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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우주로!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는 공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력은 지표면을 초월하여 적

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군사수단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최초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

제 이후 100여 년 동안 항공력은 정밀폭격, 거리, 속도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1990

년대 이후에는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을 거치면

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군사력으로 부각되었습니

다. 그 결과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평시 전쟁을 억제할 뿐 아니

라 전쟁 발발 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답니다.

Question 58

하늘로! 우주로!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는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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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항공 우주군을 향한 도약

과거에 공중(Air)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항공력의 역할

이 이제는 우주(Space)를 포함하는 항공우주 영역으로 확대되

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공중 및 우주에서 우세를 확

보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

다. 이에 따라 공군은 ‘공군 비전 2030’을 통해 미래 우리 공군

의 모습을 ‘연합ㆍ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즉, 항공우주군은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공중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된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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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우주로!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는 공군

공군이 책임지는 공중 및 우주영역

우주의 시작은 통상적으로 고

도 100㎞부터라고 정의되고 있습니

다. 실제로 인공위성이 배치되는 가장 

낮은 고도가 100㎞이고, 36,000㎞

까지 정지궤도 인공위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00㎞ ~ 36,000

㎞까지의 우주공간은 공군의 작전영

역으로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군사분야의 활동은 공군이 책임

지게 됩니다. 즉, 한반도 영토 및 영해의 직상공에 해당하는 공

중과 우주영역은 공군의 작전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중 

및 우주영역을 공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군 및 해군

은 필요시 공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중 및 우주영역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고도

고도

공중
(대기권)

공군 작전 영역

36,000~

100km

100km

공역통제수단에 의한 협조 공간

영토(領土) KTO1)해상

1) 한국작전전구(Korea 

Theater of Operations) 

: 유엔사/연합사의 전시 

작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작계 5027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투작전

이 실행되는 구역이며, 

방어 및 공세 공중전투 임

무가 수행되는 지역으로 

평시 및 전시에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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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한반도 수호의 중추적 역할 담당

공군은 항공우주 자산 획득을 통한 전력구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8조여 원을 투입하여 F-X 60여대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KC-X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장거리 지대공유도

무기 사업을 통해 한반도 방공체계를 강화하고 우주감시 및 위

성정보 수집체계를 구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력증강사업

이 완료되면 공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까지 정찰 및 감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장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함

으로써 전쟁억제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공군의 구호 ‘하늘로! 우주로!’처럼, 향후 공군은 항공

우주군으로 발전하여 한반도 수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것입니다.

군사명언

공군의 융통성(融通性)은 공군의 주된 특성 중의 하나이다. 공군은 중앙집권
적 통제가 가능하며, 이 융통성은 공군에게 그 어떤 전쟁형태에서도 볼 수 없
는 막강한 전력의 집중을 가져온다. - 아서 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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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미첼(Billy Mitchell, 1879~1936, 미국)

• 미국 항공계의 개척자, 항공력의 중요성 및 공군 독립 주장

•  폭격의 주요가치는 개전 초기에 적의 주요 신경중추를 공격하여 그것을 최대

한 마비시키는 것이다.

•  공군이 본질적으로 다른 군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면 항공력의 발달이 절대

적으로 지장을 받는다. 왜냐하면, 다른 군은 항공력이 단지 그들을 보조하는 

것으로만 볼 뿐 원칙적인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  적의 치명적인 중심(重心)을 직접 지향하여 무력화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항

공력의 출현은 과거의 전쟁수행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

다. 적의 야전군 주력은 이제 적절한 목표가 아니며, 실제적인 목표는 치명적

인 중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국가적 비상(非常)인 경우, 항공력을 적절하게 육성하여 적 항공기가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해안을 위협하고 대

양을 횡단하려 하는 해상의 적을 저지할 수 있어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확신

케 할 수 있다.

•  지상군은 지상을 뛰게 하고, 해군은 바다를 달리게 하며, 공군은 공중을 날

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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