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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공군과 같은 군인들이 입

는 옷을 흔히 군복이라고 부르지

요. 하지만, 군복이라고 다 같은 

군복이 아니라는 것! 매일 같은 

옷을 입지만 부대와 임무에 따라 

다른 공군 스타일을 소개합니다.

Question 50

공군은 어떤 옷을 입고 
근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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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어떤 옷을 입고 근무하나요?

전투부대, 디지털무늬 전투복 착용

군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투복입니다. 

전투복은 흑색과 녹색이 디지털무늬로 섞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옷인데요, 실제 전투 시 착용하는 옷인 만큼 위장효과와 활동성

이 탁월합니다. 전투부대에서는 주로 전투복을 입고 근무하며, 

전투복에는 야구모자와 비슷하게 생긴 전투모와 전투화를 착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할 때에는 실전에 대

비해 방탄헬멧과 방독면 등 전투장구를 착용하며, 동절기에는 

야전상의를 함께 착용합니다.

조종사, 전투복 대신 비행복 착용

조종사는 전투복 대신 비행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전투

복을 입고 조종하는 조종사를 본 적은 없을 텐데요. 극한의 환경

을 견딜 수 있는 비행복과 함께 비행화, 비행장갑을 챙기는 것

은 필수! 날씨가 추워지면 비행점퍼를 입어

야 하는데 비행훈련을 마친 조종사에게는 멋

진 가죽점퍼에 빨간 마후라를 두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참! 비행대대마다 각

기 다른 마크가 그려진 모자를 쓰는 것도 조

종사들의 전통이라고 하네요.

비행복 비행점퍼(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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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비전투부대, 약정복 착용

몇몇 부대의 경우 공군본부와 공군사관학교처럼 약정복

을 입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 동약정복과 하약정복

으로 바꿔 입는데 동약정복은 상�하의가 모두 남색으로 되어 있

으며, 하약정복은 하늘색 반팔 상의에 남색 하의를 착용하는데

요, 약정복에는 반드시 검정색 단화와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스웨터나 감색점퍼, 간부외투 등을 덧입을 수 있습

니다.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한 간부외투는 눈과 비를 막고 땀을 

배출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실외에서는 종이배 모양의 게리

슨모를 반드시 써야 하며, 각종 행사나 휴가�외박 시에는 깔끔

하게 남색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동약정복 동약정복(스웨터) 하약정복(스웨터)하약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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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어떤 옷을 입고 근무하나요?

정비사, 안전 위한 정비복 착용

그렇다면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무엇

을 입을까요? 바로 정비복입니다. 정비복은 

상하 모두 감색으로 야외에서 활동하기 편하

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추

운 겨울철엔 정비파카를 착용합니다. 정비복

에는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새벽

부터 야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정비임무 특성

상,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옷의 곳곳

에 반사소재를 부착해 놓았답니다.

간부, 공식행사시 정복 착용

정복은 간부

들을 위한 복제입니

다. 간부들은 공군으

로서의 신분을 인정

받는 임관식에서 정

복을 입고 철제 계급

장을 어깨에 달고 임

관합니다. 이후 정복

은 진급과 보직신고,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 입는 고급 의류인데, 자주 

입지는 않습니다.

정비복 정비파카

정복 정복(게리슨모)정복(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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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특별임무 수행을 위한 특별복 허용

특별한 옷을 입고 근무하는 

장병들도 있습니다. 군악대, 의장

대, 헌병 특수임무반, 군의관, 간호

장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도 주로 키 큰 사람들로 구성된 의장

대와 특수임무반 옷은 맵시가 나기로 

유명하지요. 또한 군악대가 입는 다

양한 복장은 근무복이라기보다는 행

사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특수임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