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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병 757기
운항관제
2015. 10. 19.
(*입대곡: 태연 - I) 

조류/FOD처리병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흔히 BAT반으로 알려져 있는 조류/FOD처리병의 주된 업무는 

항공기들의 비행에 위협이 되는 조류를 감시·경계하고 퇴치하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활주로와 유도로 상의 

F.O.(Foreign Object, 이물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감과 팀워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의 

업무는 항공기 엔진이나 기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이나 부주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 합니다. 또, 

업무 특성상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병사들 사이의 호흡이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에 했던 사천 엑스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블랙이글스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항공기들이 사천기지로 들어왔고,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새들이 다수 출몰했던 상황이었기에, 

행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한 채 근무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행사는 무사히 끝났고, 행사 담당자 분이 맛있는 음료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마디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그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맙게 생각해. 부서 특성상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야. 스쿠터를 타고 총기를 

사용하는 보직이니, 꼭 안전에 신경써서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행복한 BAT반이 되길 바라!

기획
하사 김재겸사진

(홍보과)사 장혜미
(1전비 정훈공보실)

사진
상사 안동희 

(3훈비 정훈실)

사진
하사 장혜미
(1전비 정훈공보실)

공군 IN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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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병 777기
운항관제
2017. 6. 19.
(*입대곡: 마마무 -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조류/FOD처리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직접 활주로에 들어가 조류 퇴치 및 FOD작업을 하며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글라스를 쓴 채 

스쿠터를 타고 새를 쫓는 일은 부대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조류/FOD처리병으로서 업무 숙달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미숙한 부분도 많고 실수도 

잦습니다. 무전기 사용법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활주로·게이트 

위치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든든한 선임들이 

하루하루 잘 이끌어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업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자기계발, 선후임과의 친밀한 관계 만들기, 운동, 사회성 함양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정신력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기본군사훈련 당시 소대장님께 

배웠던 마음가짐으로, 2년의 군 생활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옆에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우준 병장님이 닦아놓으신 BAT의 길, 

이제 제가 이어 받아 후임들에게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