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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은 국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공군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공군부대 견학과 체험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견학, 어렵지 않아요!

공군은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

습니다. 365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완벽한 임무를 수행

Question 73

공군부대 견학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항공소년단과 함

께 하는 공군항공우주

캠프는 매년 7월말에 

운영된다. 한국항공소

년단 인터넷 홈페이지

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

능하며, 매년 90여 명

을 선발하여 3박4일간 

조종사들의 훈련과정

을 체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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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3박4일간
조종사훈련
과정!! 가고말꺼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의 공군 내 견학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와 공군항공우주캠프

가장 대표적인 것이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입니다. 고무동력기, 글라이

더, 물로켓 날리기 등의 대회를 열면서 블랙이글 에어쇼, 탐색

구조시범, 항공기/무장 전시, 장갑차 탑승체험, 군악/의장대 

시범, 군견 시범, 특수임무반 시범, 조종복 입기 체험 등 다양

한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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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군항공우주캠프’가 있습니다. 공군항공

우주캠프는 한국항공소년단과 함께 하는 것

으로, 매년 7월말에 운영됩니다. 한국항공

소년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90여 명을 선발하여 3박4일

간 조종사들의 훈련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학교 및 청소년단체 단위 신청 가능

각급 학교 단위로 공군부대 견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

다. 희망하는 부대 계획처나 정훈공보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

니다. 단, 훈련이나 부대 행사, 다른 학교의 견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에서 견학 및 체험계획을 수립해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

과학기술부와 국방부에서는 연간 계획으로 청소년단체 견학 및 

체험을 접수받고 있으므로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

를 통한 견학과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281

공군부대 견학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 |

∙예선대회 : 3 ~ 5월(토요일) / 전국 15개 지역

∙본선대회 : 5월 / 공군사관학교

∙참가대상 : 초등학생 ~ 고등학생(행사 관람은 누구나 가능)

| 공군항공우주캠프 |

∙시기/장소 : 7월말(3박4일) / 청주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

∙신청방법 : 한국항공소년단 홈페이지 및 우편

| 부대 견학 |

∙시기/대상 : 수시 / 부대 인근 학교

∙신청방법 : 희망부대 계획처 또는 정훈공보실 전화

| 청소년 단체 견학/체험 |

∙신청방법 : 청소년단체에서 국방부/교과부로 신청

견학만? Oh, No! 느끼고 체험하세요!

공군부대의 모습이나 항공기들은 쉽게 보기 어려운 만

큼 활주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군의 참모습을 전달하기 위

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군항공우주캠프’에서는 공

군 조종사들이 받는 비행환경적응훈련, 수중 및 지상 생환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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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종이비행

기 날리기, 조종복 입기, 비행착각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시행하는 ‘국민조종사 선발’이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항공기 탑승, 항공기 지상활주 체험, 수송기 탑승

의 기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군 블

로그 ‘공감’, 월간 「공군」, 공군 관련 뉴스 등에 귀만 쫑긋해도 

공군을 느끼는 다양한 행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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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세바스키

(Alexander P. Seversky, 1894~1974, 미국)

• 발명가, 항공기 설계가, 전략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

•  세계는 대륙과 공중과의 싸움이며, 공중을 지배하는 자는 대륙을 지배하고, 

대륙을 지배하는 자는 해양과 세계를 지배한다.

•  공군만이 자체의 전투자원으로 공중을 통해 자기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공군만이 전략군으로서 국가 군사력의 기본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다. 적절한 크기와 능력을 가진 공군은 평화 시에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시에는 제공권을 확보한다.

•  제공권의 확보 없이 육군과 해군의 작전은 불가능하다. 공습에 의한 적 사기

의 파괴는 정확한 표적선정에 의해서만 달성되며, 지상과 해상에서 종래 인

식되어 온 지휘통일의 원칙은 공군에도 적용된다. ��� 평화를 보장하는 힘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이고, 군사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력이다.

•  먼저 하늘을 지배하지 않고 적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며, 꾸

어서도 안 된다. 오직 항공력만이 다른 항공력을 격파할 수 있다.

•  하늘의 대해와 끝없는 우주(宇宙)는 하나이며 불가분의 것이다. 이들은 단일

군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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