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李承晩 → 이승만(李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金門島 → 진먼다오(金門島)

		

安東 → 안둥(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其(後, 一) → 그 (후, 1)

		

橫須賀 → 요코스카(橫須賀)

		

然이나 → 그러나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此(에) → 이(에)

		

立川 → 다치카와(立川)

		

등등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目黑 → 메구로(目黑)

		

3000명 → 3,000명

		

昭和 → 소와(昭和)

		

등등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스타―린 → 스탈린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처어칠 → 처칠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꾀에테 → 괴테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봐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 지명

트루만 → 트루먼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치리 → 칠레

		

등등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오랭캐 → 오랑캐

		

필랜드 → 핀란드

		

왔오 → 왔소

		

헝가리이 → 헝가리

		

마조 → 마주

		

불가리야 → 불가리아

		

발르고 → 바르고

		

토이기 → 터키

		

무우 → 무

		

포올랜드 → 폴란드

		

나헌테 → 나한테

		

등등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하루밤 → 하룻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서둘를 → 서두를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즐거히 → 즐거이

		

할려면 → 하려면

		

고(코)저 → 고자

		

키로 → 킬로

		

등등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젯트 → 제트

		

문직이 → 문지기

		

파이로트 → 파일럿

		

부쨉힌다 → 붙잡힌다

		

파이롯트 → 파일럿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레셋숀 → 리셉션

		

알다싶이 → 알다시피

		

포오카아 → 포카

		

더부러 → 더불어

		

부릿지 → 브리지

		

날으는 → 나는

		

캬바레 → 카바레

		

(남)어, 었 → (남)아, 았

		

샴펜 → 샴페인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인터어뷰 → 인터뷰

		

죄그만 → 조그만

		

땐스파아티이→ 댄스파티

		

벌서 → 벌써

		

코―쓰 → 코스

		

올 꺼야 → 올 거야

		

스케쥴 → 스케줄

		

씨운 → 씌운

		

퍼어센트 → 퍼센트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코메트 제37호 목차(目次)

		

테이불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목차(目次) 컷·비(扉) 컷>

		

써어클 → 써클

★ 오르페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ㅡ 대화내용」인 경우 → “ 내용 ”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
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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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보는 여인(女人)’

에드가 드가 작(作)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오르페
귀스타브 모로 작(作)

1826년 4월 18일 파리 로슈푸코 가 7번지에서 태어나 1898년 4월 18일 동 14
번지에서 사망한 프랑스 화가이다.
그는 가정이 유복하고 성격이 기발하여 그림을 팔지도 않고 전람회를 여는 일
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환상이 충만해 있으므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고통이었고, 곧장 다른 캔버스로 붓을 옮겨버리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의 조형 기술은 확실하며, 그의 옛 전설을 그리는 소도구류는 고고학자적인
감식안을 통과한 것이다.
여기 나온 오르페의 그림은 지금 룩셈부르크의 화랑에 있다. 이것은 1865년
살롱에 전시되었던 것이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지옥으로 빼앗기고 비탄
이 몸을 찢는 듯한 시신(詩神) 오르페에는 그 목이 에레보스1) 강에 던져지고 난
후에도 노래를 했다고 한다. 물가에서 그 목과 비파(琴)을 얻은 트라키아2)의 여
인은 그 죽은 시신의 입술에 정신을 빼앗기고 쳐다보고 있다. 이것 역시 전형적인
모로의 환상경(幻想景)이다.

1) Erebus
2) Thracia

1959년의 첫발자국

명작 조각(名作 彫刻)

내일의 영광(榮光)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베이제에

공군본부(空軍本部) 시무식(始務式) 광경(光景)

로댕 작(昨)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김(金) 참모총장으로부터 이임선물(離任膳物)을
받고 있는 전임(前任) 합동군사고문단장(合同軍
事顧問團長) 커어리스 소장(少將) (91. 12. 16)

공군본부(空軍本部)를 에방(禮訪)한
주한(駐韓) 미(美) 고문단장(顧問團長)
윌리스.S. 메슈 소장(少將)(92. 1. 9)

김(金) 참모총장의
영접(迎接)을 받는
파이트 대장(大將)
(91. 1. □)

이임(離任)하는 미 태평양 공군행정참모부장(空
軍行政參謀副長)

주한(駐韓)
미(美)
공군참모총장
(空軍參謀總長)

방한(訪韓)한 자유중국(自由中國)의‘에이스’들(우(右)로부터
둘째; 손사문(孫嗣文) 소령 셋째; 전혁강(錢奕强) 대위 (1. 24)

K-2를 방문(訪問)한 

김(金) 참모총장(參謀總長)
창장(廠長)
김명섭(金明燮)
준장(准將)과 환담
하는 김(金) 참모총장
좌(左)는 송(宋)
경북지사(慶北知事)

참모전대장
(參謀戰隊長)의
영접을 받는
참모총장(參謀總長)

브리핑 청취(聽取)
광경(光景)

<권두언(卷頭言)>

優勢思想)에의 국민적 인식이 지난해처럼 고조된 일은 없었으며 이러한 거족적

저돌맹진(猪突猛進)

(擧族的)인 뒷받침과 공군수뇌부의 피어린 군사외교의 결정으로서 우리가 또 하
나의 전투비행단을 수도 주변에 보유하게 된 사실은 지상군부대에서 공군력 중

정훈감(政訓監) 소상영(蘇尙永)

점주의(重點主義)로 이행하는 당대 군사 사조(思潮)의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며
하늘에 뜻한바 있는 우리 전체 장병들은 다 같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공군
현대화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감각을 초월한 일종의 초(超)물리학적

기해년은 돼지의 해라 한다. 돼지는 목이 짧고 육중함으로 목의 운동을 자재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자(近者)에 와서는 매년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초감각

(自在)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줄 모르고 일로매진(一路邁進)

적인 조류(潮流)가 마치 눈에 보이며 또한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떠한 물리현상인

하는 것이 돼지 족속의 특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일컬어 저돌맹진(猪突猛進)이

것처럼 몸소 느껴질 때가 있다.

라 한 것이다. 우리는 물론 이성과 지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서 돼지 족속처

사람들이, 공연히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총총걸음을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럼 목표의 선정 없이 맹목적으로 돌진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여기저기서 징글벨의 리듬이 거리의 세모정경(歲暮情景)을 한층 더 북돋아 주는

하는 점은 신념 없이 우왕좌왕하는 등, 지성인으로서 추태(醜態)를 부리지 말자

성탄절 전후가 바로 이 때이다.

는 것이다.

1년 동안이나 자전(自轉)을 거듭해오던 지구의 ‘공전(公轉)에의 달음박질’이 마
치 눈에 보이는 듯, 귀에 들리는 듯 하는 생생한 현실감을 가지고 육박하며, 이
감각의 강렬한 자극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채 기어코 또 한 개의 연륜이 쌓이고

그들이 목표선정 없이 저돌맹진하면 우리는 뚜렷이 표적(標的)을 내어걸고 이
를 향하여 직정경행(直情徑行)3), 용왕매진(勇往邁進)하자는 것이다.
기해 신춘(新春) 유감이요, 제목하여 저돌맹진이라 한 소이(所以)이다.

말곤 한다.
이리하여 갖은 비희극의 쌍곡선(雙曲線)으로서 엉클어진 무술(戊戌)년도 저물
었고, 새로운 희망과 의욕에 벅찬 기해(己亥)년이 오고야 말았다.
우리 공군은 지난 무술년을 통하여 창군 이래 가장 괄목할만한 장족의 발전
기록을 남기고 왔다. 현대과학전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인 공중우세사상(空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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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병 개개인이 이와 같은 각오 아래, 패기에 넘친

신년사(新年辭)

젊은이로서 그리고 젊은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매사에 온갖 정열과 성의를
기울여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엄정한 군기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군기란 쉬운 말

참모총장 공군 중장 김창규(金昌圭)

로 말하여 군대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회나 단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
는 것이며, 장병 제관들은 입대와 동시 이 약속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계약된
약속을 배반한다거나 위반함은 그 사회나 질서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

92년도4)의 최초의 일과를 개시하는 이 자리에서 본관(本官)은 새로운 희망에
벅찬 전 공군장병 제관(諸官)5)에게 충심으로 경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군이 지난 1년 동안 전 국민의 열성적인 지원과 우방(友邦) 제국(諸國)
의 이해 깊은 성원으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장족의 발전향상을 거듭하
였음은 오로지 장병 여러분의 백절불굴(百折不屈)의 군인정신과 멸사봉공(滅私
奉公)의 애국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와 민족을 방위하기 위해 일신을 바친 군대라는 조직체를 유지하는 군기(軍紀)
에 위배(違背)한다는 것은 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전군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하가 합심하여 군기를 지
켜 엄정하면서도 명랑한 군대를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병이 내일의 발전된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항시 연구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공군에서 오늘날처럼 독창

오랫동안 우리의 숙제였던 또 한 개의 전투비행단을 가지려는 우리의 계획이

적 사고력과 연구발전능력이 풍부한 인재가 요구될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신

완수되고 방공 레이더망과 항로통신관제기구가 우리의 손으로 운영케 되었음은

년도부터는 과거에 얽매였던 관습만을 지키는데서 일보 전진하여 발전일로에 있

실로 괄목할만한 발전이라 하겠으며 공군사관학교가 신축된 교사로 이전하고

는 시간적 변화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데 추호도 주저(躊躇) 없기를 바라는 바입

본부의 자동전화 시설이 완성된 것 등도 또한 우리의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로서

니다.

기록될 것입니다.

본관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지나간 경험의 토대 위에 새로운 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1959년의 새 아침을 맞이함에 있어서 지나

념과 전진의 규범을 세우려는 오늘 이 아침에 있어서 전 공군 장병 제관의 지난 1

간 1년 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삼아 새해에도 눈부신 발전을 기약해야 할

년간의 업적을 거듭 치사(致謝)하는 동시에 새해에도 제관들의 건투와 정신무장

것입니다.

을 강조하면서 신년사를 끝맺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있어 부과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첫째, 업무의 능률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능력이 강화될수록 따
라오는 업무량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현재의 병력으로
배가된 업무를 감당(堪當)6)해야 하는 만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정력(精

4) 단기 4292년(1959년)임.
5) 원문의 제관(諸官)은 제군(諸君)과 같은 의미로 보임.
6) 원문의 勘當은 堪當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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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트지(誌)의 발전(發展)을 축(祝)함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learn of your plans for issuing a special
edition of your International Information magazine “Comet”, which is, I
understand, to be published on 1 October 1958, the occasion of Armed
Forces day in the Republic of Korea.
You and your staff are to be congratulated on the continued excellence
of your fine magazine. “Comet” has achieved its pre-eminent position not
미 태평양 지구 공군사령관

공군 대장 로렌스 S. 큐터

only through the authoritative nature of its factual material, but also from
the standpoint of its clarity and journalistic worth.
On behalf of the personnel of Pacific Air Forces, I wish you and the staff

본인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에 제하여 한국공군의 정훈교육지인 「코메트」지의

of Comet continued success for the future.

특집을 발간하기로 한 귀하의 계획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는 바입니다. 귀하와 귀
감실원들은 날로 발전하는 「코메트」지에 대단히 만족할 줄로 생각합니다. 「코메

Sincerely,

트」지는 그 권위 있는 사실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분명한 성분과 저널리스트
적 가치를 통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를 성취했습니다. 태평양 공군 예하
전 장병을 대표하여 「코메트」의 장래에 성공 있기를 축복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건국(建國) 십주년(十週年) 국군(國軍)의 날「코메트」발전축신(發展祝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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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군(韓國空軍)에 기(寄)함

미 제5공군 사령관

공군 중장 로버트 W. 번즈

귀군의 창군 제10주년을 맞이하여 귀군에게 경하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진

비록 귀군의 역사는 길지 않은 십년이란 세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 동안 귀군이

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군의 창군기념일이 대한민국 국군의 날과

세워 놓은 업적은 마땅히 자랑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의 귀한 민주주

일치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귀국의 각 군

의를 수호하기 위한 심각하고 시위적인 귀국의 간구(懇求)는 늘 자유세계의 여러

과의 중요한 팀워크(Teamwork)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우방국가에게 영감(靈感)이 되어 왔습니다.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일하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군 사이에 있어 왔던 협력 및 협조에 있어서
더욱 그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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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을 우리 미 제5공군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자유를
위한 전우애’가 변하지 않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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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亞細亞)의 대공진(對共陣)

이 두 나라 중의 어느 나라도 먼저 다른 나라를 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은 연방국으로서 여러 종족

그 현재(現在)와 전망(展望)

들의 집합체인 동시에 인위적인 위성국가들을 거
느리고 있는 처지에 외부로부터 얻어맞으면 옴츠
공진항(孔鎭恒)

아세아의 반공국가로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자

가 무너질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

유중국(自由中國), 필리핀, 자유월남(自由越南)과 준반

에 미국은 국체(國體)의 성질로 보거나 역사로 보거

공국(準反共國)인 태국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나 민족성으로 보아서 자발적으로 나아가 남을 먼

이미 아세아민족반공연맹을 조직하여 과거 5년간 여

저 칠 수는 없다는 것이 세계여론의 정평이다. 다음

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그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동

에 군사상으로 보아서 먼저 치는 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못 된다는 로버츠 씨

시에 현재에 「자유전선」이라는 영문월간지를 발행하

의 생각이다. 원자탄이나 수소탄의 위력도 놀랄만하겠지만 탐조기가 발달되었

고 있으며, 앞으로 그 조직은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기 때문에 적이 이쪽을 때기기 전에 적을 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유는 어찌 되었

동시에 특히 명년 5월 중에는 서울에서 제5차 반공대

든지 간에 세계전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점에 두 사람은 합치하고 있다.

회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이와 같이 세계전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세계정세의 전망은 어

모두 한가지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고 있으

떻게 될 것인가? 공산 제국주의는 세계정복의 야망을 내버리고 있지 않는 만큼

므로 종국적 운명은 미국과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겠

여러 가지 각도의 냉전은 계속되리라고 보는 동시에, 앞으로 특히 경제전에서 심

지만, 부분적으로 각자가 서지 않으면 전체의 생명이

각한 마찰이 생기리라고 보인다. 자유경쟁을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물론

위험에 빠질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제

좋은 일면도 가졌지만, 오늘날 세계의 정치적 노선은 차차 이상과 목적을 위한

목이 요구하는 시야에서 방향을 바꾸어 세계의 장래

총체적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미국과 같은 자원이 풍부하며 국토의 면적이 광대한 나라에서도 트러스트, 카

말함으로써 전망에 대한 결론을 얻어 보고자 하는 바

르텔, 사회보장법, 농산물가격보상제도 같은 것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통제는

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해야할 문제는 세계전쟁

물론 국민생활의 보장과 및 생산보상을 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더구나 영

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국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을 완전히 국영화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는 소련인 흐루쇼프 씨와 미국인 로버츠 씨의 연구한

그런데 이러한 통제적인 경향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를 재료로 하여 그것을 토대 일세계의 전망을 엿보

국민 전체에 대한 기회균등과 공동운명의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그것은 곧 계급

기로 하고, 전자의 저서 「양심의 권리」와 후자의 저서

차별이나 독재 세력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 오늘날의 인간사회 특히 선진 국가

의 「러시아와 미국」이란 책에 나타난 사고를 검토하
려 한다. 이 두 사람은 한가지로 원자력에 의한 세계
전쟁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함을 역설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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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자유국가들 가운데서도 선진국인 영․미가 모두 국민전체의 생활을 돌보
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공산주의의 싹을 막아

내는 유효한 정치철학임을 우리는 알아야하는 동시에, 아세아의 위치해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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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재무장(再武裝)과 

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미․소는 여간해서 충돌하지

아세아평화(亞細亞平和)

않을 것이며, 미국은 미국대로 자아건설과 반공태세를 갖추어 갈 것이고, 소련은

소련대로 불면불휴의 계획 하에 세계정복의 음모를 실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아세아의 반공진이 취할 길이 무엇인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 우리가 힘써야 할 점은 경제력의 배양이

- 먼저 침략(侵略)과 중립(中立) 외교정책(外交政策)을 버리라 -

라고 본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력은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잘 부합되어야 할 것
으로, 무릇 세 가지 기본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 말하는 세 가지는 다름
이 아니라 첫째에 농업생산에 관련된 국토계획이며, 둘째는 공업력의 배양이고,
셋째는 수지균등의 교역이다.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실력을 배양하며 이들 반공국
가들이 건전하게 될 때 그들의 장래는 희망적일 것이다. 아세아민족반공연맹은

박성환(朴聖煥)

(1) 경계대상(警戒對象)의 일본(日本)

한국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포기하고 정치, 경제, 외교

면에 반공의 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일본의 재무장은
아세아 평화를 위협할 요소가 다분히 있으며, 그 결과는

국민단체로서 아세아민족들을 반공목적을 위해 단결케 하며 서로 상통하는 유

자유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치독일

일한 기관인 동시에 앞으로 이를 잘 육성하는 동시에 미국의 정치면에 반공적 계

과 손을 잡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일본

획성이 철저히 나타나도록 유도함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된다. 반공의 궁극적

은 1945년 8․15를 기하여 세계제패의 꿈도 간곳없이 무

목적은 공산주의라는 악과 암흑의 제거일 것이며, 거기 다다르는 길은 선과 광명

조선 항복을 선언했던 것이며, 미국의 점령지로서 군정이

의 창조에 있으니, 선과 광명의 창조의 길은 오로지 자아건설에 있다고 본다.

실시되었다. 미군정이 실시되어 6년 동안 민주주의적 계
몽을 받은 일본은 전범처리가 끝난 직후인 1951년 9월 8
일 샌프란시스코의 강화조약에 의해 비무장국가로서 주
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주권이
회복된 이래 재무장의 기회가 있을 것을 바라다보고 강
화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본 재무장의 여론을 환기시
켰다. 천황제를 우상적 존재로 두고 있던 군국주의 일본
은 의회책임정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로 전
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시의 복고를 꿈꾸고 있
으며, 비무장에서 무장국가로서 재군림 하려는 움직임
이 오래 전부터 태동했다. 그 결과 하토야마(鳩山), 요시
다 기시(吉田 岸)의 순위로 보수정객들에 의해 정권이 계
승되고,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헌법의 개정론이 대두된
것이다. 자민당의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사회당의 진출로
개헌선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도 그 뜻을 이루
지 못했다.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회당에 반해 재무장을
주장하는 일본의 보수당은 이상야릇하게도 공산블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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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파를 던지고 있으며, 그 외교정책에 있어 심지어는 중공에 사절을 보내고 북한

토는 가는 곳마다 왜구의 발굽아래 짓밟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괴뢰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들끼리의 통상까지 제기했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모든 희생을 다해 목숨을 걸고 그네들과 싸웠던 것이

장은 반공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과 정상적인 국교가 회복되고 반공이

다. 그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침략에서 구출하기 위

념의 우의(友誼)가 지속되지 않는 한 아세아의 평화는 바랄 수 없다. 서구문명을

해 노량진 해전에서 조국의 수호신이 되었고, 진주의 논개는 왜장을 껴안고 남강

재빨리 받아들인 능란한 일본은 인구과잉과 원료부족이라는 악조건을 해결하기

에 떨어져 의기(義妓)가 되었다.

위해 소위 명치[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에 동남아제국을 무참하게 침략했으
며, 인류사상 드물게 침략행위를 자행했다.

이와 같이 칠년전역을 격어 8년 만에 비로소 평화를 회복하게 된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근성을 제지 없이 나타냈었다. 그러나 칠년전역을 겪은 임진왜란은

국제정세는 노골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크렘린의 침략위협에 당면하여 자
유세계가 결단하여 이를 격퇴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빛이 역력히 보인다. 그러
나 적색위협에 못지않게 회색적인 중립외교정책을 쓰고 있는 최근의 일본 정계
는 한국에 대한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침략을 감행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던 것이며, 덮어놓고 한국을 속국화시키려는
일본의 야만 근성에서 감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화한 일본이 인구과잉과 생산물판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의 획득을 꿈꾸고 침략전을 일으킨 것은 말할 여지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명목이나 구실이야 어쨌든 간에 침략행위는 배격하해야 하지만 크렘린의 침략
을 격퇴하기 위해 회색적인 일본의 침략의 뿌리가 커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크렘린
에 못지않게 일본에 의해 무서운 침략이 재발치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침략 저지에 급급했던 나머지 소련을 두둔한 연합국의
외교정책은 오늘날에 와서 미소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고 적색의 침략이 자행되
게 되었다.

