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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에 내려앉은 겨울의 추위.

영하 25℃, 풍속 30knot, 체감온도 영하 42℃.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바람 피할 곳 없는 산정(山頂).

옆에 있는 전우의 체온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그 곳.

하늘아래 첫 부대.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하늘은 늘 안녕하다.

하늘아래 첫 부대, 8386부대

해발고도 1,468m 전군 제일의 최고도

(最高度)에 위치해 있는 8386부대는 완벽한 

공중감시를 통해 한반도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레이더 기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늘아

래 첫 부대’라는 닉네임은 이 부대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Question 69

해발 1,400m가 
넘는 산꼭대기에도 
공군부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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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400m가 넘는 산꼭대기에도 

공군부대가 있다?

진중버스

열악한 조건에도 철통경비 이상무!

8386부대의 

중요성은 조종사들

이 이 부근을 ‘한반도

의 배꼽’이라고 부르

는 데서도 알 수 있습

니다. 한반도의 중심

축에 있는 높은 산 정상에 자리한 이 부대는 감시구역 내의 모든 

항적을 식별해 중앙방공통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로 전송합니다. 일단 외부와의 왕래도 쉽지 

않습니다. 산 아래 위치한 관사에 사는 간부들은 산꼭대기에 있

는 부대까지 출·퇴근하려면 유일한 교통수단인 진중버스를 이용

하는데, 구불구불 산길을 약 한 시간 반 가량 달려야 합니다. 간

혹 폭설이나 폭우로 진중버스마저 운행을 못할 때는 걸어서 출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8386부대의 아침 일과도 여느 부대랑 별반 다르

지 않습니다. 산 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군도수체조와 구보 

등 일조행사에 이어 간단한 회의를 통해 그날의 업무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눕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에

서 모두가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영공감시 임무 외

에도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한 실전 같은 기지방어 훈련을 통해 

적의 침입을 차단하고, 어떠한 적도 감히 우리의 하늘을 넘볼 

수 없도록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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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첫 부대!!

헉헉!! 
졌다! 졌어..

열대야와 모기 걱정 없는 고지대

이곳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BX1). ‘하

늘 점빵’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BX에는 많은 물건은 

없지만 장병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

는 과자들은 낮은 기압으로 인해 봉지가 항상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에 들어있는 과자도 빵빵해지는 것

은 아니겠지요? 또한 부대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 연병장이 없

어 2주에 한 번씩 산 아래 공설운동장을 대여해 운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부대 한편에 마련된 야구연습장은 작지만 장병들에

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대 기후 

특성상 한여름에도 낮 기온이 25℃를 넘는 일이 드물고 밤에는 

서늘하기까지 해서 한여름이라도 긴소매 옷을 입고 다닙니다. 

1) BX

(Base Exchange)

공군 기지 내의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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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기가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점입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젊음을 사르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

도 우리 국민들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있는 

과자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