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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사관생도들 간에도 

이성교제가 가능한가요?

KF-16 조종사 부부

사관생도들도 다른 대학생들처럼 연애를 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해진 규정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지요. 절제와 인내

를 중시하는 사관학교의 특성상 이성교제를 할 때도 사관생도

의 품위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 교칙에도 도덕적 한

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도간의 연애를 허락하고 있

습니다. 

일반 대학과 달리 규정 내 연애 가능

그러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교관, 교수, 훈육관과 

생도간의 이성교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선배 학년의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막기 위해 생활관 행동요령, 1:1 만남 규정 등 

독특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특성상 구성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성학 특강

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답니다. 단, 1학년 생도들에겐 생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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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2학기되면
외출가능해!!~

        기다려자갸~

애틋하구만
...

알았어♡

사관생도 커플

적응차원에서 선배나 동기와의 이성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이성교제, 생도 자율에 맡겨

하지만 생도 상호간이 아닌 교제는 생도들의 자율에 맡

기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 생도들도 외부 일반인과의 이성교

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1학년 1학기에

는 편지, 전화, 전자우편, 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를 하

기도 합니다. 주말연인일 수밖에 없는 선배 학년들 역시 1학년

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졸업과 동시

에 약혼 및 결혼을 하는 생도들이 있는 걸 보면, 역시 어떠한 장

벽도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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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트렌차드(Hugh M. Trenchard, 1873~1956, 영국)

• 초대 공군참모총장, 영국공군 창설 및 항공력 사상 발전에 기여

•  영공의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므로 방공임무에 전념하여 항공력을 운용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며, 항공력 운용의 부정적 측면이다. 따라서 항공

력은 지속적으로 공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적국의 영토를 황폐화시키고��� 대규모로 파괴하는 항공작전이 전쟁의 주요한 

작전이 될 날이 멀지 않았으며, 육군과 해군의 전통적인 작전은 2차적인 것이

나 종속적인 것이 될 것이다.

•  전략폭격은 평시에도 국가를 지켜주는 정치적 기술로 헤아릴 수 없이 중요

한 요소이다.

•  항공력 운용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중 지배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것.

  2. 전략폭격에 의해 적의 생산수단 및 통신시설을 파괴할 것.

  3. 적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전투를 유지할 것.

  4. 적이 전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막을 것.

 

•  공격무기로서의 항공기가 아무리 과대평가 되어도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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