일본의 입지적 조건과 그들의 호전성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 인근 아세아 국가들
에게 침략행위를 계속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아세아 일대를 마구 짓
밟았던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제패의 야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었다.
1859년에 미일통상조약의 체결을 본 이래 서구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급진
적으로 국력을 증강시켜 1894년엔 중국을 침략하여 저 유명한 청일전쟁으로 대

그러므로 아세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크렘린을 경계하는

만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었다. 청일전쟁에서 침략의 수획(收獲)을 맛본 일본은

동시에 그 공산국가에 추파를 던지면서 접근하려는 일본을 아울러 경계하는 것

1905년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사할린 남단을 집어 삼키는데 성공했던

이 멸공의 첩경(捷徑)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일본의 아세아에 대한 침략행위는 멀

것이다. 강국이었던 청나라, 러시아 양국을 넘어트린 일본은 의기양양하여 세계

리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되어 청일, 러일 양 전쟁을 거쳐 을사보호조약 후에 이르

열강국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어 그들의 소원이던 한국을 병합시키려고 서두르게

러 구체화했다.

되었다.

(2) 일본(日本)의 침략상(侵略相)

영토로 만들고자 침략을 개시했으며, 그 결과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강제적인 조

임진왜란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리에 능숙한 그들은 우리 한국을 그들의

일본이 근대화를 보기 전에 자행되었던 일본침략행위는 종교적인 대립이나 또

약을 체결케 하여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경찰권을 가

는 경제적인 이권이 앞선 것도 아니며, 그야말로 침략을 위한 침략이어서 그들의

지면서 주권을 유린했다. 당시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우리나라의 약점을 이용하

야만성과 섬나라의 근성이 드러났다. 지금부터 367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여 그들 일본이 선수(先手)외교로서 한국을 악선전하고 이를 한국침략의 도구로

오다 노부나가(緖田信長)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이른바 사

삼았던 일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라이 정치는 섬나라만의 석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인접군인 한반도에 침략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순위는 각국의 알파벳 순위로 정해지는 것인데, 코리아

을 감행한데 발단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등공신이었던 가토 기요마

를 번역하면서 Corea를 못쓰게 하고 자기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Korea로 쓰도

사(加籐淸正)를 선봉장으로 하여 해상에서 육지로 대규모적인 침략이 자행된 임
진왜란은 7년전역(七年戰役)이란 전란을 이 땅에서 겪게 했고, 이 나라 삼천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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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사(憤死)7)시킨 것도 일본의 간계로 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1910년 8월 29일

에 노농당 2명 공산주의자 2명이 등장하며 일본의 정계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에는 드디어 이원용 일당을 매수하여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삼키기 위해 한일합

그러던 일본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에 의해 정권이 장악되었음에도 불

방을 강요했으며 이를 실현시키는데 성공했었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동양의

구하고 외교면에서 공산블럭에 추파를 던져 중공에 사절단을 보내고 북한괴뢰

패자로 군림하게 된 일본은 서구에서 가장 혹독하게 해외침략을 일삼던 독일, 이

와의 민간통상까지 제안했다. 그런가 하면 자민당의 안(岸)[기시 노부스케] 정부

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만용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는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향을 노골

중국침략을 개시하여 상해를 점령하고 광활한 중국본토의 일대를 몽땅 집어삼

적으로 표시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회당의 대거 의회진출로 그 뜻을 이루지 못

키려 했으며 그러기 전에 광대한 만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여 연합국을 상대로 진주만 기습을 하여 태평양전쟁을 야기한
일본의 배짱은 만용이라기보다 침략의 선구자며 세계평화를 유린한 전범의 악
단(樂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일본(日本) 재무장(再武裝)은 상조(尙早)

이로써 일본의 침략사를 대략 알 수 있었으며, 패전 후의 그들의 동향을 이해

1945년 8월 9일 광도(廣島)[히로시마]와 장기(長崎)[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산위협의 격퇴에 초조한 나머지 일본을 재

되기 전까지 아세아 국가들은 무참하게도 일본에 의해 이와 같이 착취를 당하고

무장시켜 지상에 또 하나의 침략권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의 침략행위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것이다. 인권의 존엄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다시 “최후의 1인까지 싸워서” 운

(3) 대전(大戰) 종결(終結) 후(後)의 일본(日本)

운하면서 일본도를 휘두르는 일본인들이 아세아의 평화를 짓밟고 다닌다면, 이
는 우리들의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아세아의 평화는

원자탄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만 일본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항

반공체제하에 세력균형이 취해지고 일본도 반공체제하에서 재무장이 되지 않는

복을 선언했다. 인구과잉과 생산물 부족으로 해외팽창주의를 취해 오던 일본의

한 기대할 수 없는 형세에 있다. 그러나 일본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공산주의 위

야욕은 연합국의 정의 앞에 좌절되었고 미주리 선상에서 무조건 항복의 조인식

협의 모면을 획책하다가 호랑이를 기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을 끝마치고 난 후 미군정을 감수해야 했으며, 1951년 9월 8일 상항(桑港)[샌프

야만 할 것이다. 크렘린과 일본의 침략을 아울러 맛본 우리 한국만은 어느 나라

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전쟁을 배격하며 황제의 불가침적 존재를 폐기

보다 절실하게 소련과 일본의 태도를 주시해야 하며, 특히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한다는 내용의 신헌법을 마련했다.

주도적인 발언권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전후(戰後)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46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했고

195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개최되었던 한일회담은 구보전

250명의 상원의원을 뽑아서 형식상으로는 의젓한 자유, 평등의 이념을 포함하

(久保田)[구보다]의 첩언(妾言)으로 오랜 시일을 두고 정돈상태에 있다가 지난 2
월 모처럼 회담이 재개된 것이다. 아직도 일본의 고집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는 양원제의 의회책임정치를 시작했다.
특히 일본헌법은 명문으로 육해공군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도 어로(漁撈)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그러나 1950년에는 7만 5천명을 경비대라는 명목 하에 무장시켰으며, 그 후

가 선언한 평화선(平和線)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활한 수법을 써서 회담을 공전
(空轉) 상태에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는 전쟁을 야

자위군(自衛軍)이라 개칭하고 탱크 등으로 중무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까지는 31만 5천명의 무장군대를 보유하도록 할 계획을 세

기시킨 그들의 책임수행을 회피하는 것이며, 36년간에 착취한 손해배상을 지지

우고 있다. 더욱이 시게미쓰 마모루가 영도하는 급진당(야당)은 될 수 있으면 미

부진하게 끌면서 묵살하려는 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한국에 있는 일본의

국과의 시교(視交)를 피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부지리를 취하려 했다. 1955년

재산을 반환하라는 억설을 부리고, 구보다(久保田) 같은 사람이 국제회합에서 있

선거에서는 친(親)공산적인 사회당 출신의원이 도합 156명이나 당선되고 그 후

을 수 없는 첩언(妾言)을 농(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침략의
근성을 버리고 한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맺고자 하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

7) 원문의 奮死는 憤死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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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회가 있으면 재침하려는 내심에 의한 것이 분명함으로 간접적인 침략행위
이다. 따라서 우리들 한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먼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침
략행위를 자행한 배상을 이행하고, 과오를 청산하는 성실한 태도로서 국교관계

국민반(國民班) 조직(組織) 강화론(强化論)

내무부장관 김일환(金一煥)

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은 반공체제
가 확립된 연후에, 그것도 우리가 선언한 해양주권선(海洋主權線)을 이행하는 성
의를 표시했을 때 논의되어야 할 성질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면에 애매하게도 회색주의로 임하고 한국에 대해
국제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두고 재무장을 시킨다는 것
은 공산블럭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침략블럭을 또 하나 형성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

우리나라의 국민반은 자연 촌락 또는 평소의 인우
적(隣佑的)11) 집단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주민
의 조직체이다. 이 국민반은 매월 정례적으로 반상회
를 개최하고 반원끼리 상계권장(相戒勸獎)하여 실천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회사생활

로 믿어 마지않는다.

을 한가지씩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국민
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의견을 제의해 그 개선
이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생활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협동공
존의 미풍을 선양하고, 나아가서는 민주발전의 기초
가 되는 자치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의 활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
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조 중
엽에 조광조의 창설로 향약이라는 제도가 실시되어

단편소설(短篇小說) 하나에 사십만불(四十萬弗) 소송(訴訟)
날카로운 필치를 가진 미국 작가 트루먼 커포티8) 씨는 그의 최근의 단편소설 『티파니에
서의 아침을』9)에서 흘리 골라이틀리10)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10대 소녀의 도덕을 무
시하는 모험을 그렸다. 그런데 여기 돌연히 보니 골라이틀리라는 여자가(그녀는 자신도
진정한 작가라고 자처한다) 소송을 제기했다. 즉 그녀는 커포티의 소설의 경박한 여주인
때문에 늘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서 커포티와 이 책의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를 걸어
사십만 불 소송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이 책을 읽으실까
두렵다. 이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그 후 우리나라의 유교를 집대성한 대학자인 이퇴계
선생은 을사사화를 겪은 뒤에는 고향인 예안(禮安)에
서 여생을 마쳤는데, 그때 예안 향약(鄕約)을 제정하여
향풍을 두텁게 한 적이 있고, 이율곡 선생에 이르러서
는 서원, 해주, 파주 향약과 같은 지방 실정에 맞는 향
약을 제정하여 그 실천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이 증명하는 바와 같다.
그뿐 아니라 향촌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천이
무상했으나, 동네, 동문, 동족, 동직, 동호 등의 대소
많은 공동체가 있어서 상부상조와 친목 협조하는 미

8) Truman Capote
9) Breakfast at Tiffany’s
10) Holiday (Holly) Golightly

18

11) 이웃

The comet

Vol.37

19

풍양속을 지켰던 것인데, 이러한 것을 대별하여 순

수립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향상을 도모하

전한 민의(民意)로써 출발한 것과 국가의 의사에

는데 많은 업적을 거양(擧揚)하고 있다. 그 중에도 인도나 필리핀은 수상이나 대

의해 조직된 것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통령 직속으로 이러한 운동의 지도기관을 두어 민심을 통일시키고 국토를 개발

도 전자의 민중의 자발적인 조직에는 혈연관계를

하여 후진된 경제와 사회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근자에 우리나라

떠난 인위적인 것으로 두레 혹은 각종 목적을 달리

에서도 착수하게 되었으나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주

하는 소위 계의 조직이 공존공영 사업에 많은 업적

적인 활동이고, 또 그것은 협동단결을 전제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민

을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고래의

반이라는 주민조직이 이 운동의 핵심체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프랑

우리나라 관치(官治)기관은 그 말단이 주, 부, 군,

스의 유명한 학자 알렉시스 토크빌13)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

현에 그치고, 그 이하의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서민에 역(役)을 과하여 관치의 보

보기 위해 미국을 찾아가 여러 곳을 다녀보고, “이들 미국사람이란 세계에서 그

조기관으로 하거나 기초적인 자치기구로 하여 소위 향인으로 하여금 향을 다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가령 그 나라의 어떤 마을에서 한 사람이 불

리게 했으며, 그 조직은 원칙적으로 촌락을 기초로 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근

편한 일에 부닥쳤다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그는 건너편에 사는 이웃 사

린의 안전을 확보케하기 위해 오가(五家) 또는 십가(十家) 내외로 근린자(近隣者)

람을 찾아가 의논할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또 그 이웃에 의논하고, 이

단체를 조직하여 상호시찰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했고, 일

렇게 하여 조그마한 위원회가 생겨 그 의문을 해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일

단 범죄 등이 발생하면 연좌제를 적용했으며, 나아가서는 근린으로 하여금 서로

은 결코 어떤 공무원이나 관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국난(國難)에 당면할 때에는 향촌의 자발적인 국

민들의 창안으로 행하는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주민의 자발적인 활

민운동을 규합하여 국난을 타개했다. 다음으로 외국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처

동이 비단 주민 자체의 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

럼 농업을 본위로 하고 세계적으로 농민의 천국을 건설한 덴마크에서는 본래 그

본요소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나라가 기후나 토질이 몹시 나빠서 자연자원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거

우리나라의 국민반은 처음에 말한바와 같은 취지로 단기 4285년[서기 1952

기에다 강대국에 인접된 관계로 여러 번 전쟁에 시달려 민생이 피폐하고 민심이

년]에 조직되어 그동안 각도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그 기

극도로 퇴폐하여 한때는 소생의 희망조차 막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혼연일체

능을 충분히 발휘치 못하고 있었으므로 작년 4월부터 이를 개편․강화하게 되었

가 되어 약 반 세기 동안에 마침내 농민의 이상 국가를 건설했다. 이와 같은 재건

다. 그러나 이 국민반은 혹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국회에서까

의 원동력이 된 것은 국민들이 협동조합과 같은 일치단결하는 주민의 자발적인

지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일조차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인

운동이 한 부락을

중심으로 하여 요원(燎原)12)에 불붙듯이 일어나

드디어는 거족

식되어, 이제는 그러한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일부 국민들 간에

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한 데 있었다. 물론 이 운동은 우리가 말하는 국민반 운

는 국민반을 왜정 때의 애국반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

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자발적인 주민의 인보상조(隣保相助)하는 조직에 의한

는 것 같으나,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지방제도였던 것이 뜻밖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정신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 아세아

에 왜정이 이를 악용했고, 특히 전쟁 말기에는 각종 전쟁물자의 공출과 노무동원

의 신생국가 이를테면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사회개

등에 애국반이 이용된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

발운동으로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협조하여 그들 자신의 창의로 일정한 계획을

늘날에도 국민반을 오해하기 쉬우나 일정시의 애국반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것

12) 원문의 瞭原는 燎原의 오기임.

13) Alexis de Tocqu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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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紀行)>

도쿄낙수(東京落穗)

은 재언(再言)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의 개최율
이나 또는 주민의 출석률은 약 80% 정도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아직도 세
대주 또는 동리나 부락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의 협조가 부족한 것 같다. 요망사
항도 상당수 제출되고 또 많이 해결됨으로서 민의창달에 이바지함이 큰 것으로
믿으나 아직도 주민의 자율성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국민반은 지방의 유력한 중견 인물들이 솔선하여 고래의 순풍양
속(醇風良俗)을 다시 환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그 조직과 운영이 궤도에 올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계단에 이르기까지 계
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을 앞두고 관민의 일치단결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국민반을 통해 관민의 의사소통을 기하여 정부시책
에 대한 국민의 자진협조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반을 동네의
하부조직으로 법제화하여 반장의 지위를 높여 행정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반의
명칭도 신라시대의 방(坊)이라든가 이조시대의 통(統)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그 조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하
고 있는 국난을 타개하고, 민주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검
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위해 농업, 교육, 생활개선, 보건위생, 사회문화

등 제반 문제를 발전․향상시키는 데도 주민의 창의적 활동을 촉구하고, 그 협동

정신을 함양하는 데는 이 국민반을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 국민조직의 강화에 관하여 평소에 느낀바 몇 가지를 논해보았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반이라는 것이 결코 관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
지나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

에 참가하여 자신의 공․사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고 특히
행정시책에 개개인의 의견이나 건의를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향촌의 면

면한 전통을 가진 협동상부(協同相扶)의 미풍을 선양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
려운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국난을 타개하고

남북통일(南北統一)14)을

최흥준(崔興俊)

이번 국제연합 제도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약 한 달 동안 동경[도쿄]에 다녀
왔다. 그곳에 가서는 매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와 초대연 등으로 개인적인
행동은 거의 못 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의 준비와 정리 등에 밤늦게까지 쫓겨 동경
구경이란 거의 못 했었다. 그러나 동경에서 느낀 것을 꼭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길 없어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만 솔직히 적어 보려 한다.
내가 보고 생활한 동경이란 동경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게
다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 28개국의 정식대표와 4개 국제단체의 대표의 호텔까지도
일본 정부에서 미리 예약해 준 곳이었다. 심지어는 회의 장소까지의 왕래도 일본정
부에서 내주는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가장 길이 좋고 정돈된 호화로운 거리만을
골라서 운행되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외국 대표들에게 보이고 싶은 곳만을 보고
온 셈이다.
동경이란 일본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살고 있는 크나큰 곳이다. 그 중심지만은
과거 우리가 보던 그것과는 달리 확실히 큰 건물이 많이 섰고 또 새 차가 줄지어 달
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경은 물론 전 일본이 우리들의 피로서 재건된 느낌이었다. 그
것은 일제 시 우리 동포들을 끌고 가서 동경의 지하철을 건설하고 또 공장을, 광산
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으로 일본이 다시 일어서게 되
었다는 뜻이다. 완전히 망했던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로 경제 부흥이
되었고, 또 의외로 빨리 독립되어 국제적으로 일본이라는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수 경기는 자기네들도 말하듯이 신무(神武)[진무천왕] 이래
의 호경기를 이루었고, 또 우리들 보다 먼저 국제연합에 가입도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호경기의 반동이 일어나서 정치적 대혼란을 물론 경제적인
혼란이 막심하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
고 다른 이야기나 하나둘 할까 한다.

