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IN

기획특집 1
공군인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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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동시에 공군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졸업하는 장소와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정예 공군이 된다는 점에선 똑같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졸업이란 말 그대로 ‘공군’이 되는 것! 졸업과 동시에 공군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알다시피 공군사관생도는 졸업과 동시에 공군 장교로 임관한다. 

‘졸업=공군’인 만큼 이들에게는 특별한 졸업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만 알았던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의 특별한 졸업 문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학사모에 학사복. 일반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착용하는 대표적인 복장이다. 

그렇다면 공사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 바로 공사 ‘예복’이다. 예복이란 

성무의식 및 대내 각종 연회에서 착용하는 복장으로, 웅대한 기상과 하늘을 

향한 끝없는 동경을 표현한다. 무엇보다 예복의 꽃은 ‘예도’! 공군사관생도 

최고학년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칼로, 예도와 함께 행진하는 사관생도의 

모습은 ‘위풍당당’ 그 자체. 

“독수리 구호 시작!”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는 독수리처럼,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들은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졸업식을 

마무리한다. “독~수리! 쓸어, 쓸어, 쓸어~ 싹!”으로 시작해서 “무적 

공사 필승 공사 HEY, 야!”로 끝나는 독수리 구호는 오직 공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이다. 직접 보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rokafplay)에서

 ‘독수리 구호’를 검색해보자. 나도 모르게 함께 흥얼거릴 수도 

있으니 사람이 많은 곳에선 시청을 자제할 것!

졸업이란 ‘공군’이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이색풍경 BEST 4

교복 대신 예복

독~수리, 독~ 수리! 독수리 구호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사관생도 6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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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월, 공사에는 2개 학년이 4학년이 된다. 졸업 및 임관식이 3월에 있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 4학년 + 4학년이 된 (전 해의)3학년” 2개 학년이 4학년이 되는 것이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졸업하는 4학년은 은박지로 자신의 계급장을 가린다. 

통칭 ‘은박지 계급장’. 이제 생도 계급장은 필요 없다는 

은근한 자부심(?)일지도 모르는, 공사의 특별한 전통이다.

일반 대학에서도 교지는 만들지만, 공사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바로 졸업하는 선배님들을 위한 후배들의 ‘헌사’의 성격이 묻어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포토스토리’부터 후배가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전하는 ‘가슴을 열어라’, 

사관학교에서 배운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기고’ 및 ‘생도 

우수논문’까지. 졸업하는 선배에 대한 후배 생도들의 애정과 재치로 똘똘 

뭉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들어는 봤나, 은박지 계급장

선배를 위한 후배들의 사랑의 표현, 교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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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기획이 돋보이는 「하늘」의 내부 페이지

이외에도 공사 졸업식에서는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생도분열, 졸업반지 증정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의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사관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이 실시된다 하니, 

신임장교와 그 가족들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 될 터. 

정예 공군의 일원이 되는 신임장교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