉기지를 빨간 마후라의 고향이라고 부

른답니다. 빨간 마후라는 단순히 조종사의 상징일 뿐 아니라 조

종사들에게 뜨거운 정열과 불굴의 사명의식, 그리고 필승의 신

념을 고취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군 조종사의 상징

이 된 빨간 마후라는 학생조종사들이 정

해진 비행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할 때 

참모총장이 직접 목에 걸어 주는 전통으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빨간 

마후라는 공군 조종사들에게 있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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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만 매나요?

마후라가
매우 

엘레강스
하면서...

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신념과 결의를 담은 표상으로 영원

히 남을 것입니다.

빨간 마후라, 명품이 되다

‘조종사의 날’ 선포식이 있던 2008년 7월 3일에는 디자

이너 고(故) 앙드레김이 빨간 마후라를 디자인하여 헌정하였습

니다.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에 의해 탄생한 명품 ‘빨간 마후라’

를 전 조종사에게 지급하여 빨간 마후라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

하고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공군 조종사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조종사 전체가 빨간 마

후라를 착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유일하다. 빨

간 마후라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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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영화 ‘빨간 마후라

공군과 조종사를 다룬 영

화라면 많은 사람들이 신상옥 감

독이 연출하고, 신영균, 최은희, 

최무룡 등이 연기한 영화 <빨간 

마후라(1964)>를 떠올릴 것이

다. 6ㆍ25 당시 강릉 공군기지

를 배경으로 극한 상황에 부딪히

는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

고 조국애를 다룬 작품으로 5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 보아도 감동을 준다.

  이 영화는 1964년 서울 시민이 약 250만 명이었던 당

시 명보극장에서 개봉해 22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기록을 세웠

다. 또한 해외로 수출되어 큰 성공을 이뤘고, 제11회 아태영화

제에서 감독상(신상옥)과 남우주연상(신영균)을 수상했다. 영

화의 내용이나 촬영, 편집, 기술 등에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한국전쟁 스펙터클 영화의 대표작

이며 최고 흥행작이라고 하겠다.



71

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만 매나요?

영화 줄거리

1952년의 강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빨간 마후라’는 

제10전투비행전대에 비행훈련을 마친 얌전이(최무룡 분), 차

돌이(이대엽 분) 등 신출내기 조종사들이 전입하는 것으로 시

작된다. 산돼지(신영균 분)가 이끄는 편대에 들어가 공격임무

를 수행하던 얌전이는 술집에서 일하는 지선(최은희 분)과 사

랑에 빠진다. 지선은 산돼지의 친구 노대위(남궁원 분)와 결혼

했으나 한 달 만에 그가 전사해, 술집에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

고 있던 중이었다.

선배의 미망인을 사랑하는 일이 부대 내에서 논란이 됐

으나, 산돼지는 ‘조종사의 아내를 외부인에게 보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주선한다. 산돼지 편대에 난공불락의 교량을 

폭파하라는 임무가 부여되고 이 전투에서 얌전이가 부상, 비상 

낙하한다. 산돼지는 지선을 떠올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얌전이

를 구해야 한다고 외친다. C-46 수송기를 동원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얌전이를 구출한 다음 산돼지는 교량폭파 임무를 완

수하고 산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