☆ 빌딩과 점쟁이

이룩하는

동경의 중심지 즉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 일대에서 유라구 조, 니혼바시, 긴자 일
대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크게 발전되었다. 완전히 망했던 일본이 무슨 운명의 장
난인지 우리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크게 한몫 보게 되어 경제적으로 또는 정
치적으로 부흥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만큼 큰 건물이 섰고, 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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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14) 원문의 南化統一은 南北統一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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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는 상품이 풍부히 진열되어 있었으며, 길을 오고 가는 일본인의 복장도 많이
세련되어 보인다.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빛나기 시작하여 한층 더 호화롭게 보인다.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 서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술마시고
비틀거리는 친구들이 많다던가 또는 젊은 남녀가 거리에서 혹은 다방 구석에서 대
담하게 청춘을 구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큰 건물 옆에 또는 거리의 여기저기에 점쟁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드나드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
다는 현상이다. 조그만 초롱불을 달아 놓고 점치고 손금 봐 준다고 쓰인 종이를 붙
여놓은 가건물[假建物] 속에는 도학자연한 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정말인지 가짠
지의 수염을 달고 돋보기 하나와 고본 서적 몇 권을 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은 과거도 동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었으니 별것 없으나, 하나
다른 것은 점치러 온 손님들이 이것 또한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양장을 한 젊은
일본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대개가 20세에서 25세 가량되는 여성들이 두서넛 열심
히 자기의 현재, 장래를 묻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점을 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주 약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다든가 또는 극심한 공포감, 초조
함 혹은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위안을 희구[希求]하는 일종의 정신병에 가까운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생으로 치자면 꽃이요 희망과 아름다운 꿈속
에 살고 있어야 할 그 젊은 여성들이 사실은 점을 쳐야만 할 그러한 심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거리거리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점쟁이들을 상대로 한 젊은 여성이
하나둘이라면 내 눈에 이렇게까지는 띄지 않았을 터인데, 그 수효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곧 눈에 띈 것이다. 어느 날 밤 일본 대표 두 사람과 저녁을 먹고서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곳곳에서 점치고 있는 광경을 가리키면서 내가 말하기를 현대 일본
의 일면을 본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 중 한 사람의 답이 “육중한 근대 건물과 점치
는 젊은 여성들이다” 하면서 이어 “정말 잘 본 것이오. 이와 같은 화려한 거리가 있
는가 하면 시골에 가면 전등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 십수 년 전에 입었던 군복바지
를 아직도 입고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 부족의 자식들을 앞에 놓고서 긴 한
숨만 쉬고 있는 일본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또 한 사람
은 “표면이 빛날수록 그늘진 이면의 그림자는 한층 더 짙어지는 법”이라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들이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과연 일본은 크게 부흥되고 발전된 것 같은 느낌
을 준다. 그러나 사실은 20세 전후의 젊은 일본 여성들이 점치러 가야만 하는 그러
한 불안전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현대 일본의 고민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급진적인 팽창은 바야흐로 그 반동[反動] 시기에 도달하여 경
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똑똑히 보고 왔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치 못한 또는 빨갱이 맛을 보지 못한 일본
은 적기를 들고 외치고 다니는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며, 또 중공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가진 추파를 중공 측에 던지고 있음을 또 보고
왔다. 그러나 중공이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 한국전쟁으로 갑자기 부흥 발전된
일본의 경제계의 호경기가 중공에서 일본 상품을 사줌으로써 계속 유지된다는 것
을 중공이 모를 리 없고, 또 이러한 호경기가 지속됨으로써 아시아를 지배해 보려는
일본의 야심을 같은 야심을 가지고서 하는 암약을 계속하고 있는 중공이 허용할 리
없다. 일본은 일본대로 세계 각지에서 일본 상인들의 간계를 비로소 알고서 일본 상
품의 배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 금일, 미개발 지역인 중공을 어떻게든지 시장화해
야만 일본의 경제계가 유지되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경제계는 파탄된다
는 것을 누구보다 일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현세에서 보기 드문
이중 외교, 즉 민주 우방과도 친한 척하며 공산 진영과도 친한 척하는 그러한 외교
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견 없는 외교정치가 오래 갈 리 없고, 최근에 와서
는 그 반동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국민
대중만 갈팡질팡 어찌할 도리를 모르는 그런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가 좀 탈선했지만 앞서 말한 동경의 젊은 여성들, 물론 내가 본 것은 동경
의 중앙구 일대의 젊은 여성들밖에 보지 못했으나, 이들 여성이 점치는 흥미 – 본인
들은 흥미가 아니고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서겠지만 여하튼 – 점치기를 원한다는 것
은 그만치 그네들의 현 생활이 고민에 찬 복잡한 생활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고민
상은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것도 크겠으나,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고민이 더 크지
않나 보았다.
동경에 가서 풍기가 상상외로 문란하다는 것을 느꼈다. 거리거리에 붙어있는 영
화 포스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니 별것 아니었다. 그러나 바[Bar], 카페, 나이트클
럽 또는 소위 스트립쇼를 하는 곳 앞에 그것도 아주 노골적이며 굉장히 큰 것을 거
리를 향해서 붙여놓은 그림과 사진은 사춘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비정상적인 방향
으로 이끌 것이다. 또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해버린 공창제도는 결국 주택가가 사창
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노골적인 실천 행동을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우
리나라보다 한층 어두운 다방 같은 곳에서도 껴안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러
운 나쁜 의미에서의 서양화는 결론적으로 20세 전후의 일본 처녀는 알고 보면 처녀
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본의 이름난 의사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지만, 현재 일본 여성의 초조(初潮) 연
령은 과거보다 2년이나 더 빨라졌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결국 풍기가 문란한 데서
오는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알기에는 초조가 빠를수록 대체로 수명이 짧다
고 하는데, 여하튼 이러한 현상은 모두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
한 문란한 곳에서 살며 또 문란한 풍조에 맞추어 생활하고 보니 끝말에 가서는 자
연 고민이 생기고 따라서 점치러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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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면에서도 고민이 크다
고 본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되
어 아주 물가가 싼 것처럼 생각하
는 사람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
다. 직접 가서 보면 알겠으나, 상
상외로 비싸고 월급 받고 생활하
는 대중들의 월부제도가 없으면
양복 한 벌 못 해 입을 형편이다.
일반적인 월급이 만원에서 만 오
천 원, 과장급이 2만원에서 2만 5
<사진은 도쿄 시가의 일부>
천원, 회사 중역이 3~4만 원 정도
라고 들었는데 커피 한 잔에 70원에서 100원, 중급의 여자 스웨터 한 벌이 4,000원
정도, 남자 양복 한 벌이 국산이 15,000원에서 20,000원, 외국산이 3~4만 원 정도
이니 그들의 월급에 비해 굉장히 비싼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생활고 속에서 발동하
는 여자들의 허영심은 풍기를 문란케 하는 데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동경 중심가이나 그 속에서 생활하는 대중의
마음은 대개 병들어 있었고,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심한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앞서 말한 일본 대표의 말과 같이 “표면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늘진 이면의 그림
자는 한층 더 짙어지는” 동경이었다.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주일 대표부 직원 특히 정무부 직원과 한일회담에 참석하
고 있는 우리 부대표들의 수고에 크게 감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지금 동경에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 회담이 몹시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되어서 뜻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 지루하기만 한 감을 주
고 있다. 그러나 동경에 가서 이 회담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단들의 맹활동을
볼 때 눈물겨운 것이 있고 또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간사스럽고 흉측한 나라인가
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내가 이번 참석했던 국제연합 제도회의에 주일 대표부 정무국장 진필식 일등 부
장은 또한 한일회담 관계 사무도 담당하고 있어 참으로 눈코 뜰 사이 없는 바쁜 몸
이었다. 이를테면 내가 호텔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표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밤 10시가 되던 2시가 되든 간에 대표
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도 하고 지시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전화를 걸어도 대
개는 진부장은 사무실에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로 한일회담 사무로

우리 대표부 직원들은 사생활을 완전히 희생하고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분투 노력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코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국
에 있는 우리들 특히 인텔리라고 자칭 뽐내고 다니는 계급의 인사들이 좀 더 한일
회담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겠다는 마음
에서이다. 솔직히 말해서 동경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생각이나 모국에 있는 우리들
생각이 대체로 “뭐 그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참으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는 생각한다. 즉 이런 생각은
마침 우리나라가 고집이나 피우고 무리한 요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담이 잘
되지 않는 것같이 생각하는 참으로 매국적인 저의(底意)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라고 본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인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왜정 때 우리들을 철
두철미 착취해 먹었던 총독부 관리를 지낸 일부 일본놈들의 노골적인 한일회담 방
해공작 못지않게 한일회담의 가장 큰 암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고 옹호하지 않고서 누가 한단 말인가? 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우리 대표단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어야만 한다. 사실 국제회의에 참석해
서 직접 그 일에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으나, 진 부장 말
마따나 “과거 일본놈들이 우리에게 한 죄악상을 상기할 때 그놈들을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지난 과거는 깨끗이 잊고 대국민의 아량을 베풀어 중
요한 현재 그리고 장래를 위해 어떻게든지 양국이 우호적이며 평화롭게 발전해나가
도록 꾹 참아가며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들의
과거는 깨끗이 잊고서 양보는커녕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잠꼬대 같은 소리만 되풀
이하며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다시피 하니 어처구니없어 말이 안 나온다. 우리들
에게 7을 주고 자기네들이 3을 차지하겠다 해도 40년 동안의 일본의 죄악상을 생
각할 때는 이가 갈리는데 5대 5는커녕 자기네들이 7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는 3밖에
못 준다는 태도로 나올 때는 앞에 놓인 재떨이로 일본 대표들의 대가리를 갈겨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이러한 기분을 실무자 아니고서는 도저히 모르는 감정이라 하
겠다.”
일본은 상대가 강대국이면 오뚝이처럼 굽실하며 비위를 잘 맞추나 상대가 좀 약
한 나라라고 보면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오만하며 도도한 태도로 나온다는 것
을 우리들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가 미국 또는 호주와의 어업 조
약을 맺을 때는 영해고 공해고 없이 그쪽 나라에서 선을 그어놓고 일본 어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고 싶을 때는 우리의 허가를 받아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예예 하며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만은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영해니 공해니 떠들어 대며 한국이 나쁜 것처럼 신문을 동원해서 일본국민의 여론
을 기만 조장하여 한국에 대한 감정을 나쁘게 선동하고 있다. 일본 신문을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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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금 강도다, 밀수입을 했다, 마약을 암매했다는 등의 기사를 대서특필하여 그 범
인은 조선인 아무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본다. 물론 일본에 가있는 수많은 우
리 교포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어 그런 짓을 하는 자도 있으나 때로는 우리 교포가
아닌 순 일본놈인 경우도 한국인처럼 일부러 써놓고는 한다. 그럼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의 속마음은 도대체 어떨지 우리들은 쉽게 집작이 된다. 이러한 그릇된 감정을
가진 자들과 일을 하려면 자연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가령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 교포들 중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나쁜 사
람으로 만든 자는 그 누구였던가 말이다. 일본놈들이 근 40년 동안이나 식민지 교
육을 했고, 투서질, 밀고, 중상, 모략, 사기 등등의 나쁜 버릇만을 조장시켰고, 또 해
방 후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어떻게 대접해 왔는가 말이다. 사업하
는 자에게 한국인이라 해서 단돈 한 푼 은행에서 융자해 준 바 없고, 한국인이라 해
서 대학 1등 졸업생도 써 주지 않고, 한국인이라 해서 당연히 주어야 할 것도 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곳 교포들도 자기가 낼 세금은 일본 정부에다 내고 있
으며, 또 그곳 교포들의 대다수가 자기가 일본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일제
말 징용이다, 노무자다, 학병이다 해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개돼지처럼 끌고 가서 일시키고 이제 와서는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
로 그러한 야속한 놈들이 바로 일본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 나라와 이러한 감정을 가진 나라와 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으니 우리 대표들
에게는 이만저만 아닌 고생이 있다고 나는 보고 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즉 5대 5는 고사하고 7대 3으로 나오고 있으니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해
도 말이 안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분투․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우리 대표들의
수고에 협력하고 감사는커녕 이따금 우리나라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한일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소리를 서울 거리에서 듣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며 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들은 좀 더 똑바로 판단하과 똑바로 알아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잘 참아가
며 대(大)국민으로서 아량을 베풀 대로 베풀어 가며 한일회담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나친 욕심을 내어 고집을 쓰는 것은 우리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이
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에
감사하는 한편, 전적으로 지지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점에서 주고받는 점원들의 친절미와 손님 위주의 행동은 미도파의 상인들과 좋
은 대조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 50전짜리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10만 원짜리 물건
을 사는 사람이나 같은 손님일 바에야 일본인들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며, 손님이 이것저것 뒤져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는 것도 손님의 자유라면
선택의 자유에 간섭하거나 기분 나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이
러한 당연한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지 않게 된 내 자신이 친절미가 적은 우리나라
상인들로부터 감화(?)된 탓일까.
갑자기 경도[교토]에 갈 일이 생겨서 11월 1일부터 운행 개시한 일본이 자랑한다
는 특급 고다마15)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추수기가 되어서 논에서 벼 거두어
들이기에 바쁜 많은 일본 농부 (대부분이 여자들이지만)를 창 너머로 보았는데 그
들은 일을 하다말고 우리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광경을 많이 보았다. 이따
금 열차에 돌을 던진다는 등의 신문기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짓까지 무슨 신기한
것이나 된 것처럼 느껴지는 나 자신이 슬퍼진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특급 고다마
는 보통 소속 20km/h로 달리는데, 마침 경주용 자동차를 몰고 가던 어떤 자가용
과 경주하듯이 맹스피드를 내어 따라오다가 차차 뒤떨어지고 마침내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때 그 차의 운전수는 속력을 줄이면서 우리 차를 향해 웃으면서 손을 흔
들고 있었다. 아마도 졌다는 표시겠지,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생각했다. 물론 차 속
에서 지루하고 심심해서 그럴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겠지만, 만일에 경주용 자동차
의 운전수가 우리나라 운전수였다면 역시 저렇게 할 것인지 어떨지를, 또 이런 생각
도 한 적이 있었다. 동경 역전에서 히비야 공원 일대에는 가로수 옆에 군데군데 작
은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거리에 버려진 종이 같은 것을 주워서
그 속에 버리는 것을 수차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종
의 습관화된 동작이었다. 이런 광경은 속력을 내서 달리던 차도 사람을 먼저 보내
는, 즉 보행 제일주의에 힘쓰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을지로 입구 근처에서 차에 밀리고 밀리면서 결사적으로 길을
건너야 했던 나였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필자(筆者) 문교부(文敎部) 편수관(編修官))

☆ 입 밖에 잡담

동경에서 기분 좋게 느낀 점도 많았다. 모든 택시에 장치된 미터기는 우리나라에
서 이따금 보는 손님과 운전수 간의 옥신각신을 없앴고, 노 클랙슨은 수많은 자동
차가 열 지어 달리고 있는 동경 시내를 비교적 조용한 곳으로 만들어 금속성에 골
치를 앓고 노이로제에 걸린 도시인에게 퍽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백화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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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こだま;

당시 일본국유철도(현 JR)가 1958년 11월 1일에 도카이도 본선이 전철화가 개통되면서
특급열차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 열차는 도쿄~오사카를 오가는 노선으로 6시간 50분을 기록
했다. 협궤 열차 기준으로 시속 163km로 당시 세계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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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광사업
- 그 현황과 전망은?1. 관광사업의 사명

김세준(金世駿)

관광사업이란 외국에게 자국의 빛나는 문화와 풍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 선전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
로써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재정 부강에 기여해 국제수지의 개선에 노력할 것을 큰 사
명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제 상호간의 우호 친선 및 문화교류에
커다란 기여를 함에 있다. 특히 국제수지가 역조 경향에 있는 지금 관광수입은 무역 수
입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며, 소위 보이지 않는 수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수입이
나 다른 수입에 비해 관광수입은 관세장벽 등의 장애도 없고 또 수중에 들어오는 외화
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업
에 상당한 국비를 던져 이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 국제관광사업의 발전과 동향
관광사업의 연원을 따져본다면 옛날까지 소급하여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이 사업이 적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주
요 사업의 하나로 발달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 즉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전후의 국가재정 궁핍으로 인한 경제적
중요성에 착안하여 종전 민간사업에만 일임했던 이 사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흥하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업은 점차 국제간의 경쟁 사업으로 변했
으며, 이에 따라 각국마다 강력한 관광기관을 설립하고 종
래의 민간 관광기구를 확충 강화하여 대외 선전활동을 적국
장려․추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더구나 장기에 걸친 전란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혼란과
아직도 가시지 않는 공포는 유럽 국민들에게 평화를 동경하
게 했고 피로의 회복과 정신의 휴양처를 갈망케 했다. 이 필
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조용한 휴양지를 찾는 여행이
었고, 여행은 그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었다. 이렇게 여행
을 함으로써 마음의 공백을 메꾸려는 그들의 심리를 놓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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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계 각국은 다투어 관광사업 육성에 매진했다. 결국 이러
한 노력은 비단 관광사업 분야의 경이적인 진전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국가경
제 부흥 사업에도 기여한바 막대했으며, 유사한 자극은 드디어 세계의 관심을 이 사업
으로 집중케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국의 관광사업의 치열한 경쟁은 피치 못할 애로와 불합리성을
낳았으며, 국제적인 유대를 떠나서는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1945년 영국의 발의로 국제간의 여행을 장려․증가시킴으로써 상호간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우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최초의 국제관광기구인 『국제
관설 관광 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Official Travel Organization-IUOTO)를
창설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를 총망라한 이 연합회는 제1차 총회를 영국에서
가진 후, 금년 제30차 총회를 브뤼셀에서 개최했을 때까지 국제 관광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국제 관광 사업에 기여한 바 지대하다. 그리고 다음 1952년에 호주, 홍콩, 필리핀,
뉴질랜드, 하와이, 일본 등 『태평양지구 관광협회』(Pacific Area Travel Association –
PATA)를 창설하여 국제 관광사업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들 나라
의 이 사업에 대한 활동이야말로 눈부시며 예를 들어 지나간 5년 동안에 이 지역을 찾
은 미국인 관광객만 하여도 다른 지역(유럽 56.9%, 캐리비안 65.2%, 멕시코 33%, 캐나
다 23%)에 비해 136.8%의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또 교통기관이 1957년에 세계
평균증가율이 5%인데 태평양지역은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여행사업협회의 관
측에 의하면 1956년까지에는 태평양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 관광객 수가 현재(5만여
명)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인들은 태평양지역의 여행에서 매년 1억 달
러를 소비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제관광객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이다. 이러한 미
국인들의 열광적인 여행열을 자극시키고 소위 ‘달러객’을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
익을 꾀하고자 각국은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중요도시에 관광선전사무
소를 설치하고 연간 수십만 불의 선전비를 소비하고 있다. 한편 국제항공기와 선박
등 수송기관의 규모 및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더구나 2,3년 내로 제트여객기를 운영
취항함으로써 격증이 예상되는 관광객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호텔의 신축 증축에 비
상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태평양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제수준의 호텔방수가
31,000실이나 되며, 내년 중 새로이 마련될 방만해도 5,000실이라고 한다.

3.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오늘과 내일

1 – 관광행정기구의 확립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맑고 청명한 푸른 하늘, 온화한 기후,
고유의 미풍, 정서어린 민족성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평화
를 사랑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백의민족이다. 이렇듯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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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거 오랫동안에 걸친 이(異)민족
의 억압과 해방 이후 잇단 전란으로 지금까지 관광사업을 진흥시킬 기회조차 가질 수
가 없었으며, 따라서 침체상태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화의 재
건과 부흥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경제가 차차 안정되어갔다. 이에 우리나라
도 관광사업을 혁신 강화함으로써 전후 국가재정 부강에 기여하고자 지난 4288년(서
기 1955년) 관광사업의 행정기관으로서 교통부에 관광과를 신설했으며, 공보, 외무, 문
교, 내무, 재무 상공 등 각 부실이 협동함으로써 국제관광사업의 발전도상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광 행정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교통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실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원적인 성격을 띠었고, 그것이 관광행정의 신속한 수행
에 저해가 되었다. 이에 해결책으로 금년 3월 중앙관광위원회 및 각 도 관광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관광위원회 규정이 공포/실시됨으로써 관광행정의 일원화를 보게 되었
다. 이로써 한층 더 관광사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앙관광위원회는 교통부
장관을 위원장, 공보실장, 문교부차관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차관 및 관광
사업에 지식, 경험이 많은 사회인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광사업의 규모 팽창과 활발성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또 좀 더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관광행정을 위해서 현재의 관광행정기구의 활동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대부분의 나라의 관광행정기구는 국(局) 이상의 커다란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다음
해방 후 창립된 과거의 주식회사 조선여행사를 해체하고, 민간관광기구를 확충․강화
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대한여행사를 신설하여 교통부의 지도․감독 하에 철도승차권
의 대매, 국제항공권의 대매, 관광여행 안내, 관광선전, 안내원 양성, 관광버스 운행 등
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한여행사 및 기타 각지에 산재해 있는 민간관광기관을
통합․강화하고, 보다 더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민간관광기구 발전을 위해 대한관광공
사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이 설립되면 우리나라 관광 사업발전에 또 하나의 박
차가 될 것이다.

각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며, ⑤국제여행을 하는데 모든 장애
및 불편을 제거 또는 경감하도록 촉진하고, 끝으로 ⑥국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
맹국간의 여러 가지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을 함으로써 관광 선전을 장려하는 데 있
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0여 개의 국가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독립위원회 및 IUOTO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적 사업 증진을 목적으로 5개 지역 위
원회를 가지고 있다. 내년 총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1952년에 설립되고 반민반관(半民半官)의 각국 여러 관광사업 단체로서 조직
된 태평양지구 관광협회(PATA)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로서는 가입되어있지 않고,
대한여행사(Korea Tourist Bureau)가 1955년에 가입을 했다. 이 협회의 특색은 어떠
한 방법으로 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이 지역으로 유치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동선전과 준비에 있다. 현재 가입국 19개국으로 협회원
300명이다.

