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

폭발물과의 전쟁, 폭발물처리반

테러범들과 싸우는 

영화에 빠지지 않고 나오

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폭

탄을 해체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시한폭탄을 무사

히 해체하기 위해 손에 땀

을 쥐며 움직이고, 파란 선

을 끊을지, 빨간 선을 끊을

지 고심 끝에 폭탄을 처리하면 관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우리 공군에도 영화에서처럼 목숨을 걸고 폭발물과 싸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폭발물처리반(EOD; Explo-

sive Ordinance Disposal)인데요. ‘폭발물 처리’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불발탄, 불량탄, 사제폭발물을 포함한 각종 폭

발물의 폭발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Question 40

폭발물과의 전쟁, 
폭발물처리반

‘폭발물 처리’란 적절한 방

법을 이용해 불발탄, 불량

탄, 사제폭발물을 포함한 

각종 폭발물의 폭발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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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아이돌그룹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술과 경험 보유한 공군 폭발물처리반

공군은 전국 10여 개 비행기지마다 폭발물처리반을 운

용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 경찰에도 폭발물처리반이 존재

하지만 공군 폭발물처리반의 능력은 명실 공히 국내 최고 수준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발물처리반은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임무 도중 비

상착륙을 할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도심 공사현장 등

에서 6�25전쟁 때 사용되던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

될 경우에도 즉각 출동해 폭발물을 처리합니다. 그 밖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급조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범의 공격 등에 대

비하여 불발탄 처리 및 대테러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에서는 현지 불순세력의 폭탄테

러를 예방하기 위해 검문소에서 X-ray 투시기 등 첨단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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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처리로봇

이용하여 사제폭발물을 확인, 처리하는 임무도 수행한답니다.

이처럼 불발탄과 폭탄이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불문

하고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아슬아슬한 사투를 벌이고 있

는 공군 폭발물처리반. 우리나라에서 불발탄이 얼마나 자주 발

견되겠냐며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한 해 평균 80

여회, 약 5일에 한 번 꼴로 폭발물 제거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니 

폭발물처리반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첨단 장비 동원, 폭발물 처리 완수

급조폭발물의 뇌관과 전선을 분석하는 일은 복잡한 퍼

즐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방심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

지는 만큼 폭발물처리반의 일상은 생사를 가르는 긴장의 연속

이며,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군은 인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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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슈트(Bomb-suit)

방호복

신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폭발물처리반에 도

입했습니다. ‘안드로스(MK-6A)’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봇은 

대당 가격이 약 3억 원 정도로, 37°의 경사를 오를 수 있고, 3

대의 카메라로 360° 사방을 감지하며, 집게와 샷건(Shotgun) 

등으로 직접 폭발물을 처리한답니다. 또한 안전지역까지 들고 

간 폭발물에 음속의 세배가 넘는 속도로 물을 분사해 무능화시

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직접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밤슈트(Bomb-suit)라 불리는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무게

가 40㎏에 달하는 밤슈트는 대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강화섬유와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수류탄 1개 정

도를 방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폭발물의 경우에는 밤슈

트를 착용하더라도 위험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체력 및 고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폭발물 처리 임무는 경험이 

많은 준�부사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폭발물처리반 장병들에게 폭발물 처리현장은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최전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