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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글·사진
중위 이준건
(홍보과)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으면 좋지?’, ‘난 책만 읽으면 졸린데….’ 

아무리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장병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독서의지가 샘솟기 마련. 그런데 독서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더라도 

환경 때문에, 혹은 개인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허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는 법! 책상에 앉아 엉덩이 무겁게 책만 

들여다보는 건 이제 그만~ 월간 「공군」이 제안하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의 취향에 맞게 독서를 실시해보자.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이병을 위해 ‘전자도서관’

아무리 사회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갓’ 이병 

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눈동자와 머릿속 레이더가 

쉴새없이 돌아가야 하고, 군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이 

시기. 그럼에도 독서를 멈추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추천한다. 

바로 ‘전자도서관’이다. 원본 도서의 핵심 내용을 A4 기준 10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여 제공하는 ‘도서요약’부터, 간편하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E-book 서비스까지. 비단 신병이 아니더라도, 

책 읽을 시간이 도저히 부족한 장병에게는 최적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씩 독서의 맛을 느끼는 일병을 위해

‘독서코칭 프로그램’

아직은 ‘일’하는 일‘병’이라지만, 이병 때에 비하면 조금은 

시간이 생긴 것이 사실. 독서의 맛을 슬슬 익히고 있는 

일병들을 위해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주관하며 외부의 독서코칭 

전문가가 직접 부대로 찾아오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작전사령부·1전비 등 30개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운영하는 부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 혹시 자신의 

부대에서 독서코칭을 실시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독서는 엉덩이 힘이라고? No No~

일병에서 병장까지 취향저격
계급별 독서 프로그램

▲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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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사이의 중추가 된 상병을 위해 

‘독서 동아리’

상병진급캠프까지 마친 당신은 최고참부터 최후임까지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상병’이다. 여러 장병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자. 

만약 본인의 부대에 동아리가 없다면? 이럴 때야말로 상병의 

멋짐을 보여줄 때! 함께하면 그것이 곧 동아리. 친한 

동기·선후임과 함께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말년까지 책을 놓지 않는 병장을 위해 

‘공군 우수독후감 선발대회’

병사 계급의 끝판왕, 드디어 병장 계급을 달았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7개월의 군생활. 다소 길게 느껴지는 이 기간을, 독후감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계발의 기회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공군 우수독후감 선발대회’는 전 장병 및 

군무원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도서는 진중문고나 공군 관련 

서적이면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입상자에게는 무려 

‘공군참모총장상’을 시상한다고 하니, 군생활의 마침표를 화려하게 

찍고 싶다면 반드시 도전해볼 것!

마지막으로 전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월간 「공군」의 ‘책 읽는 공군’ 코너도 소개할까 한다. 어떤 코너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당장 56쪽을 펴보라! ‘책 읽는 공군’의 문은 늘 열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