3 – 관광선전의 강화

이러한 대내적 활동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을 국제 관광사업에 연결시켜 좀
더 광범위한 사업발전을 꾀하고자 국제 관광기구에의 가입을 추진 중에 있던 바, 거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술한 국제관설관광연합회(IUOTO) 제1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절대적인 가입 가결율을 획득함으로써 정식가입을 보게 되었다. 금년 10
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는 우리나라 대표도 참석했다. IUOTO
의 목적은 ①무역의 확장과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가맹국의 자유로운 왕래를
촉진하고, ②가맹국간의 협의와 협력으로 관광객 교환에 관한 여러 문제를 통일화 하
며, ③각국 정부가 여행규정의 통일과 간편 및 자유를 가짐으로써 관광사업 발전을 위
한 한층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고, ④국제연합과 협력함으로써 UN헌장 정신에 입

한 나라의 경치가 아무리 아름답고 관광시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를 외
국에 소개하지 않는다면 외국 여행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질 리 없을 것이며, 또한 아
무도 찾아올 것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자국 내의 아름다운 명승지와 훌륭한 고적
을 널리 선전한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의 필연적 요소가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미 관광영화 『한국의 풍광』(Scenic Korea) (16m/m)을 총천연색으로
제작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전국 각 주요역에 『아름다운 곳 안내』라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계간관광지 『한국의 풍광』(Touring in
Scenic Korea) 한영판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금년 들어 “Welcome to Korea”, “Your
R and R in Korea”, “Korea” 관광포스터, “Beautiful Korea”(1959년도 관광 캘린더)
등 관광선 전용 책자 및 포스터를 발간하여 해외 여행기관 및 항공, 선박 등 운수회사
에 배부하여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지구 관광협회(PATA)
에서는 발간하고 있는 국제관광뉴스지인 월간 『Pacific Travel News』지에 매달 한국
에 관한 광고 및 선전문 사진 등을 게재함으로써 한국의 관광사업을 널리 선전하고
있다. 특히 이 잡지 10월호에 한국특집을 실어 우리나라의 명승고적지를 비롯해 호텔,
교통시설, 문화 풍속 등 관광사업 전반에 걸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선전사업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
면 영국의 관광인쇄물은 연간 700만 부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겨우 수만 부를
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외선전망이 전무한 상태다. 우선 미국에라도 몇몇 주
요 도시에 관광선전사무소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선전을 함으로써 미국인 관광객이 우
리나라에 놀러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관광선전을 어떻게 하고 있
는가를 살펴보자. ①거액의 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 영국은 연간 약 260만 달러(1955
년)를 소비하고 있다. ②선전비는 전액 국고부담이고 적어도 90% 이상 국가보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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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③해외선전망
은 세계 각지에 펼쳐있
다. ④이와 같이 국가
가 해외선전을 강화하
고 있고 그 결과 관광
외화수입은 외화 수입
중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기
여를 하고 있다. ⑤관
광선전물 부수는 예를
들어 영국 연간 700만
부, 일본이 80만부 우
리나라의 약 3만부에
<단양팔경 구담포에서 관광객들이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광경>
비해서 막대한 숫자의
인쇄물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⑥미국의 해외관광 여행 소비액은 연간 20억 달러나 된
다. 이 거액이 매년 증가하여 외화 획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부수의 인쇄물과 기타 관광
선전 자료를 배포하여 관광노선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4 – 관광호텔의 증설

호텔시설의 완비는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
라에는 외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호텔이 극소수이다. 서울
에는 반도 호텔 외에 몇몇 호텔이 있을 뿐이며, 지방에는 부산에 미진호텔과 온양, 해
운대, 불국사에 교통부가 직영하는 철도호텔이 있을 뿐이다. 온양, 해운대, 불국사 철
도호텔은 비교적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조용한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객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틀 호텔의 객실 수는 반도가 111실(수용인원
150명) 온양이 25실(수용인원 56명) 해운대가 19실(68명), 불국사가 12실(36명)이며
반도호텔은 전부 양실(洋室)이며 그 외의 호텔은 양실과 한실이 병용되고 있다. 여태까
지의 호텔 이용객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최근 외국인의 이용도가 부쩍 늘어
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반도호텔과 온양, 해운대, 불국사 등 철도호텔에 유숙한 고
객은 작년(1957년 1월~10월)에 반도호텔이 26,623명(모두 외국인) 철도호텔이 11,091
명(그중 외국인이 883명)이었는데 금년(1월~10월)에는 반도가 31,399명으로 약 5천여
명의 외국인숙박객이 더 늘었고, 철도호텔은 13,282명(그중 외국인이 1,613명)으로 2
천여 명이 더 늘었는데 그 중 외국인은 작년의 2배가 늘었다. 또한 호텔 수입도 작년에
는 반도가 751,718달러, 철도호텔이 223,973,215환인데, 금년은 반도가 792,424달러
이며, 철도호텔이 243,782,375환으로 반도가 약 4만여 불(환화로 20,000,000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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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도호텔이 약 1천여만환 각각 증가하고 있다(이상 1957년 1월~10월과 1958년 1
월~10월 통계).
이상과 같이 호텔 이용객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더구나 외국인의 이용도가 현
저히 높아가고 있다. 특히 봄, 가을 같은 여행 시즌에는 온양, 해운대, 불국사 등 조용
한 휴양지로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격증하여 호텔 객실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
문에 시급한 호텔증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착공 중인 이들 호텔 객실 47
실의 증축이 완성되면 우선 그곳을 찾는 고객들의 숙박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는다.
그래도 아직 그 외의 여러 명승고적지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숙박시설이 하나 없으니 그들이 여행하고 싶어도 가서 잘 곳이 없어 못가는 것이다. 중
요한 관광지에 최소한 하나씩이라고 호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현재
해군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국제관광호텔로 개축할 것과 서울 시내 남산공원
이나 우이동 같은 유원지와 지방의 관광지에 한국의 정서를 풍기는 소규모의 청초하
고 아담한 모텔(Motel)또는 호텔을 몇 개 신축했으면 생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의 수도인 서울만이라도 국제 관광지로서의 면목을 갖추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
한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호텔을 반환받으면(현재 교섭 중) 해외관광
객의 서울에서의 숙박문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호텔 문제는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도 말했지만, 제트기가 취항을 하게 되면 호텔 부족은 한층 표면화된다. 이에 대비하
기 위해 여러 나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면서 호텔 증축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영국의 『토마스 쿡 앤 썬』(Thomas Cook & Sun)이라는 여행알선 협회
사에서 자기들이 알선하는 세계일주 해양순항 관광단 중 약 500명이 순양선 카로니
아(Caronia)호(약 34,000톤급)로 1959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2일간 체류할 것
이니 한국의 숙박시설, 교통시설, 순양선의 정박문제 등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서한을 보내왔었다. 이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우선 500명이라는 숫자의 손님을 수용할 호텔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관광단 내한이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널리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시 『토마스 쿡 앤 썬』사로 우리는 관광단 내
한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냄과 동시에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하에
그 대비책 강구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관광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
을 논의한 바 있다.

5 – 관광교통시설의 정비

현재 외국인관광단 수송을 위해 특별관광열차를 편성하여 주요관광지로 연결하
고 있으며 또 전국 중요도시에는 시설이 미비하나마 관광지로 관광버스가 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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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좀 더 경쾌하고 안락한 여행기분을 주기 위해 관광열차의 내부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철도 루트가 없는 중요한 관광지에 철도가
부설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버스는 일반여객버스와는 달리 시트가 좀 더 편안해야 하
며 내부도 예쁘고 아담하게 꾸며져야 한다. 관광 택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광용으
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앞으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운전수를 가진 관광택시
가 있어야겠다. 외국의 예를 보면 각 호텔 중요 역, 비행장 항구 등의 곳에 관광택시가
즐비해 있어 여행자에게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람선이
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고로 해상경치는 물론이려니와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절경을 해상에서 유람하면서 즐길 수 있는 유람선 운행도 시급한 문제이
다. 그러나 새로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함선(艦船) 같은 것을 개조하여 유람선
으로 쓰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에 국제공항건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항공노선을 강화하고 신노선의 개설을 촉진해야 한다. 또 서울을 많은 국제항공노선
에 연결시켜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더 적은 비용을 주고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주요관광지를 통하는 도로의 정비 및 주변 미화작업을 관계부처
와 협동하여 조속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 관광객 입출국 수속의 간편화와 접객의 향상

대외관광선전 및 관광시설의 정비와 병행하여 관광객에 대한 접객개선향상 등 3점
이 관광사업진흥의 3대 요소이다. 국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입출국수속이 간단하고
원활하다는 것은 접객상 매우 중요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관광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진흥을 위해 간편화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관광객의 수속은 ①입국사증 교부신청서 ②천연두 면
역 증명서 ③수수료 5불 등으로 편리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외 통관, 관세, 환금, 검
역 등 수속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에 준하여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브뤼셀에서 개최된 IUOTO 총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과거 국제관
광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수료 면제는 물론 사증면제, 체류기간 한계의 연장(사증 없
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현재의 72시간의 기간을 30일로 연장)등 간소화 조치
를 해줄 것을 각국에 호소 권고하고 있다. 이미 몇몇 나라는 사증(査證; 비자) 면제를
하고 있고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렇게까지 간소화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한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
국인 관광객에게 호텔숙박비를 20% 할인 조치를 해주고 있다. 그다음 외국인에게 관
광선물로서 한국의 특산품을 서울시내 『외국인 중앙 구매소』(Foreigners Shopping
Center)에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한국특산물생산을 장려하고, 동시에 역, 국
제공항, 관광지 등에 무역가격 중로 판매하는 관광선물매점을 두어야 한다.
외객(外客) 접객상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외국인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이다. 즉 입
국사증을 외객에게 교부해주는 재외 한국공관 직원이라든지,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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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및 방역 등 업무를 맡아보는 직원, 여행알선업자, 외국어를 하는 안내원, 호텔 교
통기관 등의 종사원, 관광향토물 판매원 등 모두가 외객들의 주인으로서 친절과 미소
와 온정을 가지고 접객해야 할 것이다.

7 – 외국인 관광여행

이상이 국제관광사업의 동태와 우리나라 관광사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한 앞으로는 어떠한 점을 시정․개선하고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야만 우리나라 관광사
업이 좀 더 발전하며, 따라서 국민경제 부흥에 기여한 것인가에 대해 대체적인 서술을
했다. 그러면 끝으로 금년 5월부터 시작된 재한(在韓) 외국인들의 8차에 걸친 관광여
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그동안 여덟 번을 여행하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나라의 아
름다운 산천과 유서 깊은 고적지 사찰들을 두루 탐문했으며, 대자연 속에서 그들의
주말여행을 즐겼다. 여행한 인원은 한 번에 약 80명 내외로 여태까지 약 600여 명이 여
행한 셈이다. 그들이 찾은 곳은 경주, 불국사, 호남지구, 동해안, 설악산, 남해 다도해,
해인사, 부석사, 단양팔경, 광한루, 지리산지구, 제주도 등이다. 디젤기관차에 식당차,
전망차, 라운지 카, 침대차 등 흥미 있게 편성된 관광열차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철도호텔이 있는 곳은 그들의 숙박에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대부분 관광지
가 호텔이 없는 곳이라 주로 숙박문제에 곤란을 겪었다. 낮에는 관광버스로 구경을
하,고 밤이면 기차에 돌아와 침대차에서 잤다. 식사는 식당차에서 하고 그야말로 훌륭
한 이동식 호텔이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침대차마저 갈 수 없는 곳에서였다.
이때는 우리 교통부가 침구와 주방도구를 준비하여 트럭에 싣고 와서 절에서 자기
도 하고, 때로는 여관에서 자기도 했다. 이렇듯 시설의 불비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마다 뜨거운 찬사를 보냈고 교통부로 수차 감사장을 보
내어 왔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적(古蹟) 속에 묻힌 아련
한 전설에 Beautiful, Wonderful, Outstanding, Excellent를 연발했다.
우리는 이 여행단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관광사업이 커다란 발
전을 기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관광시설을 좀 더 갖추고 정비하면 세계 어느 나
라에도 지지 않을, 아니 그 이상 훌륭한 관광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 참고삼아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출입한 외국인의 국적 및 연도별 통계
숫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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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적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캐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필리핀
스위스
스웨덴
기타
계

1953

1954

1955

1956

1957

1,401
273
146
503
2,323

1,469
260
57
410
2,196

3,014
645
61
288
79
60
160
71
74
30
53
65
29
221
4,850

3,224
628
61
356
84
85
209
44
57
36
79
63
40
281
5,200

4,391
1,297
43
573
68
94
273
38
46
43
87
71
25
264
7,313

1958
(1월~6월)
3,522
274
37
82
42
19
135
13
16
26
39
44
20
149
4,319

SIDEWINDER와 그 전술적(戰術的) 가치(價値)

정보국차장(情報局次長)

공군 대령 윤일균(尹鎰均)

벌써 낡은 이야기로 들려야 할 것이지만, 이 SIDEWINDER17)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도입되지 않았고, 또 선진각국에서 전술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기에 세계
에서 화제에 올랐던 것을 더듬어서 몇 마디 말해 보겠다. 이 SIDEWINDER에 대
해 지난 9월 30일자 신간지상에서 사상최초의 유도탄전이 대만해협에서 전개되
었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자유중국[대만] 공군의 SABRE 제트
기 전대(戰隊)는 지난주 역사상 최초의 유도탄전을 전개하여 대공유도탄을 가지
고 소련제 MIG Jet기들을 격추시켰다고 한다. 지난 24일에 자유중국 sabre 제
트기 전대가 단 1대의 피해도 없이 10대의 MIG 기를 기막히게 감쪽같이 격추시
켜버린 전과를 올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SIDEWINDER로 알려는 공
대공(空對空) 유도탄의 위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현존하는 어떤 비행기
보다 빨리 나는 SIDEWINDER 유도탄으로 자유중국 Sabre 제트기 전대를 무장

세계소식(世界消息)

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SIDEWINDER 유도탄은 제트기가 배출하고 지나가

1,500리에 걸친 중공(中共)의 신경질(神經質)

지난여름 대만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공의 신경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래 전
(全) 무장군이 전선(前線)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전 사단이 금문도(金門島)[진먼다오]로
부터 1,500리나 떨어진 만주(滿洲) 등지에까지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에 대비하여 배치
되어 있었다고 한다.

4센트짜리 우표(郵票)가 8달러

헝가리의 우표수집가들은 4센트짜리 미국 우표를 암시장에서 8달러씩 주고 사들이고 있
다. 그 이유는 1840년대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려는 헝가리 애국 의
거(義擧)의 영도자였던 루이스 코수스16) 씨의 초상이 이 우표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이
의거는 1956년 10월의 의거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는 열기의 감촉을 쫓아감으로써 Jet 기 기체를 명중시키게 되어있는 거의 신비로
운 무기이다. 즉 그것은 열을 극히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장치를 탑재
하고 있으며, 일단 제트기가 배출한 열기만 포착하면 시속 1,400마일이라는 속
도로 비행기를 쫓아가 폭발한다. 자유중국기가 지난주에 비로소 한 대에 2기씩
공대공 유도탄을 달고 출격했다.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도탄이 전개된 사
실은 알려진 바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신문 보도에 대해 국부(國府)[대만] 공군
당국은 29일자로 국공(國共) 공전(空戰)18)에서 국부 공군 Sabre 제트기가 미제
SIDEWINDER 유도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 후에 시인하였다.
SIDEWINDER가 사용했다는 사실이 같은 30일자로 중공의 인민일보에 다음과
같이 비난 보도되었다.
17)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모델명 AIM9, 미 사막지대 독사 이름)
18) 원문의 中戰은 空戰의 오기로 보임.

16) Louis Kossuth; 1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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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장제스(蔣介石)[장개석] 공군은
연 143대의 비행기를 출동시켜 우리 푸졘(福
建)[복건],

저쟝(浙江)19)[절강],

광둥(廣東)[광

동] 3성(省) 상공에서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

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이 새로운 무기의 시험발사를 절대 비밀로 암암리에 행하려고 했으며,
둘째는 이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큰 전과를 올렸다고 과시하려는 의도
에서 그랬을 것이다.

했다. 공중전에서 장제스 비행기들은 미제의

그러나 국부공군이 Test를 은밀히 하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중공군 파일럿을

SIDEWINDER 유도탄을 사용하여 우리 공군

생환시켜서는 안 되었다.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 전대 상공에는 최신예기를 다

기 1대를 격추시켰다. 장제스 공군은 이번에 총

수 대기시켜 도주하는 적을 전부 격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 보도

5기의 SIDEWINDER 유도탄을 발사했는바, 그

한 바에 의하면, 중공기가 모두 격추되었다는 보도가 없음으로, 적어도 몇 대는

시간은 9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의 사이다. 유도탄을 발사한

패주하고 몇 명의 파일럿은 이 상황을 보고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사

지역은 저쟝성의 원저우(溫州)[온주], 루이안(瑞安)[서안], 둥칭(東淸)[동청]지구의

이드와인더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케 하는 잔해를 남긴 것은 큰 실수이다. 그

상공이다. 현재 우리는 온주 지구에서 유도탄의 적외선 수득부분(收得部分)(두부

다음 전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는 비록 신무기인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했지만, 중

(頭部)), 유도부분, 미폭발의 탄두부분 및 고체로켓 부분을 획득했으며, 또한 그

공이 발표한 추락 대수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국부공군에서 발표한 바 있는 격

중요한 부분들을 북경에 운반하여 공개 전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추 대수를 미 공군에서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이룬 것은 만족할만하다.

장제스 공군의 이 새로운 군사적 도발이 미국이 F-86F 형, F-100 형의 비행기

여하튼 지난 10월 6일 미명의 북경 신화사통신(新華社通信)은 중공의 소위 국

와 사이드와인더 유도탄 등의 현대 무기로써 장제스 공군을 장비한 후, 미장군

방부장인 펑더화이(彭德懷)가 대만, 진먼다오(金門)[금문], 마주다오(馬祖諸島)[마

사수뇌(美蔣軍事首腦)가 타이베이(台北)[대북]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있을 때 발생

조제도]의 군민(軍民)에게 “하루라도 빨리 국공 간의 전쟁을 정지하기 위해 회담

했음으로 매우 엄중한 사건인 것이다.”

을 개최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외교부 신문사(新聞司)(공보실에 해당)에서도 오늘 저녁 내외기자 초대회

펑더화이의 말은 “13만의 진먼다오 군민은 보급이 결핍되어 영구히 계속되기

를 개최하고, 원저우 지구에서 획득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유도탄의 부분품들

는 곤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푸졘(福建) 전선부대(前線

을 공개했다.

部隊)에게 6일부터 1주일간에 한(限)해 공격을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단 미국인의

기자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 유도탄의 길이는 약 2m 정도이며, 직경이 5
인치이고 탄두부분에는 고성능 폭발약이 장치되어있다. 유도탄의 동력장치 및
고체로켓 일부분의 알루미늄 합금외부에는 영문으로 ‘5인치 로켓’ 및 ‘병기국’이
라고 찍혀있다고 이상과 같이 발표한 후, 불발탄으로 되어있는 사이드와인더의
잔해사진과 함께 약간의 성능도 동시에 게재되었다.

호위(護衞)가 없음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 그가 말한 것 중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공의 태

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중공과 국부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문

제이지 중․미 양국과 관계있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 대만, 펑후(澎湖)[팽호]와 대
만해협을 침략 점령하고 있는 것은 중․미양국과 관계있는 문제이고 바르샤바 회담

이렇게 중공 측에서도 발표하고 미 공군 측에서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했다는

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드시 철수하도록 결정되어있고, 빨리 철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을 보아 사용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마도

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철수하면 미국에 유리하다. 늦으면 수동적으로 되어

국부 공군이 이 신무기인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는 상

불리하다. 중공과 미국과의 사이에는 전쟁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 소위 정전도 있
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9) 원문의 淅江은 浙江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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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더화이의 말을 요약하

하던 공중전도 중공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으며 신중을 기한다는 사실이다. 그것

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

을 입증하는 것은 국공전쟁이 발발한 후 13회에 걸친 공중전에서 사이드와인더

인데, 왜 급히 1 주간 정전

가 발사된 후 10월 10일 단 1회밖에 공중전이 없다는 사실과, 중공의 MIG-17이

(停戰) 이는 말하자면 그들

출현해도 국부기(國府機)에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보급기인 C-46 같은 비무장

의 약점을 드러냈는가 하는

기만 공격하는 비인도적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가가 문제이다. 중공은 8월

여하튼 이 사이드와인더의 위력이 대단한 것임에는 자유진영 측은 물론 공산

23일에 5만발 이상의 포탄

측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드와인더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으로 진먼다오 여러 섬들에

사이드와인더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대공 유도탄으로, 그 임무는 주로 전투기

공습을 개시한 이래 실로 40여일 하루에 쉼도 없이 포탄을 약 40만발이나 발사했

에 탑재되어 전적으로 비행중의 적기를 공격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

고, 오늘까지 100여일에 걸쳐 48만발이나 발사한 것으로 보아 휴전 이후에는 경미

이드와인더가 현재 미 공군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개발은 미 해군에서 시작했다.

한 산발적인 포탄이었다.

1949년 미 해군병기시험소의 기술부 매클린 박사20)가 고안하여 1953년에 F9F

<F-104에 장비된 SIDEWINDER>

소련이 뒷받침하는 중공과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국부와의 전쟁은 다만 국
부전(局部戰)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징후조차 보인다.

전투기로부터 발사시험을 행하고, 19155년부터 인도를 개시했다. 1956년에는
미 해군 공중용을 포함하여 Philco사에 1,400만 달러, GE사에 1,700만 달러의

이러한 정세 하에서 진먼다오에 대한 보급은 미 7함대 소속 함정에 의한 호
위로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보면 종시공격(終始攻擊)을 계속해온 중공이 돌연

발주가 있었고, 1958년 2월까지에 13,000발의 생산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최
초로 외국에 대여되어 발사한 것이 국부(國府) 공군인 것이다.

1주간의 공격 정지를 성명하고, 동월 12일에 다시금 기간을 연장해온 것은 약

사이드와인더가 지닌 바 있는 특징은 적외선(열선) 패시브 호밍21) 방식으로,

간 불가해하다. 확실히 일부에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성명의 초점은 바

제트기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열기를 향해 미사일이 자동으로 근접하여 명중하는

르샤바의 미중회담을 견제하여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압력을 가

방식이다.

