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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IN

기획특집 1
공군인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공군에서 장교가 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학사장교로 임관할 수도 있다. 또한 학군단에 입단한 

뒤 임관하는 방법도 있다. 학군이라고? 그렇다, 공군에도 학군이 존재한다! 공군 학군단은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서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실시되는 2번의 동계훈련과 1번의 하계훈련을 거치고 나면 당당한 공군 장교로 임관한다.

졸업하면 나도 공군 장교! 

항공대 학군단 45기를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항공대 학군단으로, 항공대 학군단을 대표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항공대 학군단 45기 명예위원장인 김명수 

후보생.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군생활은 반드시 장교로 하리라!’고 다짐했고, 

그 일념으로 항공대 학군단에 입단했다고 한다. 공군 장교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만큼, 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경험하고 싶어 명예위원장을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한범 후보생 역시 명예위원 출신으로, 후배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선배이자 가장 멋진 선배였다고 한다. 그는 현재 인사교육 특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장교교육대대에서 무섭고도 멋진(!) 소대장 노릇을 하고 싶다고.

김상섭 후보생은 마지막 동계 훈련에서 대대장근무후보생을 맡았다. 어릴 땐 

대중 앞에 나서기 꺼려하는 성격이었으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군단에 입단했고 대대장근무후보생까지 맡았다고 한다.

다음은 김명수 후보생(이하 김명수), 이한범 후보생(이하 이한범), 김상섭 

후보생(이하 김상섭)과의 인터뷰.



SPECIAL
THEME

 01

AF : 후보생 생활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한범 : 하계 훈련을 마칠 때쯤, 소대장님께 보고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있던 초코파이의 ‘情’이라는 한자가 

갑자기 ‘아홉’으로 보여 혼자 웃음이 터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멋있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김상섭 : 훈련 초반에 소대장근무후보생으로서 인원을 보고하는데 

잘못 보고했습니다. 덕분에 150여 명의 동기들과 함께 연병장을 

뛰었죠. 너무 미안해서 고개조차 못 들고 있는데, 동기들이 괜찮다며 

다독여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동기애를 느꼈고, 보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AF : 어떤 장교가 되고 싶나요?

김명수 : 솔선수범하는 장교,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한범 : 공군이라는 조직에 이바지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김상섭 : 상관을 존경하고 병사들을 잘 챙겨주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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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 학군단에 지원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김명수 :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군복무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고, 리더가 되고 싶어 학군단에 지원했습니다. 

이한범 : 삼촌들이 모두 공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고, 그분들로부터 

공군 장교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삼촌들 중 

한 분은 항공대 학군단 출신이기에,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마음으로 학군단에 들어왔습니다. 

AF :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는 만큼, 졸업에 대한 소회도 남다를 것 같아요.

김명수 : 졸업이 곧 임관이다보니, 어서 졸업하고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공군이라는 새로운 집단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긴장도 됩니다.

김상섭 : 무거운 짐을 털어놓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시기에 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2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는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2018년에 임관하는 공군 장교로서 다짐 한 마디를 부탁하자, 이들은 마치 

짠 것처럼 한 목소리로 답했다. “2년 동안 배우고 느낀 바를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