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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하사 김재겸
(홍보과)

바람이 분다… 독서의 바람이!

한 달에 책 한 권! 
1·1·1 독서운동

무림고수가 바람을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느끼듯, 

독서 고수(高手)라면 느끼고 있으리라. 공군에 새로운 

독서 열풍이 조금씩 불고 있다는 것을. 이름하여 

‘1·1·1 독서운동’이다. 

이름부터 화끈한 돌직구 작명센스가 돋보이는 이 

운동은, 그 내용도 어렵지 않다.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 2016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12권도 안 되는 9.2권이라는데, 이 

운동만 착실히 따라서 하면 1년에 12권은 가뿐히 읽을 

수 있겠다. 

물론 이 운동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군이 

함께한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에서는 매월 초 신간 

또는 저명한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공지한다. 인문, 

사회과학,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혹시 내 

입맛에 맞는 추천도서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고 싶은 도서를 읽되, 

추천도서는 참고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시작이다. 매 끼니마다 식사로 위장을 달래듯, 

내 두뇌에도 맛있는 교양을 제공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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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장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공군에 음식이나 가전제품 등을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부대마다 가전제품도 잘 구비돼있고, 간식거리 또한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사장교회가 내린 판단은 ‘쉽고 편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자!’였다. 즉, 병영도서관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현재 학사장교회와 

장교회 내 동호회인 골프 동호회에서 지원에 힘쓰고 있단다. 

지난해 12월 23일,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196부대의 병영 도서관이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공군 학사장교 예비역 단체인 공군 학사장교회의 

‘병영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서였다. 그렇다면 학사장교회는 왜 많은 사업 

중에 도서관 지원 사업을 택한 걸까? 공군 학사장교회 정보용 사무국장(학사 84기, 

예비역 대령)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장병들이 마음껏 책을 읽으며 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학사장교회가 병영 도서관 지원사업에 힘쓰는 이유는, 독서야말로 병사들이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의미 없이 허송세월할 수 있는 일과 후 여가시간을 독서로 채워 넣는다면, 진로를 정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독서를 통해 기른 내공이 사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병영도서관 지원사업의 주요한 이유다. 

장병들의 무궁무진한 ‘독서의 꿈’을 위한 학사장교회의 병영도서관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만약 

본인의 부대에 북카페가 새로이 설치되었다면, 따끈한 차 한 잔과 함께 독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 제8196부대 병영도서관 개관식

격오지 부대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준다고?!

공군 학사장교회의 
병영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