함과 동시에, 대만의 군민에 직접 말로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다는 초

적외선이라 함은 전자파의 일종인데 이 전자 가운데는 파장이 긴 것부터 전파,

점(焦點)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이 성명의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햇빛의 스펙트럼 가운데서 눈에 보

이면에는 국부군이 사용한 사이드와인더의 압도적인 승리에 겁을 먹은 중공이

이는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적외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현상의 병기로 전쟁을 계속하기를 주저하여 일시 정전을 제의해온 것이라는 것

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1800년) 색유리로 태양광선을 바라보고 있던 영

이다. 그리고 미국이 신무기의 실험장으로서 대만해협을 선택한다면 중공도 소

국의 천문학자 F. W. 허셜22)이 광선은 통하지 않은데 열이 있음을 느낌으로써

련의 신무기를 반입해 올 것이다. 그때까지의 시간적 여유라고도 보지 않을 수

발견했다. 그 뒤 화학작용, 형광작용, 광전작용 등의 성질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

없을 것이다.

러났지만, 열작용이 가장 뚜렷하고 용도도 넓기 때문에 이 적외선을 열선이라고

중공이 사이드와인더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 이견이 없다는 것은 먼저 말한

부른다. 그밖에 한껏 달아오른 물체에서 발하는 복사열의 대부분이 적외선이기

펑더화이 성명에서 미중은 전쟁상태가 아닌 것, 또 미국의 철수를 강조하여 중공

때문에 열선(熱線)이라는 이름이 붙을만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열작용은 우리가

이 미국의 전쟁 의욕을 그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빨리 철수할 것을 심히 희
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공 간에 빈번

20) William B. McLean
21) passive homing; 수동추적
22) Friedrich William Herschel; 1774년 반사망원경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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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를 놓아 방을 덥게 할 경우의 대류(對流)(액체나 기체 가운데의 열의 이동)나

1881년 랭글리23)에 의해 발견된 원리로, 유명한 ‘휘트스톤 전교(電橋)’(WHEAT

프라이팬으로 달걀을 구울 때의 전도(傳導) 등과는 사뭇 달라 중간의 아무런 전

STONE BRIDGE)를 이용한 회로에 열선이 들어가면 밸런스가 기울어지는 것을

달의 매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복사(輻射) 방식으로 행해진다. 고온의

측정하여 열선의 방향을 결정한다.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전자파로서 열을 전하기 때문에 전기 두 가지 예의 경우
처럼 매개물을 가열하는 허실(虛失)도 없고 전달이 재빠르다.

적외선 유도법은 다른 유도법과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간
단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후에 변동하지 않을 정도 양호한 것을

오늘날 공업에서 인공적외선의 효용이 제법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방
직, 합성화학 등 거의 모든 공업부문에서 이 적외선 건조법이 쓰이고 있다. 또 이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래에 와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
로 정밀한 것이 제작되었다는 것 같다.

른바 의료용 전구를 이용한 적외선법은 적외선의 열작용의 투과성을 이용한 것

적외선을 이용한 방식에는 전파나 레이더를 이용한 유도법과 같이 변동식과

으로, 인체의 조직의 심부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아픔을

능동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능동식은 이쪽에서 적외선 빔을 발사해서 목표물

덜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

로부터 반사해서 돌아오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 변동식은 오로지

이 적외선전구를 마련한다면, 그 흔한 병원이 파리를 날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재

목표로부터 발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것뿐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소형의 공대

미나는 가상도 할 수 있다. 또 앞서 미국이 발사한 파이어니어호에는 적외선 텔

공 용에는 감지장치만 가진 변동식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 SIDEWINDER도 변

레비전이 실렸다고 한다. 그 외에 적외선을 이용한 적외선사진은 거리의 경치 등

동식 열선 추적 장치를 갖고 있다.

이 눈으로는 안개 따위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명확히 찍혀지는 특징이 있음
으로 측량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SIDEWINDER의 구조는 지극히 간단한 마그네슘 주조 파이프형으로, 머리
에는 적외선 추적 장치, 조종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탄두, 꼬리의 로켓 모

제트엔진의 배기는 주위의 온도보다 훨씬 고온이기 때문에 강력한 적외선이

터로 이어져 있다. 반구상(半球狀)으로 된 유리탄두 밑에는 거울의 작용으로서

복사한 것을 군사용으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사이드와인더에 적외선을 감지해

4INCH 각도로 선회하는 PbS적외선 탐지기가 달려 있으며, 그 뒤에는 유도장치

그 방향을 변별하는 장치를 달고 타(舵)를 작동시키면 미사일은 제트기의 배기에

가 구비되어 있다. 탄두는 HONEY WELL 신관(信管)을 장치한 총 5파운드의 무

대해 향수(向首) 근접한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장치로는 태양전지나 전기노출계

게를 가지고 있고, 이 무기의 신관작용은 조종표면의 접촉이나 또는 35피트 이내

로 사용되는 빛이나 열을 받으며 전기를 일으키는 광전계통(光電系統)이 아니라

에서 영향을 받아 작용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적외선에 의하는 공대공 무기와

빛이나 열을 받으면 민감하게 전기저항을 일으키는 볼로미터(Bolometer)계통이

같이 SIDEWINDER의 수색장치도 그의 모기(母機)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시동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민감함은 F6F 무인기의 날개 끝에 붙인 발

개시한다.

열 목표를 F6F의 기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격파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100

조종사가 그의 청신기(聽信器)로 동(同) 수색자로부터의 신호를 청취하게 되

야드(YDS) 앞의 담뱃불도 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격추율은 10분의 7이라고 하

면, 그는 동 유도탄의 유도와 조종에 소요되는 동력을 얻기 위해 보조터빈을 구

는데, 앞으로 10분의 9까지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키는 고체연료의 가스 제네레이터를 점화하는 스위치를 뽑는다. 이 제네레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열전대(熱電帶)를 사

이터는 또한 연결되어 있는 모터의 점화전(點火栓)에 점화시키기 위한 전류도 발

용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볼로미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전대는 철과 동과를

생시킨다.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예외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도탄은 10

밀착시킨 전극에 어떤 외부열이 가해지면 이 회로에 전압의 변동을 일으키는 데,

도에서 14도 간격을 두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감지해서 열원(熱源)의 방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 볼로미터 방식은
23) Samuel Pierpont Langley; 183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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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SIDEWINDER는 전장이 9.5피트인데, 그

의 F9F-8, FJ3-M, FJ-4, F8U, FD-4, F3H-2N 등에도 장착할 수 있으며, 최근에

중에 부스타(BOO-STER)의 길이가 6.3피트이고 노즐

발표한 것을 보면 F-100에 의해 북극 ALASKA지방에서 냉한(冷寒)에도 작전할

(NOZZLE)이 7인치나 되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수 있도록 시험발사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직경은 비교적 적은 4.5인치이며 날개길이는 2피트나

SIDEWINDER도 인간의 두뇌로서 설계제작 되었기 때문에 결점이 없을 수는

되는 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 전 중량이 155파운드나

없다. 결점으로서는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에 비해서 구름, 안개, 연기에

된다.

의해 장해를 받기 쉽다. 구름 속에서는 대기의 수증기가 응축한 작은 물방울이

주재료는 알루미늄으로 기체 중량만은 55파운드

나 얼음의 결정이 다수 뭉쳐서 떠 있기 때문에 적외선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이며 연료는 고체로켓이다. 이 연료는 총중량 155파운드를 고속으로 추진시키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된다. 안개나 연기 속에 있는 탄산가스도 적외선을 크게 방

기 위해 추력이 600파운드 가량 나온다. 작약(炸藥)은 유도장치 바로 뒤에 장

해한다. 또 적기가 태양을 향하여 비행할 때는 태양광선에 강력한 적외선이 많이

비 되어 있어서 SIDEWINDER가 열선을 쫓아가 기체에 명중하면 항공기 엔진

발산하기 때문에 저지당한다. 그 외에도 이 SIDEWINDER는 수동식 추적이므로

에서 나오는 고열에 의해 자동으로 폭발하는 동시에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베

적기가 도주하면서 급회전하면 빗나가기 쉽다는 것이다. 유도탄은 목표기에 비

일 아웃’(bail out)할 사이 없이 폭발하는 동시에 기체를 산산이 파괴되고 만다.

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목표의 후방에서 발사하지 않으면 명중시키기 곤란하다.

그러나 이 SIDEWINDER는 고성능 폭약을 장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 공군의

또 하나의 문제는 PROPELLER형에는 배기가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

FALCON과 같이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다는 것이다.

이다. 작약의 신관은 접촉신관과 UT신관으로 목표를 떠났을 경우에는 30피트
이내에서 폭발한다.
이 155파운드의 SIDEWINDER의 최대 속도는 음속의 2,5~3배나 되며, 최대사
정은 6,2마일인데 최근 개량된 2형은 10마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효사정은 50,000피트 상공에서는 2마일이며 해면상에서도 3,500피트나 된다.
또 이 SIDEWINDER를 장착한 항공기는 이륙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SIDEWINDER는 상대방 목표기가 내뿜는 적외선을 탐지하여 그의 방향을 분
별하는 장치가 있으면 그로써 족하기 때문에 극히 간단하며, 가동부(可動部)는
거의 없고 전자장치도 보통 가정용 RADIO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겨우 24군데뿐
이다. 또 구조도 간단하여 이 SIDEWINDER의 가격은 1발당 4,000달러였으나
대량생산되면서부터 1,000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하니, 같은 계통으로서 발전시
킨 미 해군의 FALCON이 25,000달러에 비해 상당히 염가이다.

이상과 같은 단점을 이용하여 적이 기만전술을 사용할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그 기만․방해로는 인공적인 연기나 안개를 사용하는 것, 혹은 기만용 화염을 방

출․발사하여 이것으로 SIDEWINDER를 흡수 하려는 방법 등이 예상된다. 하지

만 전파의 반사체나 전파방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하지 않으면 안 될 듯싶다.

SIDEWINDER가 가진바 여러 가지 결함이 많으나 정밀한 조작으로 발전되어
개량할 수 있다. 그 장점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1발에 1,000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공정환산 하
면 50만원이다. 전투기 한 대에 일억 원 인데 비해 대단히 저가이다.
둘째, 구조가 아주 간단하며 마그네슘 파이프형임으로 생산하기 매우 용이
하다..
셋째, 성능이 양호하고 저가이면서도 같은 목적으로 미 해군에서 제작한
SPARROW보다 사정거리가 길다.

이보다 SIDEWINDER가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별한 RADAR를 장치하고 있지 않은 주간 전투기에는 말할 것도 없거

넷째, 사용법이 간단하므로 특별한 조작훈련이 필요없다.
다섯째, 특별한 조준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행기 등에 곧 장착하여 사용

니와 F-86F형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F-86D, F-104, F105외에 미 해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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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SIDEWINDER의 장점을 많이 들어 보았지만, 공중전에서의 의의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향의 제한이 훨씬 적어지며, 적아(敵我)의 속도차가 감소하고, 또한 아군기의 선
회성(旋回性)이 제2차 대전 당시의 전투기에 비해 고속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못

SIDEWINDER도 유도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대단히 높은 것은 앞에서도 말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투기라 할지라도 무유도의 로켓이나 기관총 장비에
비해 그만치 전투력이 증가되고, 자위력도 증가된다. 그러나 전투기의 공중전에
서 목표물의 격추율은 다음 네 개의 시기별 요소로 나눈다고 생각해야 한다.
먼저 적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적율(會敵率)이라는 것이
제1요소가 된다. 적을 발견해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위치를 잡지 않으면 공격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접적률(接敵率)이 또 다음 문제가 된다. 공격을 가해 명
중하나 안하나 하는 명중률, 명중해도 혹은 근접신관이 작동해도 격추할 수 있
는지 여부의 파괴율, 이상 대체로 4개의 요소로 나누어진다.

한 현재의 전투기 접적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명중률이 양호한 것은 유도탄 본래의 목적으로,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유도 및 무유도에 의한 파괴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하면, 격추율은 이러한 각 요소의 상승적(相乘積)이 되는
것으로, 일례를 들면 추정이므로 그다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래에 기입하
여 보면 무유도 로켓의 경우
회적률 = 1/2, 접적률 = 1/5, 명중률 = 1/2, 파괴율 = 1/2 이라면, 격추율 = 1/2
X 1/5 X 1/2 X 1/2 = 1/40
SIDEWINDER의 경우 접적률과 명중률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하고,

첫 번째 회적율에서는 격추의 경우 주로 지상 장비의 RADAR나 SAGE와 같은
것을 포함한 지상의 지휘유도 능력과 전투기의 감시능력이나, 기상(機上)의 수

회적률 = 1/2, 접적률 = 1/2, 명중률 = 2/3, 파괴율 = 1/2 이라면, 격추율 = 1/2
X 1/2 X 2/3 X 1/2 = 1/12

색접적(搜索接敵) RADAR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기종에

즉 동일 조건하에 동일 기종으로 무유도 로켓의 경우 격추율은 1/40이나,

서는 공격 무장이 다르더라도 회적율은 원칙적으로 불변이다. 그러나 약간의 예

SIDEWINDER를 탑재하면 격추율은 1/12이 되어 동일의 전투기보다 약 4배의

외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접적율은 접적용(接敵用)

위력을 더 발휘하게 된다.

RADAR, 계산 장치의 능력이나 탑승원의 기술에 크게 좌우되며 공격 무장에 따

이것은 우리 전투기의 공격만을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우리의 피해율을
고려해보면, 발사거리의 연장을 통해 소위‘아웃 레인지’25)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SIDEWINDER와 같이 최대사정이 6,2마일에 달하는 것은 무유도의 로켓 약
3,500피트나 20m/m정도의 기관총의 수백 미터 유효사정에 비해 공격가능 범위

적아의 손해비율은 무유도 로켓 혹은 기관총 장비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날 것
이다.

가 훨씬 넓다. 또한 전투기 장비의 고정기관총이나 무유도 로켓은 기수(機首) 방

SIDEWINDER의 출현으로 인해 전술작전에서의 공중전은 신중히 행하고 있

향으로밖에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사할 때 기수는 탄환이 도달할 때의 목표

으며, 그보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세계 자유국가에서

기의 미래위치 방향으로 향해야만 한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독은 요청한 지 오래이며 지금쯤은 투입되었을 것으로

그러나 SIDEWINDER에는 다분히

‘자이로’24)

등을 사용하는 예조식(豫調式)

유도장치가 있어 어떤 범위 내의 방향에 사출하면 미리 조정된 방향으로 탄(彈)
이 변침(變針)하여 추적 장치가 작동하는 법위까지 자기유도(自己誘導)를 할 것이

믿어지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항공자위대에서는 금년 말까지 16,000발이나
대여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이 SIDEWINDER는 항공기가 수적으로 우세한 공산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점차 자유진영 각국에서는 미국에게 속히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공격의 기회는 증대한다,
이러한 종류의 유도탄을 탑재함으로써 전투기의 공격 위치의 거리 및 기수 방

24) G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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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공군(空軍)은 이렇게 싸웠다.

철수하는 미국인들을 제5공군의 전투기로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까지 아무

비로소 공개(公開)되는 한국전쟁(韓國戰爭) 참전사(參戰史)

정훈감실(政訓監室) 제공(提供)

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남부 일본 이다즈께(板付)27)에 기지를 둔 제8전폭비행단 소
속 F82 전천후전투기들은 6월 25일 미국인들의 한국 철수를 호위했다.
6월 26일 밤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향하여 침략을 계속할 때 무초 대사로부터
서을에 남아 있는 미국인 가족들의 비상철수 요청을 받은 제5공군 사령관 얼 E. 패
트리지28) 소장은 제374부대 수송비행단에게 임무 수행을 제시했다. 북한공군의 활

분단(分斷)된 한국(韓國)과 한국전쟁(韓國戰爭)

동이 현저해지자 패트리지 소장은 제8전투비행단장에게 미국인 가족 철수 작전 중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된 한국은 다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5년 연합국과의

에는 어떤 간섭도 배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같은 명령은 매우 현명한 것이었다.

합의하에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북한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

27일 정오경 미 공군 F82 편대들은 김포공항으로 향해 오는 5대의 야크(YAK) 적

했다. 1945년 포츠담 협정 시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될 수 있다는데 합의

(敵) 전투기를 포착했다. 이리하여 몇 분간에 걸친 공중전에서 윌리엄 허드슨29) 중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북한지역에 소련과 중국의 지배를 받는 괴뢰정권을 수

위는 한국전쟁 최초로 적기 3대를 격추했다. 비무장 수송기들은 27일 28일 양일간

립했다. 이 정권은 국제연합이 권고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거부했다.

에 걸쳐 851명의 피난민을 공수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미국이 점령한 남한에는 1948년 자유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
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국내치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건설을 후원하는
한편, 1949년 7월까지 소수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미군은 철수를 완료했다.

미국군(美國軍)의 역사적(歷史的)인 참전(參戰)

미국에서는 국제연합과 미국 관리들은 한국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6월 26일

그 당시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할 수 있는 방위력을 구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에게 침략행위를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후퇴

할 것과, 침략이 과대할 경우 국제연합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언

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공격을 강화했다.
6월 26일 저녁 트루먼 대통령은 새로운 지시를 동경으로 보냈다. 그는 맥아더 장

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 온갖 준비를 다했다. 중국은 전투준비를

군에게 미 해․공군은 대한민국군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비상사태 이외에는

완료한 군사인원을 대거 북한 근역(近域)으로 이동시키고 소련은 북한 공산주의자

38선 이북 공격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

들에게 공격무기를 매각했다. 소련공군은 소수이지만 완강(頑强)한 북한공군을 훈

합의 회원국들은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동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련시켰다. 이렇게 하여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북한공산군은 히틀러나 스탈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할 것”을 권유하는 제2차 결의문을 채택했다.
6월 27일 오후 늦게 맥아더 장군은 드디어 극동미군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

의 전통적인 수법이었던 기습작전으로 한국 침략을 개시했던 것이다.

사력을 총 집중하여 북한측 지상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기지

한국전쟁(韓國戰爭)의 발단(發端)

로부터 제35 전투요격전대와 제49 전투폭격전대가 큐슈(九州)에 있는 이다즈께 및

6.25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부터 극동 공군사령관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

아시야(芦屋)기지로 각각 이동을 개시했다. 이들 전대는 각각 ‘F-80’전투기 2개 대

중장과 그의 참모들은 한반도에서 악화일로에 있는 군사정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로서 구성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제3 폭격전대 예하의 B26 폭격기 수대가 한국으

있었다. 맥아더 장군의 극동사령부 휘하에 있는 극동 공군은 당시 일본 오키나와,

로 출격했으나 악천후로 성과는 만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다음 날인 28일도 역시

필리핀 및 마리아나에 있는 미군기지의 방위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전쟁

일기는 나빴으나 F80 제트전투기와 B26 폭격기들은 한강 북방지역을 폭격했다. 같

이 발발될 때는 전투지역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극동사령부는 6월 25일 오전 9시 45분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접수했으나, 같은
날 야반(夜半)에 이르러 주한 미대사 존 J. 무초26) 씨로부터 인천항을 거쳐 선편으로
26) John J. Muc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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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후에도 제5 폭격전대의 B29 폭격기들은 서울로 향하는 주요도로를 폭격했다.
괌으로부터 오키나와로 북진한 이들 B29 비행전대는 다음날 29일 이미 적의 손에
27) 일본 후쿠오카(福岡)의 이다즈케(板付) 공군기지를 말함.
28) Earle E. Patridge
29) William Hudson

Vol.37

51

들어간 김포공항을 대거 폭격했다.

추산에 의하면, 110대의 적기를 격추했으며, 북한군은 당시 불과 22대의 비행기를

38도선 이남에서만 행동하라는 미 국방성
의 지시는 극동 공군의 공군작전에 지대한 장

공중우세는 큰 어려움 없이 획득했다.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한국작전 초기

애가 되었다. 비록 제5공군의 공군 순찰기들이

의 적 공군의 공격력 부족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었다

몇몇 공산공군기들을 중도에서 격추했으나 몇

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엔 해군이 해안에 접근하여 지상군을 원호하고, 공

대의 적기는 수원기지까지 침투하여 탄약 하

군 비행기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8군 예하 지상군은 적

역작업 중의 비무장 수송기들을 공격하곤 했

공격의 위험 없이 작전하게 되었다.

다. 29일 오후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당면

극동 공군의 제2 목표는 이미 남한 각지에서 유엔군보다도 수적으로 우세한 적

문제를 맥아더 장군에게 설명하고, 드디어 38

군의 부대 및 보급 활동을 좌절시키는데 있었다. 제2차 대전 결과로 적을 격멸하는

도선 이북의 적 기지 폭격에 관한 국제승인을

최선의 방법은 전 보급의 근원지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다음

획득했다. 이날 황혼이 짙어지는 무렵에 제3폭
격전대의 B29 2개 대대가 평양에 있는 적 주요
<압록강 유역에 준동(蠢動)하는 적기를 무찌
르려고 출격하려는 미 공군 제4전투요격비행
단(戰鬪邀擊飛行團)의 F86 조종사들 “MIG 통
로 200마일”라는 현수판(懸垂板)이 보인다.>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의 인적 자원이나 보급이 전선에 분산 전개되기 전에 파괴․

격멸하는 것이었다.

