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와 책, 책과 군대
국방일보 신간소개담당기자의 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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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IN

기획특집 1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국방일보 김가영 기자는 현재 국방일보 디지털뉴스팀 신간소개담당으로서 군 장병들에게 좋은 책을 알리고 

독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93년 대구매일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첫발을 내딛은 뒤, 

지금까지 약 25년 간 독자들에게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김가영
(국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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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01

성공의 필수조건, 독서!

국방일보에서 4년째 신간소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십 권의     

책을 검토하다 보니 출퇴근길 전철에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저 혼자여서죠. 그럼 대부분 뭘 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죠. 공군 장병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 국방일보에서 ‘책 읽는 병영’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교과서와 만화책 외에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는 장병이 꽤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軍)은 이처럼 책이 낯선 장병에게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까요? 개인적으로 ‘책=성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유명인사를 인터뷰하면서 성공 비결을 물었는데 99.99%가 

‘독서’를 꼽더군요. 책은 지식과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실제 해보기 힘든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활자를 읽고 의미를 곱씹는 과정에

서 생각의 깊이도 더할 수 있죠. 책의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군대 독서’일까요? 군대는 최고의 독서 장소입니다. 술 

한 잔 하자며 불러낼 친구도, 수시로 들여다볼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사회의 유혹이 차단된 이곳에서 독서의 재미를 맛보지 못한다면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책? 일단은 쉽고 재미있는 책!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독서 초보라면 일단 쉬운 책, ‘느낌’이 좋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느낌은 연인을 만날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을 펼쳤을 때 전체적인 편집·삽화의 느낌이 좋아야 끝까지 책 읽을 마음이 들 테니까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책을 다 

읽지 않고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머리말을 찾아보세요. 머리말에는 저자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약돼 있거든

요. ‘책날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날개란 책의 겉표지 일부를 안으로 접은 부분을 말합니다.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가, 

뒷날개에는 내용 요약이 있어서 책 내용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끝으로,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지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소품이 책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네요. 약속이 있다면 꼭 책을 

갖고 가세요. 상대가 늦는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책을 펼치세요.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가을, 책으로 지성미를 ‘뿜뿜’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