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인의 말  

봄(春)은 봄(觀)이다

봄(春)은 봄(觀)으로 맞이해야

죽음처럼 적막해 보이던 겨울 산야에 파란 새싹과 신록이 

고개를 내미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봄을 

‘spring’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땅과 메마른 

나뭇가지의 표피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봄의 

가장 큰 이미지인 듯합니다.

생명을 태동시키는 봄의 강력한 에너지. 그 근원이 궁금

해집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지요. 과거와 단절된 현

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봄도 겨울이라는 과거가 그림

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천지를 얼어붙게 만들고 침묵하

게 했던 겨울이 봄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무성했던 여

름의 풀과 잎사귀들도 늦가을의 찬서리를 맞으면 그 명

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게(落葉歸根) 됩니다. 하지만 그

들이 품었던 생명의 정수만큼은 뿌리로 돌려보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합니다. 차디찬 동토 속에서 뿌리는 생

명의 에너지를 다지고 다지면서 시절 인연이 봄을 이끌어 

올 때쯤 온 힘을 다해 겨우내 품었던 생명 에너지를 뿜어 

올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따스한 봄(春)에 불현듯 

올라온 새싹을 반갑게 맞이할 줄은 알지만 차가운 겨울 

땅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려는(觀) 

노력은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남북조시대 유신(庾信)(513~581)이라는 인물이 쓴 시

중에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 掘井之人)’이라는 구

절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물이 시작된 근원을 생

각하고 그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공군이 창설된 지 70주년이 됩니

다. 오는 3월 28일에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 현지에서 

F-35A 항공기 1호기 출고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입 

및 전력화가 진행됩니다. 1948년 육군 항공부대 시절 비

행기 한 대 없이 美군정으로부터 받은 쓰리쿼터 트럭 한 

대가 장비의 전부였던 우리 공군이 70년의 세월을 격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막강 공군의 위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격적인 행사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군은 결코 거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기술이 집약

되어야 운용이 가능한 공군이 창군된 것은 초창기 선배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기적

에 가까운 대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

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고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된 시원

에는 언 땅에 우물을 파듯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선배들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의 자양분을 받지 않고 푸르

른 잎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창군 선배들의 

꿈, 소망, 철학을 이어받지 않고서는 70년 나이테를 가진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나무를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것입

니다. 공군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공유할 때 우리는 더

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공독립운동 시기를 포함, 공군 태동기의 역사를 소재로 

한 이번 호의 특집 기사들이 공군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음수

사원 굴정지인’의 마음으로 이 봄의 신록을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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