공군기지를 역사적으로 폭격했다. 북한 내 공

미 공군 참모총장 반덴버그30)장군은 이와 같은 지혜로운 교훈을 알고 있었다.

격목표에 대한 최초의 폭격은 북한 공군의 급

그는 7월 초순에 들어와 미 전략공군 사령부 예하의 제22 및 제92 폭격전대의 B29

격한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7월 30일 미국 대통령은 북한 내 군사목표

폭격기들을 극동지역으로 파견했다. 7월 8일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극동 공군
예하의 폭격사령부를 조직하고 엠메트 오돈넬31)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폭격과 부산 및 진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부

중(中) 폭격기를 배치했다. 그는 또한 오도넬 소장에게 북한 내 전쟁물자 생산지와

대 및 그 지원부대를 한국으로 급파하는데 동

원지의 목표 폭격에는 B29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맥아더 장군은 유

의했다. 그러나 같은 날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군이 적군을 격퇴할 능력이 없다는

엔 지상군의 불리한 정세에 처해있어 이와 같은 조치에 불만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

사실과 미국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워싱턴으로 통보했다. 그리하여 수 시간이

은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에게 B29 폭격기를 전장의 근접지 폭격과 제8군의 지원

지난 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일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작전에서 전선 후방의 교량, 군사목표도 폭격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육군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쟁목적을 수

한국전쟁의 첫날부터 패트리지 장군은 소수 전투기를 무장 정찰 임무에 취역시

행하기 위해 국제연합은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총사령부를 설

켰다. 그는 또한 전방 공중관제소로부터 지원작전

치하고, 영국, 호주, 터키를 비롯한 15개국이 대한민국군과 미국군을 원조하기 위해

목표를 접하지 못한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도로상

전열에 참여했다. 유엔 가맹국으로부터 참전한 공군부대는 극동 공군 예하에 소속

의 군사목표를 탐색할 것을 지시했다. 적군들이 야간

되었다.

을 이용해 이동, 전개, 작전을 펴기 이전인 전쟁 초기
의 무장정찰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상군과

전술공군작전(戰術空軍作戰)과 부산교두보(釜山橋頭堡)

의 엄호작전 중점과 독자적 공격목표선정능력의 부

극동 공군은 원칙적으로 방위공군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략공군 작전을 수

족은 폭격 효과에 많은 핸디캡을 초래했다. 전투기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작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과 일기에도 불구

조종사들은 주로 주요 통신 수송로 차단에만 주의

하고 극동 공군은 주야로 적군 공격에 활약했다.

를 기울이고 적군이 후방에 은폐된 소(小) 통로망이

유엔공군의 첫째 목표는 공중 우월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비록 소규모의 공군력
으로 참전했지만 적의 공군력을 급감시켰다. 8월 10일 현재 유엔군 측 조종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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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oyt Sanford Vandenberg
31) Emmett O'Donnell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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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최초의 ‘제트 에이
스’제임스 자바라 소령(1952. 5.
20.). 그는 15대의 MIG15를 격
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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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보를 이용하는 점을 소홀히 했다.

3주일간의 공중작전과 24사단 용사들의 처

7월 26일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드디어 철

<MIG-15 16대를 격추(擊墜)하여 한국전쟁
최우수‘에이스’가 된 조셉 매코넬 대위. 그는
미국에서 시험비행 중 기체의 추락으로 순직
(殉職)했다.>

절한 지연작전은 제8군으로 하여금 지상군 지

도, 공로 교량 등을 주의 깊게 폭격한다는 기초

원부대를 한국으로 투입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

밑에 대규모의 후방로 근멸전(根滅戰)을 개시했

었다. 7월 13일 월튼 워커 중장32)이 제8군사령

다. 이로써 적의 모든 수송망은 근멸 직전에 놓이

관으로 부임해 온 후 전군은 낙동강과 대구 방

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삼아 한

어선으로 후퇴하여 부산 교두보를 방위하기 위

강 이남은 제5공군이, 이북은 극동공군폭격사령

한 재편성으로 단행했다. 방위선을 구축하는

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함재기(艦載機)들은 어느

동안 제5공군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평

목표도 폭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균 3,40회의 출격회수를 가졌다.

B-29나 함재기가 대규모로 동원되어 마침내

8월 11일 제5공군 조종사들의 전면적이며 헌

폭파한 서울의 한강철교를 제외하고 극동공군폭

신적인 지원에 감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격사령부는 철도 교량 폭격에 별다른 어려움을

들은 제8군 전선에 침투한 적전차대를 모조리

겪지 않았다. B-29 폭격기들은 북한 깊숙이 출격

분쇄하고……그들의 효력은 우리 군에게 말할

하여 교량(橋梁) 조차장(操車場)을 비롯하여 철도

수 없이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 보병

수송로를 정밀히 폭격했다. 제5공군은 소속전투

부대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칭찬했다.

기의 3분의 1을 후방로 차단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그 조종사들은 무장 정찰을 하

제 8군이 후퇴 후 방위선 정리에 전력을 기울

<미국 공군기지에서 제트교육을 받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

면서 좁은 길까지도 빠트리지 않았다. 또한 적의 야간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패트리

이고 있을 즈음 공산군 역시 낙동강을 건너 일거에 대구를 탈취할 태세를 보였다.

지 장군은 제3폭격전단의 B-26을 야간 폭격에 출격시켰다.

이와 같은 적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16일 오도넬 장군 자신이 인솔하는 98대의

7월 초순 윌리엄 텔 휘하의 제24사단이 대전 전투에 참전했을 무렵, 스트레이트

B-29 초요새기(超要塞機)들은 왜관(倭館) 근처 적진에 대해 한국전 사상 유명한 ‘융

마이어와 패트리지 두 장군은 경무장으로 파한(派韓)된 미국인 사단이 포병의 지원

단 폭격’을 감행했다. 이번 대규모 폭격은 직접적인 군사적 효과보다도 심리적인 효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상군 엄호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과가 더욱 큰 것이었다.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패트리지 장군은 한 부대를 한국에 파견하고 7월 5일

워커 장군은 비록 보충군을 받았으나 8월 중 부산교두보를 중심으로 한 그의

대전지구에 JOC를 설치했다. 7월 30일 밤, 2개의 전술공군 관제반이 수원기지에서

방위선에서 병력이 부족했었다. 그는 뒤에 “나는 한때 예비군이라고는 단 1개 대대

대전지구로 후퇴했으며, 며칠 후 텔 장군의 24사단이 대전지구에 진주했을 대에는

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제5공군은 8월 중 매일 평균 239회의 출격 수
를 올렸다. 이 당시 공지(空地)협동작전의 효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위커와 패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대전지구의 주요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혈투를 계속하던 7월 12일 이후의 격

트리지 두 장군은 대구 근처에 각각 사령부를 두고 매일 이른 아침과 저녁때 회의

전 기간 중 B-29 폭격기와 제5공군의 모든 공군은 지상군지원 작전을 감행했다. 7

를 개최하면서 그날그날의 협동작전 계획을 주의 깊게 숙의했다. 전선의 상황에 적

월 중 극동 공군의 총 출격 회수의 61.5%는 지상군지원 작전이었다. 텔 소장은 당

의 돌파구가 생기면 공군이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그 균열점을 방위했다. 즉각적으

시 “의문의 여지없이 미 공군은 북한군의 초기의 남진 기도를 결정적으로 좌절시켰

로 저지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적이 침투해오는 지점이 생길 때는 워커 장군이 몸

다. 이와 같은 공중작전이 없었더라면 전선에 분산되어 있는 소수의 용감한 장병들

소 패트리지 장군을 방문하고 지상예비군이 도착할 때까지 적을 저지하도록 요청

이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술회했다. 그러나 텔 장

했다.

군의 휘하 사단은 5개 사단병력으로 매진하는 적군에게 중과부적으로 압도되고 7
32) General

Walton Walker; 1950년 12월 23일 참전 중인 아들 샘 S. 워커 대위의 은성 무공 훈장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던 중 도봉동 근처에서 지프차 전복사고로 전사하고 후임으로 매슈
리지웨이 중장이 부임했다.

월 20일 적군은 대전을 점령하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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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에 이르러 UN 공군의 후방 차단 작전

본국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선

의 효과는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산군의

전재료가 될 수 있는 여하한 지역

수령급(首領級)들은 단시일 내에 승리하지 않으

의 공중폭격도 금했다.

면 전부를 잃을 것이라고 결심한 것 같았다. 8

<‘반덴버그’ 대장(우(右))이 5공군사령관 패트
리지 소장(좌)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8월 8일 스트레이트마이어 장

월 31일 밤이 조금 못되어 북한 공산군은 드디어

군은 오도넬 장군에게 매 3일마

낙동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다음 며칠간 공산

다 2개전대의 폭격기로 최대한의

군은 유엔군 측 낙동강 교두보 남서방에 포진한

효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했다. 방

미 제2, 제25사단 전면에 6개 사단 병력을 투입

화용 폭탄보다도 고성능폭탄을

했다. 이 비상사태에 처해 제5공군은 전력을 다

사용할 것을 제의한 후 B-29 폭

했다.

격기들은 출격 횟수에서나 폭격

9월 3일 제25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은 “제5공

량에서나 제2차 대전 당시의 기

군의 폭격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사단 장

록을 깨트렸다. 또한 전략폭격기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후 수복한 김포공항에 최초로 착륙
한 미 공군 수송기)>

병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말했다. 제2사단장 로

들이 레이더를 사용함으로써 극동 공군의 당국자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날씨에

벤스 카이젤 소장도 어느 날의 지상 협동작전을

관계없이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적어도 1,500명의 적군과 장비를 섬멸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B-29 폭격기와 해군
함재기들도 전선 지구에 주력을 기울였다.

전략폭격은 개시된 이래 꾸준히 계속되었다. 나진(羅津)을 제외하고는 (나진은 소
련 영토에 너무나 근접되어 있으므로 폭격계획에서 제외되었다) B-29의 폭격은 순

1950년 9월 초순의 전투는 북한군이 전투부대로서의 마지막을 고하는 때였다.

조롭게 진행되었다. 9월 15일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적의 군수 생산능력과 적

맹렬한 공중공격으로 보급로를 차단당한 적군은 최후의 공격을 완전히 결사의 힘

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요군사 시설의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침묵되었

은 5회에 걸친 파상공격은 무장부대였으나, 다음 2회의 공격 시는 비무장 부대였

다. 9월 26일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 장군에게 비교적 장기적․군사적 의의가 있는
적측 공격목표에 대한 폭격은 중지하라고 명했다. 이리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폭격

고, 다만 쓰러진 동료들의 무기를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다. 9월의 최초의 1주일이 지

은 2개월이 못되어 완료되었다.

으로서 감행해왔다. 9월 9일 미 제2사단 전면의 영산지구 전투의 예를 들더라도, 적

나자 공산군은 후방지역에 불과 몇 개의 전투부대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북한(北韓) 전역(全域)의 전략폭격(戰略爆擊)

역사적(歷史的)인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

1950년 여름 유엔 지상군부대가 남으로 후퇴하고 있을 무렵, 맥아더 장군은 수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공산군은 유엔군으로서는 금단의 영역으로 간주

륙양면으로부터 북한군 포위작전을 계획 중에 있었다. 8월 30일 그는 작전명령을

되어 온 중공과 소련으로부터 모든 보급을 받고 있었다. 물론 전쟁 초기에 북한 공

하달했다. 에드워드 알몬드33) 소장이 지휘하는 미 제10군단은 9월 15일을 기해 인

산군은 북한 내 공업지대에서 상당수의 군수품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7월 29일 미

천에 상륙하고, 제8군의 북진 공격과 합류하여 북한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연합참모본부는 B-29 폭격기 2개 전대를 추가 파견해줄 것을 제의하고, 북한 내 공

해군의 제77기동부대는 공중우세를 이용하여 엄호사격과 상륙에 협동하라는 것이

업지대 폭격에 사용하라고 명했다. 맥아더 장군이 이를 수락하자, 미 전략공군사령

다. 연안에 상륙하면 제1해병대의 항공대는 제10군단의 공중지원을 할 것이며, 극

부는 8월에 제98, 307폭격전대를 파한했다.

동 공군은 제8군을 지원하고 187공정전투부대는 군수품을 공수할 것 등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전략폭격 목표지점은 평양, 청진, 원산, 흥남 및 나진 등 일대였다.

공중수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추가부대를 창설하

폭격문제를 간략화하고 심리적인 이득을 꾀한 극동공군은 주로 지구(地區) 폭격 전

고, 극동공군전투수송사령부를 8월 26일 설치했으며, 월리엄 터너 소장이 사령관

술과 군수품 저장지대의 방화에 중점을 두었다. 민간인 희생자 발생을 우려한 미
33) Edward Al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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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명되었다. 8월 하순 314공군전대는 미국으로부터 C-119형 수송기를 가져
왔다.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9월 10일부터 16일 간에 케지아34)라고 부르는 태풍이 남부 일본을 휩쓸었으나,
항시 비상대기 중의 제8, 제18전폭전대는 F-51 무스탕 전투기를 한국 내 공군기지
로 이동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출격회수는 부쩍 늘었으며 극동공군 휘하의 전 항공
기는 일주일 평균 3,257회의 출격을 했다. 적의 병력보강의 가능성을 미연에 저지하
기 위해 B-29 편대들은 서울에서 원산, 평양에 이르는 전 철로와 조차장을 파양했
다. 정찰기들은 적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했으나 극동사령부가 인천상륙을 단행하
기까지 여하한 적군도 이것을 예기치 못했던 것이다. 2대의 RF-80 정찰기들은 (제8
전술정찰대대 소속) 상륙지점을 촬영하기 위해 출동했다.
인천에서 미 제10군단은 9월 15일 미명 상륙을 개시했다. 극동 공군의 전투수송
사령부는 상륙부대의 중요군수품을 준비했고 9월 19일 14시 26분 최초의 C-54 수
송기가 탈환된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이튿날부터 대규모의 공수작전이 전개되었
다. 9월 하순 공수작전의 필요상 수송기들은 제187 공항전투부대를 김포로 이동시
켰다.
제 공군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제8군은 부산교두보를 어려움 없이 돌파하고 북
진을 개시했다. 9월 19일 전투기부대들은 지상군부대의 최대의 장벽인 영천을 불바
다로 만들었다. 그 다음날 42대의 B-28 편대가 왜관 서북 및 서방(西方)을 폭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9월 22일 제8군은 종진(縱陣)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이와
같은 전술은 제5공군이 전방부대와 측면의 적을 섬멸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다른 제5공군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는 대한민국군을 지원했다.
이처럼 돌변한 사태에 처하여 수많은 공산군들이 투항해왔다. 제5공군은 패주하
는 적을 추격하면서 맹폭격했다.

<다음 호(號)에 계속(繼續)>

☆ 1959년(年)의 화제(話題)

☆ 1958년(年)의 10대(十大) 뉴스

☆ 동서(東西)의 전략태세(戰略態勢)

☆ 1958년(一九五八年)과 한국(韓國)과 나
☆ 한국(韓國)에 대(對)한 나의 인상(印象)
34) K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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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特輯)

특집(特輯) ☆

1959년(年)의 화제(話題)
미국(美國)을 중심(中心)으로 본

으로써 그때까지 인류가 무조건 신봉했던 하나의 신념을 분쇄해 버렸다고 자부
했었다. 인류가 무조건 신봉했던 하나의 신조는 “미국이 근대 무기 부문에서 소
련보다 수년 앞서 있다”는 믿음이었다. “미국이 최강국이고 미국의 과학이 가장
고정훈(高貞勳)

△ 우주시대(宇宙時代) 제2년(第二年)의 특징(特徵)

조건 용인된 상식이었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진리와 같은 불변의 진리로 인

스푸트니크가 멀리 대기권 박으로부터 삐- 삐- 소리를 보내

식되어 왔었다. 그랬는데 소련은 이러한 신념을 깨부순 것으로 자신했고, 인류

온 것을 가리켜 1957년을 상징하는 소리라고 했고, 우주시대

가 스푸트니크 위력 앞에서 전전긍긍 떨게 되었다고 자부했었다. 따라서 공산주

의 도래를 통고하는 역사적인 음파라고 했었다.

의자들은 종래의 동, 서 무장력 비중이 뒤집히고 자유세계보다 공산진영이 무력

그러면 바로 지나간 1958년을 상징하는 사건이나 현상은
무엇인가?

경쟁에서 앞서게 된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므로 소련의 일방적인 고집은 무리
한 억지가 아니고, 또 소련의 자기중심적 주장도 과히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역시 대기권 밖에서 들려온 음파가 1958년을 상징한 것이

된 일면이 나타난 것도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다. 소련 및 중공은 이러한 기운을

라고 해야 할 터인데, 과연 우주시대의 여명기(黎明期)란 감

가장 예민하게 포착해서 스푸트니크의 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국제정치면에서

을 농후하게 자아내는 현상이라고 해야겠다. 1958년을 상징

이용했다. 종래의 고집은 더욱 굳어졌고 종래의 일방적 주장은 더욱 완강해졌다.

한 음파는 1957년을 상징한 스푸트니크의 삐- 삐- 하는 소리

정상회의로 소련 측 조건대로 개최되어야 하고, 군축문제로 소련 측 요구대로 해

와는 대단히 대조적인 것이었고, 삐- 삐- 하는 신호전파가 자

결되고, 중공 문제를 비롯해 모든 세계적 현안이 소련 측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아낸 불안감이나 공포감과는 정반대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해결되어야 한다는 강압적인 태도는 더욱 완고해졌다. 이러한 완강히 바로 스푸

축원하는 아[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지구

트니크 공세의 특징이었고, 자유세계가 이에 항거한 것이 1958년의 특징이었다.

에 전달하는 소리였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미국이 궤

그런데 미국의 스코어 기획의 성공은 스푸트니크 공세에 대해서 실력으로

도 위에 올려놓은 아틀라스 호 유도탄은 비단 아이젠하워 대

“노”[No]한 것이었으며, 스푸트니크가 발신한 삐-삐 소리에 의해 조성된 공포감

통령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대기권 밖으로부터 인류에게 중

을 크리스마스가 자아내는 평화 분위기로 대치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즉 1958

계할 수 있는 경이적인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상

년에 자유세계가 달성하려고 노력한 목표의 성취가 바로 스코어 기획의 성공이

징적인 것이 아니다. 아틀라스
‘스코어

기획’36)의

유도탄35)을

궤도에 올려놓은

었다. 서방측이 소련의 스푸트니크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성공이 1958년을 상징한다는 뜻은 보다 더

것이 1958년의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이 스코어 기획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에 기인하고 있다.

의 성공이었다는 의미에서 아틀라스 호가 발신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1958년의 특징은 공산세계의 스푸트

1958년을 상징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니크 공세에 대항한 자유세계의 필사적인 건투라고 해야겠다.

소련이 지금까지 궤도 위에 올려놓은 인공위성의 어느 것보다도 큰 아틀라스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1957년 10월 4일에, 그리고 2호를

유도탄이 궤도 위에서 지구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우주시대

11월 3일에 궤도 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거니와, 이러한 성공

에서의 경쟁 가운데서도 미국이 앞서게 되었다는 산 증거이다. 그래서 스푸트니

35) Atlas Missile
36) Projec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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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트니크 이전의 그것으로 되돌아간 것이라 해야겠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의원,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의원을 선출하는데, 알래스카에서는 2명의 상원의원

SAC37)(전략공군)[사령부]과

과 1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었음) 그리고 하원에서 282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유도탄발전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여 비약적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스코어

각 주지사의 소속당별 분류에 의하면, 민주당 지사가 35(알래스카 포함), 공화당

기획의 성공은 이중, 삼중의 전진을 가져온 것이라 해야겠다.

