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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군’ 인터넷 사이트

공군에 관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

은 바로 ‘대한민국공군’ 인터넷 사이트(http://www.airforce.

mil.kr)입니다. 대한민국공군 인터넷 사이트는 공군의 조직체

계, 연혁, 핵심가치, 주요 병과 등 공군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총망라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는 공군에 입대하기 위한 모집 절차 및 방법, 공군이 시행하

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으며, 사진·영상 

등의 자료와 항공사상, 무기체계 등에 관한 자료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공군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전자민

원창구를 통해 국민들이 공군에 대해 가지는 의문이나 궁금증

들을 바로 해결함은 물론, 열린공간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국민

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uestion 72

공군 소식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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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소식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공군 소식지, 월간 「공군」

월간 「공군」은 공군에 대한 소개와 각종 생활지식을 담

고 있는 공군 대표 월간지로, 주요 대학 및 기관, 신청자들에

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간 「공군」은 크게 네 가지 섹션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Global & Insight’에서는 

과거 항공역사의 인상적인 순간과 대표적인 항공작전 사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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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군의 동향 등을 소개하며, 두 번째 ‘공군IN’에서는 매월 

공군에 관한 기획특집 기사를 비롯하여, 주요 월간 공군뉴스, 

주요 훈련현장 스케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Culture 

36.5’는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기사들

을 수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Opinion’에서는 독자들의 기고

와 소감문 등을 싣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은 대한민국공군 인

터넷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공군 콘텐츠들이 여기에! 블로그 ‘공군공감’

공군에서는 어떠한 훈련

들을 하고 있는지, 공군 장병들

은 부대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군이 운영

하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 ‘공군공

감’(http://www.afplay.kr)

을 방문해 보세요. ‘공군공감’은 

재미있는 콘텐츠들로 누리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공군 대

표 인기 블로그입니다. 과거 웹진(webzine)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공군공감은 2010년 5월, 지금의 블로그 형태로 개편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입대 예정자들을 위한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 남친�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코너, 

공군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웹툰, 한 편의 영화 같은 감성 영상

까지 클릭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빼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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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나요?

공군 소식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군과 만나세요!

당장
접속!

팔로잉~

공군, 이제는 SNS로 만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군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열어두

고 있는데요. 먼저 SNS의 대명사인 페이스북(www.face-

book.com/rokairforce)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고, 재미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공군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공군의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또한 트위터(www.twitter.com/afplay)

를 통해서도 신속한 공군의 소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도 역시 ‛follow’ 버튼 한 번이면 바로 공군의 소식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