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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창군 이래
첫 ‘국군의 날’ 기념식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국내 이송 작전인 미라클 작전, 코로나 백

적과 싸워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임무 수행 중”이

신 수송,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라며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한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이 특별 부대 표창을 받았다.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국군의 모습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홍보과장을 맡은 이성은 공군 대령은 KF-16

상징적으로 보여준 ‘합동상륙작전’은 이전의 행사와 다른 관전 포

조종사로서 10년 전 제6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공중전력 전체

인트였다.

를 이끄는 임무 편대장을 맡아 참여한 바 있다. 이 대령은 “10년 전

작전명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명명했다. 평화는 지키는

공중전력 지휘가 현악 4중주 연주였다면 이번 합동 상륙작전과 국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군의 날 기념행사는 마치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

바로 국방력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고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합동상륙작전은 해병대 1사단장의 임무 출동 보고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마린원’을 조종한 해병대 제1사단 정재훈 소령은

후 특전사의 공중 침투, 공군의 핵심표적 타격, 상륙돌격장갑차

백령도 중대장을 마치고 해병 항공으로 전과했다. 정 소령은 “해병

(KAAV), 공기부양정 등의 해상 돌격을 시연했다. 여기에 공격헬기(

대가 항공단 창설을 통해 공지 기동부대로 전환을 앞둔 만큼 앞으

아파치)와 기동헬기(수리온, 치누크, 블랙호크) 공중 돌격, 상륙부

로 해병대 핵심 전력으로 특화된 항공단을 만들기 위해 맡겨진 임

대의 목표 지역 확보 및 태극기 게양으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우리

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강한 의지를 과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색 장병들도 눈길을 끌었다. 육군 아파치 표준교
관 조종사 김형필 준위는 코브라 헬기 조종사로서 여섯 차례, 아파
치 헬기 조종사 두 차례 국군의 날에 참여한 베테랑이다. 만 18세에
육군 항공 정비부사관으로 임관해 공격헬기 조종사(Gun Pilot)로 총
비행시간 3천292시간을 달성한 기록을 보유했다. 김 준위는 “어떤

1
1 합동상륙작전 2 국군의 날 기념식 3 공군 항공 사진 4 합동상륙작전에 참여 중인 장병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열렸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 해

3

병을 양성해온 지역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단이 함께 자리 잡은
곳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병대에서 거행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여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해군의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 함상에서
기념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2

기념식에는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을 주제로 다양한 첨단 무기와
전력들을 동원한 시연을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
군의 의지를 담았다.

현재 임무 수행 중인 동명부대, 한빛부대, 청해부대 등이 해외 파병

행사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린원에 탑승해 마라도

부대기를 장착하고 강하에 참여했다.

함에 착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함상이라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현역 5명, 예비역 13명 등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행사 장소를 고려해 예년보다 행사 인원은 대폭 축소했다.

18명이 화랑무공훈장을 포함한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제51보병사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해병 1기이자 통영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단 등 11개의 부대에는 대통령 부대 표창과 1개 부대에 특별 부대 표

그리고 서울 수복 작전에 참전한 이봉식 옹이 참여해 직접 맹세문

창을 했다.

을 낭독했다.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화랑무공훈장은 해병대 사령부 김정수 소령에게 수여했다. 현역 군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 고공 강하를 해 눈길을 끌었다. 1993년에 대

인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참여자에

한민국 최초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병된 상록수 부대를 필두로

게 수여한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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