지사가 14명인 것이다. 지난번 제85대 국회의 세력분포는 상원에서 민주당 49,

1958년에 소련 측 인공위성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공화당 47로 2석의 차였고, 하원에서 235석 대 200석으로 35석의 차였는데 이

△ 민주당(民主黨)이 미칠 영향력(影響力)

번 국회에서는 상원에서 30석의 차 하원에서 129석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초두(初頭)에 화젯거리의 하나는 역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예산교서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반대당이 거의 3분의 2 다수의석을 점유한 국회

의 내용 및 이 두 개의 대통령 교서가 던질 파문일 것이다. 미국 정계에서 1959년

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약간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을 사적으로 설득

은 차기 대통령선거전을 앞둔 민주, 공화 양당의 인기획득 공작이 가장 치열하게

함으로써 상원에서의 법안심의를 조정할 수가 있었고, 하원에서는 20명 내외의

전개될 1년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1960년 11월에 있다. 그리고 1960년에

민주당 의원을 납득시키면 족했다. 하지만 제86대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민주당

는 양 대당이 입후보자 지명을 에워싸고 당내 정치를 백열화(白熱化)시킨 후 선거

의 주류파와 공적으로 협상하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전에 전력을 총동원할 그런 1년인 것이다. 따라서 양당이 인기 제고에 최후적 그

그래서 민주당 주류파의 정견이 과거보다 더욱 농후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

리고 최선의 노력을 총집중해야 할 시기는 바로 금년 한 해 동안이다.

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해서 거의 정책을 수행할 수

지난번 11월에 있은 중간선거(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있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금년 후반기에는 민주당과 협력함으로써만이 정책

경우를 총선거라 하고, 대통령선거와 겹치지 않은 국회의원만의 선거를 중간선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사건건에서 그들이 원내 다수당이라

거라고 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이 교체된다. 하원의원

고 하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려고 선전할 것이다. 이리하여 민주당 영향이

의 임기는 전원 2년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는 매 2년마다 있고 대통령선거

강대하다는 인식은 실질적인 의의보다 많이 과장될 것이다.

는 매 4년마다 있다)의 결과로 민주당이 고(故)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대

사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이 종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승이래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평자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0세

없을 것이고, 민주당과의 관계도 종전의 그것이 약간 더 확대되었을 뿐인, 그런

기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당 국회와 경합케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젠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인기획득책은 민주당의 영향력을 과

하워 대통령은 절대적인 인기로 두 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건만 제1차 임기 때

장해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터 계속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와 경합해왔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득
세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현저하게 상승했으며, 드디어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의
압도적 대승을 거두기에 이르렀다. 금년 초두에 개원할 제86대 국회의 세력분포
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62석이, 공화당이 34석, 하원에서 민주당이 281석, 공화당
이 153석, 무소속 1석으로 되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알래스카가 합중국의 한 주
로 정식 편입되고, 12월 초에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승하다시피 모든 선거
에 의한 공직을 차지해 버렸음으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64석(한 주는 2명의 상원

△ 아이젠하워 대통령(大統領)의 두 교서내용(敎書內容) 전망(展望)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두교서(年頭敎書)와 예산교서에서 제시할 미국정책의

큰틀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 전 85대 국회에서 폐기된 케네디=아이브스 노동조합비행취체법보다 더 강
력한 법을 제정해서 불량한 노동자 수탈배들의 발호(跋扈)를 방지한다.
(2) 흑인문제를 놓고 연방사법성이 주정부의 비민주적 조치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신민권보장법을 제정케 한다.

37) Strategic Air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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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85대 국회에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 영간 3억 7,500만 달

월 총선거에서 획기적인 진출을 보인 북부 및 서부 출신의 진보세력은 남부출신

러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체신성의 적자를 보충하는 체신요

보수 세력에 대해 당내 헤게모니를 에워싸고 맹렬한 도전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금인상안(遞信料金引上案)을 통과시킨다.

민주당 내 진보파는 미국 내에서 리버럴(자유주의적) 한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있

(4) 연방정부 책임 하에 있는 공공도로의 보수비용을 염출하기 위한 휘발유 가

으며, 이 세력 내에는 소조 에그헤드(달걀과 같은 얼굴로서 일정한 형상이나 용

격의 인상안을 제출케 한다. 대개 1갤런 당 3센트 정도의 가격 인상일 것으로 예

모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형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명확한 견해로서는 표

측되고 있다.

현되기 어려운 존재)라는 지성인들로부터 사회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좌

(5) 상이군인연금을 보다 더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파세력이 내재하고 있다.

(6) 현재의 잉여농산물 대책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소맥에 대한 현행 75% 내

그리하여 민주당의 외교정책은 덜레스 노선과 영국 민주당 외교노선의 중간

지 90%의 보조율을 60%로, 연초의 90%를 80 내지 85로 인하할 법안을 제출케

쯤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민주당 외교노선은 앞서 말한 당내보수 및 진보 양파

한다.

의 견해가 조정됨으로써 결정된다. 그러므로 1959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

(7) 현재 빈민굴철거 및 대책을 위해 연방정부가 전 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
고 있는 것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개정한다.

부가 민주당의 영향을 종전보다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은 덜레스 외교노
선의 점진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국 외교정책에의 일보 접근을 의미하

(8) 항공용 휘발유에 과하는 연방정부세를 1갤런 당 2센트 내지 3.5센트로 인
상한다.

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공공연한 외교정책수정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기

(9) 현재 민간공항건설비로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보조금을 대폭 인하한다.

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산세계의 정략이 미국에게 이러한 공공연한 정책수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획은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정을 보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련은 당분간 냉전 상태를 역이

노력의 표시이며, 유도탄, 인공위성 등의 발전을 위한 세출을 건설재정의 테두리

용하려 하고 있고, 또 1월 27일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안에서 감당하려는 의도의 표시이다.

7개년 계획안 역시 냉전의 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련 측 고집
은 그네들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정상회의의 개최를 실현하고, 세계적 현안의 해

△ 미국외교정책(美國外交政策) 내면(內面)

결로 또한 그네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이룩하려는 복선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덜레스 노선과 민주

므로 미국은 외교정책의 수정이 소련 측의 희망을 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며, 소

당 노선을 절충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양식은

련의 성의표시가 전 인류에게 잘 인식되고 외계서의 경쟁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내년(1960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득승하더라도 되도록 smooth하게 외교

앞섰다는 사실이 상식화될 때까지 외교정책의 수정을 단행할 수도 없는 처지에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민주당 국회

있다.

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부득이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외교정책은 수정을 지향하면서도, 그러한 수정의 표명이 소련
에게 부당한 선전적 이익을 주는 사태의 조성을 극력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의 외교 노선은 어떠한 것인가?

(필자 조선일보사 논설위원)

주지된 바와 같이 민주당 내에는 남부 출신의 소위 보수파와 북부 및 서북 출
신의 진보세력의 양대 파벌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 제85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
체로 남부 출신의 보수파가 당내 헤게모니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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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年)의 10대(十大) 뉴스
삼각야인(三角野人)

◇ 서언(緖言)

해가 바뀔 때마다 의례 10대 뉴스를 묻는 습성이 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
니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각 신문사마다 각 통신사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
여 보도하고 있다. 이미 UPI나 AP에서도 1958년도의 10대 뉴스를 결정하고 있
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해에 이러한 큰 뉴스가 반드시 10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1개도 일어나고 12개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열
개만 골라내자는 의도를 모르는 바도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단기 4291년(서기 1958년)에 일어난 큰 뉴스들은 너무도 많았다.
이(李) 대통령의 월남국(越南國) 방문을 비롯하여 조(趙) 대법원장의 취임, 5․2
총선거 등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순차 10대 뉴스를 선정해 나가면 그 국내에 함유
되지 못할 큰 뉴스가 너무 많이 남게 된다. 그러나 국가적인 대 뉴스는 되레 필자
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또는 공보에 의해서도 사실로서 남아 있겠
지만 시정에서 또는 서민 간에 일어난 큰 뉴스는 자칫 잘못하면 영 말살되어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지난해에 겪은 큰 뉴스들을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머릿속
에 망라하여 반대로 적은 것부터 10개만 골라 보기로 했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필자에게는 뺄 수 없는 큰 뉴스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국내 뉴스에
국한된 것은 물론이다.

1. 안암동(安岩洞) 사가족(四家族) 집단(集團) 음독(飮毒) 자살사건(自殺事件)

샐러리맨 생활을 해오다가 실직하고 마침내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자 네 가
족이 모조리 음독자살한 사건이다.
안암동 134의 23호 강(康) 씨 집에 셋방살이를 하던 박두영(朴斗英) 씨(46)는
일본대학을 졸업하고 함흥에서 양조장과 정미소를 경영하며 해방 전까지는 퍽
행복하게 살아왔다. 해방이 되자 가족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한때는 한양(漢陽)
중학교에서 교편도 잡았고 그 후에 전주(全州) 등지에서도 전전(轉轉) 직업을 바
꾸다가 사건의 바로 6개월 전에는 서울 시내 남대문로(南大門路)에 있는 제1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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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그만둔 후 실직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교육을 받고 또 이미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40대가 무엇 때
문에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더구나 그 부인되는 김정신(金正信)(42)
여사도 일정(日政) 때 고향인 함흥(咸興)에서 여고를 졸업했으며 한량없이 마음
이 곱고 어떠한 곤경에 빠져 있더라도 한 번도 남편에게 싫은 표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 가운데는 장남 차헌(車憲)(21) 군과 차남 혁(赫)(19),
삼남에 성일(成一)(9) 군이 있었다. 사건 현장에는 마침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
은 장남인 차헌 군에게 “이렇게도 괴로운 세상을 살려고 고생할 것 없이 내 뒤를
따라 죽기 바란다.”는 한통의 가슴 아픈 유서를 남기고 박(朴) 씨, 그의 아내인 김
(金) 여사 그리고 차남인 혁, 삼남인 성일 군이 모두 이부자리를 깔고 나란히 자
살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2월 11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40대의 인
텔리가 어린 처자를 데리고 유유히 죽음을 택했다. 현장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자식들도 하등 반항함이 없이 아버지를 따라 순순히 죽어갔다. 1958년의 구
정을 전후해서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다.

2. KNA 여객기(旅客機) 납북사건(拉北事件)

민간회사인 대한국민항공사 소속의 정기여객기(DC-3)가 2월 16일 상오 11시
28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한 채 김길태(金吉泰), 김순기
(金順基) 등의 흉계에 의해 북한 순안(順安)비행장에 납북되었다.
승객 가운데는 민의원(民議院)의 유봉순(兪鳳淳) 의원을 비롯하여 공군 정
훈감 김기완(金基完) 대령, 김진섭(金鎭燮) 씨 등이 끼여 있었다. 그런데 비전투
기인 민간의 정기여객기를 납북한지 20일 만인 3월 6일에는 또다시 이 여객
들을 송환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창랑호(滄浪號)의 기체는 반환해 오지 않고
흉계 주모자들도 송환되어 오지 않았지만, 송환된 인사들의 말을 빌리면 20
일간에 걸쳐 북한괴뢰들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속심을 안보이려 애썼으며, 위
선에 찬 사탕발림의 대접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송환되어 온 이들
여객의 눈에는 공포에 떨고 기아에 헤매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간파하고 말
았던 것이다. 심지어는 납북두목인 김형(金亨)의 처 김미숙(金美淑)은 평양에
서 “나는 정말 이런 줄은 몰랐어! 나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어. 난 돌아갈 테
야”하며 김형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가히 북한의 사는 꼴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항공기를 불법 납북해 간 것은 누구며, 또 비행기체는 가로채고 여객만
돌려보낸 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야말로 철면피한 강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낸 것은 괴뢰들의 적화공작 방법이 많이 변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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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회(第三回) 아세아(亞細亞) 경기대회(競技大會)에서 마라톤 1착(着)
제패(制霸)

5월 25일부터 일본국 동경에서 열린 제3회 아세아 경기대회에서 우리 한국의
이창훈(李昌薰) 선수가 당당히 2시간 32분 15초로써 1등을 하여 동 대회의 신기
록을 수립했다. 이 마라톤 경기는 동 대회의 제5일째인 5월 29일에 아시아 6개국
10명의 강호가 참가하여 섭씨 28도의 무더위 속에 오전 10시 반 동경 국립육상
경기장을 출발 동경 교외 나리마쓰(成松)를 반환점으로 하는 42.195km 코스에
서 거행되었다.
그 외에도 자전거에서도 1위부터 3위까지 독점하고 금메달만 도합 8개를 획
득 전체적으로 3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욕심으로 말하면 전체적인 스코어로 1위가 되지 못한 것이 불만스럽지만, 동
경기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일본을 제압했다는
것은 온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남음이 있다. 아직도 우리의 일제 당시 손기
정선수가 베를린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원통하게 생
각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일본의 수도에서 또 일본 국민들의 눈앞
에서 우리의 기력을 과시했으니 퍽 자랑스럽고 상쾌한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4. 영일(迎日) 을구(乙區) 선거무효판결(選擧無效判決)

경상북도 영일 을구가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시작된 지 처음으로 선거 무효로
되었다. 즉 6월 21일 오전 11시 반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김갑수(金甲洙) 대법관
주심 아래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5․2 총선거에 당선되었던 김익로
(金益魯) 씨와 원고인 김상순(金相淳) 씨는 9월 19일 재선거에서 자웅(雌雄)을 다
투게 되었다. 마침내 자유, 민주 양당의 치열한 경쟁 속에 진행된 이 선거에는 70
여 명의 양측 민의원이 현지에 동원되어 일대 설전을 벌였고 자유 분위기 보장에
대한 일종의 모델 케이스처럼 되었다.
20일 판명된 개표결과는 총투표 32,673표 가운데 김익로 씨(자유당)가
14,310표 김상순 씨(민주당)가 13,986표 김헌수(金憲秀) 씨(무소속)가 2,255표로
서 김익로 씨가 324표 차로 당선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따지고자 하는 값
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소송사상 처음으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
다는 사실이다.

5. 외교관(外交官) 가족동반금지(家族同伴禁止) 해제조치(解除措置)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8월 7일 이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선진 각 국의
선례를 깨트리고 해외공관 근무자의 가족동반을 금지해왔는데, 이를 다소 완화
하여 일등서기관급 이상의 외교관에 한해 부인동반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특집(特輯) ☆

아직도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은 여전히 동반할 수 없으므로 전면적인 해
제조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획기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본시 외교란 외교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가정의 뒷받침이 없고 내조의 힘
이 없이 무슨 외교가 제대로 될 것인가. 마침내는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또 향
수병에 걸려 사무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기 쉽다. 앞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
로 기대된다.

6. 금
 문도(金門島)[진먼다오] 작전(作戰)서 최병우(崔秉宇) 기자(記者) 조난
순직사건(遭難殉職事件)

인도네시아 반공의거전선(反共義擧戰線)에 특파되어 현지의 생생한 뉴스를 전
해오던 한국일보사 최병우 특파원은 대만해협의 전운이 절박하자 다시 9월 11일
타이베이에 도착하여 이날 밤 금문도에 상륙, 동 해변에서의 과감한 호송선단 양
륙작전(揚陸作戰)에서 무난히 포격을 뚫고 금문도 상륙에 성공했으나 상륙 직후
등화관제가 되어있어 깜깜한 도로상에서 지프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차 밖으로
굴러 떨어져 두부에 파열상과 수족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최 기자는 9월 26일 재차 금문도에 상륙하기 위해 LST를 타고 금문도 료우
뤄완(料羅灣)38)[요라만]앞바다에 이르렀다. 비 오듯 하는 중공의 포격을 뚫고 마
지막 LST에 몸을 실어 금문도에 향한 것이 바로 오후 2시경 요라만 약 4Km 지
점에 이르렀을 때 이 LST의 기관이 고장 나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다. 이 LST에는
한국일보 최병우 기자를 포함한 외국 기자 3명 중국 기자 5명 합쳐 8명의 기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옌츙체 기자와 일본 공동통신의 오쿠도 타다오(奧戶忠男) 기
자만은 표류하다 구출되었고, 아직도 나머지는 묘연한 채 미궁에 빠졌다. 한국
의 신문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작전까지 종군하여 만리이국(萬里異國)
에서 생생한 뉴스를 귀에 들려주던 최(崔) 특파원은 마침내 중국의 금문도 앞바
다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신문기자로서 해외에 특파되어 순직
한 기자는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다.

7. 한은농구단(韓銀籠球團)의 일본원정(日本遠征)

한국은행 여자농구팀은 9월 7일부터 18까지 일본에 원정하여 삼정[미쓰이]생
명보험(三井生命保), 북지[기타시바]전기(北芝電氣), 권업[칸교]은행(勸業銀行), 지
포[시바우라]전기(芝浦電氣), 흥은(興銀), 실도광학(失島光學), 삼릉[미쓰비시](三
菱), 일방(日紡) 등 여자농구팀을 모두 무난히 격파하여 8전 8승의 전승 기록을
냈다. 특히 이 농구경기가 일본서 개막되고 있는 동안 매일 UN군 총사령부 아나
38) 원문의 羅科灣은 料羅灣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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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 홍양보(洪陽寶) 씨가 이 실황을 중계 방송했다. 한국의 고루(固陋)한 가족제
도 하에서 우리나라 여성은 퍽 연약할 걸로 알려졌던 것이 이번에야말로 한국 여
성의 늠름한 모습을 아시아에 떨친 셈이다. 각 가정마다, 다방마다, 직장마다, 라
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 여성의 강인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8. 박태선(朴泰善) 장로(長老) 사건(事件)

경남 마산에 있는 박태선 장로교 전도관(傳道館)에서 17세 소년을 안찰기도
(按擦祈禱)하다가 치사(致死)하여 암암리에 매장해 버린 것이, 7월에야 발견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잇달아 이 장로교의 본부인 소사(素砂)신앙촌에서도 동일한 안
찰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세인(世人)의 비난을 샀다. 마침내 경기도의회에까지 비
화 박(朴) 장로가 성금을 모집한다는 구실 하에 남의 가산을 강제 탈취하여 기업
체를 만들고, 무허가 건물과 사설동회(私設洞會)까지 설치하여 병역기피를 은닉
하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다 그 조사를 건의했다. 한편
으로 문교부에서는 그 사교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은 안찰치사피의자를 구속
하고 위법적 행위를 조사했다. 이로 인하여 신도들의 많은 이탈을 보게 되었고,
10월 28일에 이르러서는 한 신도로부터 공갈, 협박으로 가산을 탈취해 갔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교성(邪敎性) 여부도 규명되
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교성 여부보다도 이런 종류의 종교에 시민이 곧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자유진영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 보장해주고 또
국민의 자유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는 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의 귀의성(歸
依性)이 잘못하면 신도의 맹종을 강요할 우려가 없지 않다. 후진사회일수록 사
교(邪敎)가 기를 쓴다고 한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종교계는 일대 각성의 눈을
크게 뜰 일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박태선 장로는 취재를 간 신문기자에게 안
찰기도를 해줄 테니 시험 삼아 받아보라고 대들었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부언해
준다.

9. 진보당(進步黨) 사건(事件)

「중앙정치」라는 잡지에 평화통일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면서부터 발단된 이 사
건은 서울고등법원재판부에서 열린 10월 25일의 공소심 언도공판에서 피고 21
명 전원에 대해 원심을 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봉암(曹奉岩), 양이
수(梁利洙) 등에는 사형 그 외 피고에도 모두 유죄판결이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여 드디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었다. 공소심판결에서
재판장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이북괴뢰와 동등한 위
치에서 통일할 것을 획책했고, 당의 강령, 정책 중에는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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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본주의의 체제를 변혁하려는 불온(不穩)한 대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개풍(開豊)빌딩의 백주(白晝) 갱 사건(事件)

권총을 가진 25세의 홍두표(洪斗杓)라는 청년이 대낮(白晝)에 개풍빌딩 5층
506호실에 있는 대한양회(大韓洋灰)공업주식회사에 나타났다. 정식으로 면회를
신청하여 비서의 안내로 이동준(李東俊) 회장을 만나 홍(洪)은 이(李) 회장 바로
옆에 의자를 대고 앉은 다음 옆구리에 45mm 구경 피스톨을 코트 주머니에서 꺼
내어 겨누고 “떠들면 죽일 테니 꼼짝 말고 그 편지를 읽어봐라.”고 편지(협박장)
를 꺼내 놨다. 그 편지 겉봉은 한은(韓銀)의 김진형(金鎭炯) 총재가 이 회장에게
보내는 사신처럼 되어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인즉 “600만원이 필요하니 내놓으
라.”는 협박장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새파랗게 질린 이 회장은 그 부하
를 불러 수표 등 도합 300만원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홍은 유유히 그 돈을 주
머니에 넣고 또 피스톨을 이 회장의 탁자 위에 내놓으면서 10분 이내에 경찰에
연락하면 죽인다는 외마디를 남기고 미리 기대시켰던 택시 차를 타고 사라진 것
이다.
이 대담무쌍한 범인 홍이 바로 한은의 전(前) 행원이었고, 또 25세의 약관(弱
冠)이라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범인은 또 순순히 자백하여
말했다. “잡힐 것은 이미 각오했었다. 다만 빚에 쪼들리고 돈이 필요했으므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잡힐 줄 알며, 나쁜 짓인 줄 알면서 무
엇 때문에 그는 죄를 저질렀던가? 몸부림치는 20대의 반항!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교도(敎導)와 더불어 20대 전후파(戰後派)의 철저한 반성이 절실히 요청
된다.

