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매가 첫 날갯짓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제야 멋진 

보라매로서 비상하는구나!’ 하는 설렘도 함께 느낄 것이다. 예비 소위로서 비상하기 전,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을 

보라매들을 만나보았다. 졸업을 앞둔 공사 66기 사관생도들의 ‘시작의 현장’을 찾아가보자.

날개를 펴고 비상할 준비를 끝낸 보라매

예비 소위, 공사 66기 사관생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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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철 생도 : 안녕하십니까? 졸업과 임관을 앞두고 

있는 공사 66기 4학년 2중대 민병철 생도입니다. 

김소형 생도 : 4중대 김소형 생도입니다. 

AF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군 IN

기획특집 1
끝이 아닌 시작의 현장을 찾아서

신양환 생도 : 3중대 신양환 생도입니다. 

문예은 생도 : 2중대 문예은 생도입니다.

▲  좌에서부터 신양환·문예은·민병철·김소형 생도

글 
중위 이준건

사진
하사 김재겸 

취재지원
대위(진) 박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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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 2018년 소위 임관을 앞두고 사관생도로서 마지막 

12월을 보내는 심정은 어떠한가요? 

 민병철 생도 : 길게만 느껴졌던 4년의 생도생활이, 

뒤돌아 생각해보니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쉬웠던 

일들보다는 즐거웠고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 기억에 

남네요. 특히 성무철인경기를 4년 내내 완주한 것과 

무용기에서 우승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소형 생도 : 내년이면 벌써 졸업이네요. 1학년 

때는 ‘언제 졸업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졸업이 

다가오니 설레는 감정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요즘은 임관 후의 삶도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생활패턴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신양환 생도 : 지난 생도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시기가 많이 생각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관학교에 들어서며 ‘어떤 장교가 돼야 할까?’를 항상 

고민하며 생도생활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기에 뿌듯함도 느낍니다.

 문예은 생도 : 빨리 졸업하고 싶기도 하지만,      

막상 졸업하면 사관생도로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동기·후배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기말고사와 

졸업논문 준비로 바쁘지만, 잘 마무리한 뒤에는 동기· 

후배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AF : 임관한 뒤 어떤 장교가 되고 싶나요?

 민병철 생도 : 임관 후 비행훈련과정에 입과하게 

됩니다. 학생조종사로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수료하겠습니다.  

 김소형 생도 : 무엇보다 계속 성장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생도 시절의 명예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다짐과 의지를 갖고 스스로에 만족하지 않는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양환 생도 :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솔선수범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발전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문예은 생도 : 공군에 도움이 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공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F : 2018년에 비상할 예비 소위로서, 2018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해주세요!

 민병철 생도 :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2018년입니다. 

학생조종사로서 수많은 역경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신임장교가 되겠습니다! 

 김소형 생도 :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공군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배울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양환 생도 :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으로서 많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문예은 생도 :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정예공군 장교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앞으로 저도 따라 걷겠습니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