◇ 결언(結言) ◇

단기 4291년, 서기 1958년은 확실히 다난(多難)했다. 여러 가지 부문에서 새로
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들을 새로운 희망을 꾸미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
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미래를 꾸미기 위한 시
련이 결실할 행복보다도 몇 배 크고 고통스럽다면 무엇 때문에 구태의연 그대로
있어야만 되겠는가! 우리는 크게 개심하여 개선해야 될 것이다. 오는 새해의 희망
을 위해! 국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새해에는 반드시 행복의 씨가 틀 것을 믿으
며 붓을 덮는다.
(12월 18일)

Vol.37

71

☆ 특집(特輯)

특집(特輯) ☆

동서(東西)의 전략태세(戰略態勢)

그러므로 침략의 선수(先手)는 언제든지 공산 측에서 썼으며, 자유세계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방위수단을 썼던 것이다.

김창순(金昌順)

침략(侵略)과 방위(防衛)의 성격(性格)

그러므로 동서의 전략태세를 논할 때도 그의 기본관점은 침략과 방위의 성격
을 식별하고, 아울러 역사의 지향과 양자의 관계를 관찰하는데 입각(立脚)해야
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공산측은 팽

양자(兩者)의 지상전략(地上戰略)과 대결(對決)

창을 위해 도전했고, 자유세계는 침략을 막기 위해 용
감했다. 그리하여 송구하는 무술(戊戌) 1년은 침략과
방위의 대결로서 특성적(特性的)이었다.

네루나 티토 같은 이들은 세계의 긴장 상태가 동․서

일국의 인적자원, 에너지 동력원, 철강자원, 기술적 능력, 군사기술, 정치지도력
등등 국력의 요소를 따져볼 때, 소련은 동반구에서 일개 강국임에는 틀림없다.

양진영의 군사블록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그러나 그가 세계를 능히 정복할 수 있으리만치 강대하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

무술 1년의 경험만을 통해서 볼지라도 부당한 피상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려 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

(皮相論)이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침략목적이니

인하지 않는 것이 또 한 사실이다. 이것은 별로 기이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

군사 블록과 방위동맹은 절대로 동위(同位)에 놓고 논

련은 세계를 능히 정복할 수 있으리만치 강대하지도 못하면서 그 야욕을 버리지

할 것이 못되며, 또 공산 측의 침략위험에 맞서 자유세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의 방위동맹이 생긴 것이므로 긴장 상태를 조성시킨
책임의 선후차성(先後次性)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어서, 공산 측의 간접침략으로 말미암아
중동지역에 전쟁위험이 급작스럽게 조성되었기 때문

그러므로 소련의 전략은 세계를 능히 정복할 수 있으리만치 강대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세계정복을 하고야 말겠다는데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 국력의 요소를 가지고 볼 때 소련의 그것보다 훨씬 강대
한 중량급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략은 소련의 침략을

에 미․영 양국은 세계평화와 중동안정을 위해 각각 출

막아내고 자유세계의 유기적이고 균등한 발전을 보장하려는 방위적 성격을 지니

병했던 것이다. 또는 중공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침

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방위전략은 자유세계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외

략을 감행했기 때문에 자유중국[대만]과 미국은 단호

에 공산침략에 희생된 노예민족을 해방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리하여 미소 양국의 지상 전략은 세계의 도처에서 대결하고 있지만, 특히 유

한 군사적 대응책으로 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즉 먼

럽, 중동, 동남아시아, 극동에서 더욱 처참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애당초 소련의

이야기는 고사(姑捨)하고라도 2차 대전 후의 북부 그

연안 발트 3국 병탄(倂呑)과 동유럽 강점 및 베를린 봉쇄의 군사적 모험이 없었

리스에서 공산 측의 침투와 반란이 있은 뒤에야 자유

다면 NATO의 결성을 서둘러야 할 긴급성은 서방측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바그다드 군사동맹에 대해도 마찬가지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소

세계는 이것을 내쫓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유럽에서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니까 공중수

련이 그리스의 공산화를 행동했고, 이란에 출병했으며, 터키를 위협하여 다르다

송으로 대응한 것이 자유세계였고, 또 우리 한국에 서

넬스39) 해협을 장악하려던 흉계가 노골화되지 않았던들 중동방위조약기구는 그

도 공산 측의 무력침략이 감행되는 것을 보고서야 집

처럼 촉진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방위의 행동에 들어간 것이 자유세계였다.
39) Dardan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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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월남에서 8년 전쟁 끝에 공산측이 북월(북베트남)을 강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들 공산침략으로부터 동남아세아를 방위해야한다는 긴요성이
그처럼 촉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에서의 공산침략이 일대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월남 및 캄보디아 라오스도 필리핀과 태국을 기지로 하는 자유진영의 방위전
략권에 들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리 불안한 편이 아니겠다.
극동의 정세는 우리 한국이 휴전선에서 강력한 공산침략 무력과 대치하고 있

이상과 같이 NATO, METO, SEATO 등의 자유진영의 지역적 군사블록은 공

다는 사실, 그리고 자유중국이 중공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

산 츩의 침략위험에 대응하여 이것을 막아내고 자유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

아서 가장 긴장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

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이다.

세계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후퇴해야 할 이유는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극동에 있어서는 아직 군사적인 집단보장체가 자유국가들 사이에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
인으로 꼽히고 있는 모양이지만 근래에 들어 긴요성이 더욱 주창되고 있는 것만
은 사실이다.

없다.
이밖에도 자유진영의 방위전략은 아프리카와 남북아메리카에 거대한 군사기
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불패의 대소(對蘇)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련은 그가 세계 공산화의 계획을 버릴 수 없는 까닭에 지금도 세

일본의 군비는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일국교의 정상화만 실현된

다면 동북서군사기구(東北西軍事機鞲)의 실현을 위해 일본의 개헌은 그리 어려
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서든지 공산권에 대한 소련 지배권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고 하며, 자유진영의 동맹관계를 해체시키려고 애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한미방위조약과 미중 및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동북아

자유진영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파고들면서 이간질하는 것은 소련의 전략문제

의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편인데, 한국 휴전선에서 공산침략 무력과 대치하

에선 뽑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소련이 군축문제를 놓고 연장의 흥정을 농하

고 있는 유엔군은 한국에서 난(亂)이 일어났을 때 유엔 결의에 따라 한국에 출동

면서도 서방측의 실제적인 제안에 부딪히면 이것을 모조리 거부하는 까닭은 서

한 자유세계의 집단안보 무력인 것이다.

방측 국가만을 군축케 하여 급기야는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차후

여기서는 일일이 숫자를 들어 자유세계의 지역적 군사동맹의 방위능력을 밝
혀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거대한 상비군과 미국의 중거리유도탄 배치를 갖
고 있는 NATO국가들은 유럽에서 공산침략을 막아내는데 실망과 열등감을 갖
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또 중동에서는 METO 이외에도 아이젠하워 독트린
과 지중해에 배치되어있는 미 제6함대의 기동력에 의해 언제든지 공산침략을 제
어할 수 있는 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줄 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미얀마], 세일론 등의 중립국가
와 이들 나라에 침식한 공산세력 때문에 이 지역 자유국가들은 한때 불안을 느

에 서방측 여러 나라들을 각개 위협하여 서방연합을 분열시키거나 또는 군사수

단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리하여 현재 소련의 경제적 침투, 정치적․심리

적 파괴공작의 간접침략 방식은 전략문제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전술이다.

소련의 전략문제가 이처럼 서방측의 방위전략을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아무런
승산이 서지 않기 때문이리라.

우주전략(宇宙戰略)의 형태(形態)에서 본 양자(兩者)의 관계(關係)

끼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의 앤저스 동맹

크렘린의 대외정책표방이 평화공존, 평화경쟁, 심지어는 평화적 협조까지 내세

[ANZUS]과 SEATO 8개국의 연결로서 공산침략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태세를

우는 진의(眞意)는 자유진영의 대소(對蘇) 포위망을 해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것

갖추었다고 본다.

이다. 공산 측의 이론 정책가들에 의하면, 자본주의경제의 퇴조기에 공산 측이 너

특기할 만한 사실로서는 금년에 군사쿠데타에 의해 버마의 반공 정치 태세가

무 급격하게 도전하면, 자본주의국가들은 군비로 그 퇴조를 만회하려하기 때문

강화된 사실과 태국 및 파키스탄의 정치체제 역시 한층 반공화됨으로써 이들 나

에, 그런 기회와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와 공존 혹은 평화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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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협조관계까지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럽방위를 위해서는 전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의 전술적 전구로 삼지 않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산 측의 소위 이론정책이요 사정일는지 모르나, 자
유세계로서는 귀담아 들을 바도 아니다.

수 없는 것이 미사일 시대의 피치 못할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 중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락

우주시대에 들어서면서도 자유세계가 공산측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
어야 하는 까닭은 마치 지방사회가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 이유에서다.

하는 육교적인 역할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방위의 중대한 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은 거의 가정적으로 미사일 시대 우주전략의 단편을 고찰해본 것이다. 세

경찰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질서를 유지해
야할 자유세계의 군사력은 범죄적인 침략행동에 대항하여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계지도나 극지권(極地圈) 지도를 보면, 미․소 양국은 인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극지권 지도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만일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
우 소련은 북극을 넘어 미국을 공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사일과 위성의 발달은 군사적으로 지구 자체를 하나의 전술적 전구

지금까지 소련은 ICBM(장거리유도탄)을 보유하는 나라로 알려졌고, 미국은

로 만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전략의 성능은 불가피하게 바뀌고, 전투의 영역

IRBM(중거리유도탄)을 보유하는 나라로 알려졌지만, 금년 11월 현재로 양자의

은 전면적인 심리전까지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우주의 공간으로까지

이와 같은 관계는 완전히 불식되고 말았다. 즉 금년 11월 28일에 미국은 6,325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일을 비행 완료한 대륙간탄도유도탄 아틀라스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ICBM이

이것은 일개의 대륙이나 또는 일개 대륙의 중요 부분을 일개 전술 구역으로 삼
았던 2차 대전 때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소련의 독점적이라는 신화는 깨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이 ICBM이나 IRBM
에서 모두 소련에 앞서고 있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일반적 인식으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미사일 시대의 서유럽방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므로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

그 기본요건의 첫째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시 공중공격으로 미국의 지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서

둘째로 고도의 기동력을 보존하는 핵무장 지상부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대

미국을 점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이 미국을 점령할 수 있으려면

지 미사일 방어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백만의 군대를 3개월 이내에 미 대륙에 상륙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유사시 NATO군이 서유럽의 직접방어에 나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는 경우 이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중기동부대가 필요하리라는

그래서 미사일 시대의 소련의 전략문제는 애당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

것이다. 이 공중기동부대는 고도의 기동력을 보유하는 공중 기갑사단으로 편성

자는데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보다 군비 우위를 점하여 미

되리라는 것이다.

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압도해놓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지역에서 분

이와 같이 미사일 시대의 전략은 지금까지의 전략에 대변혁을 초래할 것이 사
실이다.

쟁과 전쟁을 도발하여, 소련국에 편입시켜 나가자는 방향을 획책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방위를 위해는 유럽 한 개 대륙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까지를 합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서간의 군비축소협정은 국제정치의 실질적인 타당

하나의 전술적 전구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미사일 시대

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련이 지루한 군비협상을 그대로 끌고 나오

에서 영불해협은 벌써 적 측 군사침략의 장애물이 못되며, 육지이동에서 무시할

는 것은 어느 고비에서는 서방측을 군비축소협정으로 몰아넣고, 사실상 자기들

수 없는 비행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은 그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그런은 술책을 농(弄)하고 있

미사일 시대에서는 전술 구역부터가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
으리만치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방측의 방어 전략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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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면상 이것을 수락할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는 감시제도를 어떻게 꾸밀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공산 측의 전략문제이다.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또 오랫동안 선전과정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수

공산 측은 소위 평화적 통일의 ‘국호평화’(國號平和) 속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룩한 사람들에게 소련은 벌써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데, 서방측이 지나치게 소련

가 미국의 인공위성보다 월등하다는 선전과 소련의 국력 및 북한의 국력이 미국

을 불신하기 때문에 세계군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착잡한 여론을 조성

과 남한의 그것보다 훨씬 강대하다는 선전을 포함시켜 놓고 기묘하게 연중무휴

시키려는 것일지 모른다.

로 일삼고 있다.

이렇게 서방측의 분열을 획책하여 소련에게 유리하고 서방측에게 불리한 조건

이것이 근대전략상 그들의 심리전 측면이라면, 이번에는‘투쟁평화’(鬪爭平和)

의 군축협정이라면 형식상이라도 응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사일 시대에서 미

의 행동 속에 남한에 대량의 간첩들을 투입하여 그들에게 지하조직을 둥지 틀게

국과의 대전(大戰)을 치르지 않고 세계정복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소련의 전략문
제이다.

하여 불온문서를 제작․살포하도록 하고, 시기가 성숙되면 테러와 폭동을 감행하
도록 하고 있다.

이제 대해 자유진영이 단순하게 소련전략에 속아 넘어갈리 만무하겠지만, 미

이와 아울러 무장간첩 또는 무장유격대를 밀파하여 지하공작대의 폭동조직에

국의 해외기지 철수와 서방측의 핵장비 해제를 졸라대는 공산 측의 의도는 다만

호응하도록 해서 마치 남한사람들이 무장봉기한 것처럼 사태를 거짓 꾸며대려

대소(對蘇)포위망을 해체시키고,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에만 목표가 설정

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우(杞憂)가 아니라, 실지로 공산 측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측의 무장해제가 있는 날 그들의 세계정복전략을 경

며, 또 행동에 옮겨놓고 있는 일이다.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민족의 자유를 누리자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제적 침투, 정치적․심리적 파괴 등 간접침략 전술로써 목적은 기어이 달성하려는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공산 측의 전략응용 단계와 전략작전 단계에
일이 무엇이겠는가?

근대전략(近代戰略)과 우리의 태세(態勢)

감히 맹자(猛者)를 촉(促)하여 무술 1년의 송구(送舊)를 뜻있게 하련다.

수세기를 두고 전략은 전술보다 우월성을 차지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전쟁의 성격이 점차 보다 전술적인 요소를 증대시킴으로써 근대 전략은 많은 영
역에서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판이한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미(美), 보마크 요격유도탄(邀擊誘導彈) 발사(發射)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국민의 태도, 국가의 자연자원, 신무기 제작에 소요되는

250리(哩)밖의 적기(敵機) 격추가능(擊墜可能)

기술 및 속도 등이 국가전략의 결정적인 요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경제적, 심리적 및 기술적 요소는 실질적인 군사력 못지않게 전투 진행과 결과
에 대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주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와 탐
색결과로 획득한 지식은 국가 간의 전략경쟁에서 지구의 표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술적인 전투보다도 더 결정적인 요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공산 측은 전략작전 단계와 전략응용 단계를 병행시키고 있다.
그것은 공산 측의 전략이 ‘투쟁 평화’의 간접침략과 내부 와해의 심리전이라는

27일 대서양상에서 실시되는 또 하나의 모의(模擬) 공중전의 초기에 ‘보마크’ 요격 미사
일40)이 불길을 뿜으면서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미국의 최선진 공중무기라고 미 공군이 주장하고 있는 가느다란 47피트의 보잉사 제작
미사일은 긴 오렌지색 화염 끝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이것은 발사지로부터 250마일 밖에 떠있는 조종사 없는 F-80기(機)를 찾아서, 그것을 이
론적으로 격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
40) CIM-10 Bo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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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年)과 한국(韓國)과 나

1958년(年)과 한국(韓國)과 나

(1958 A.D. and I in Korea)

주한 프랑스대사(駐韓 佛國大使) 레옹 E. 장클레비치

서독대사(西獨大使) 리하르트 헤르츠

1955년에 내한한 이래 1958년은 직무수행에 해외 출장 또는 잠시간의 휴가로
1958년은 한국이나 자유세계가 큰 발전을 이룬

한국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 3년째 거주한 해입니다. 그간 이 나라가 매

해였습니다. 자유진영 국가들은 그동안 공산진영

일매일 계속 부흥해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여, 올해는 나에게

에서 도발할지도 모르는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귀

도 흥미 있는 관찰의 해였습니다.

국 대통령 이승만(李承晩) 박사의 현명한 충고에 계
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이 최병우 씨라는 귀한 인재를 잃어버린 금

제 1 부흥에 요하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치 않는다면, 그 속도의 척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얼마나 극적․인상적으로 현실이 뚜렷이 변했
는가를 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도의 폭풍우는 독일 수도에 대한 공산 측의 새로

1958년은 또한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개재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

운 위협이 확고한 결정적인 태도로 대비하지 않으

의 촉진강화를 위해 가진 노력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 목적달성에 극히 사소한

면 안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세계가 그 적과 대결하면서 강화된 이

결과를 초래했으나, 나는 장래에 나의 후임자 또는 혹시나 자신이 이 성과를 얻

한 해 동안 한국은 정신적․육체적 용기의 좋은 예를 마련했습니다.

기 바라며 용기를 북돋우는 바입니다.

에르하르트41)

재무

그리하여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고 과거에는 처리치 못했던 각종 복잡

상의 한국방문으로 더욱 공고해졌고, 주도적인 독일 상사(商社)들이 한국의 공

예민한 우방국과의 외교활동을 기민화하기 위해 직원의 충원을 받기 시작한 것

업발달에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관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있던 파동(드골 집정 때까지의 정치동란)이 있은 후, 이

이러한 협동이 다음 해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커다란 희망이 보이는 것

나라 국민들이 프랑스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높였을 것으로 과신(過信)하는 바

입니다. 이러한 것이 근래에 들어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는 사실은 모든 고난을

입니다.

독일에 관계되는 한 한국과 나의 조국과의 사이의 유대는

극복하려는 한국인의 의지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당연히 거두어야 할
성공으로서 보답 받을 것이라는 독일의 신념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내 사생활에 있어서는 나의 한가한 시간을 (버질42)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 환락을 창조하셨다.”) 여행, 운동, 오락에 충당치 않고, 독서와 수
양을 더 높이 향상시키는데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 한국에서의 1958년은
전적으로 허송한 것이 아니고, 직업적 만족감을 주는 기억에 남는 수획(收獲)의
해였다고 믿는 바입니다.

41)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Wilhelm Erhard,)는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시절 재무상을 역임했다.

42) Virgil

80

Vol.37

The comet

81

☆ 특집(特輯)

특집(特輯) ☆

한국(韓國)에 대(對)한 나의 인상(印象)
UN 군 사령관 G. H. 덱커

내가 듣기엔 조선(朝鮮)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평온한 아침의 나
라’라는 의미라 하나, ‘절(사찰(寺刹))이 많은 나라’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시적
인 이름이 아닌가 한다. 나는 다행히도 이 절을 많이 탐방할 수 있었던 바, 그 중
어느 것은 산골짜기에 감싸여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었다. 내게는 이 고대
의 평온이 불교, 유교, 그 밖의 중국의 문화유산이 한국의 풍성한 문화와 장구한
역사에 미친바 의의를 상징해 주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편리한 것은 그
과거를 살펴보는데 도서관의 책을 들추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허다한 성
문, 사찰, 능(陵), 그 밖의 경치 좋은 유물들이 그 노고를 덜어 준다.
어느 나라고 그 가장 큰 유산은 그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은 이 자명의 철리(哲理)의 산 증거이다. 1950년의 공산 침략에 뒤이어 건물, 주
택, 철도, 교량 등 한국의 막대한 유형시설(有形施設)이 파괴의 비운에 봉착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신은 무사했고, 만일 거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들의
정신이 강화되었다는 것뿐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국민의 인품의 특징 중 많은
점이 우리 국민들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자유애호국, 활기, 바른말을 서
슴지 않고 하는 기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인간이란 어느 곳이나 거의 다 같
다. 물론 인류가 무한한 다종다양의 관습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자면 동양인과 서양인 간의 이른바 ‘근본적 차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어느 정도 허구(虛構)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미스 씨건 김 씨건 사람
은 다 같은 기본적인 희망과 갈망을 지니고 있다. 즉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에
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품(品) 있는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희망과 갈
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분모이다.

또 내게 비범해 보이고 단순한 인상 이상의 인상은 –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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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 독립에 대한 한국민의 소망이다. 물론 이 불멸의 정신에 대한 공

(功)은 여러분의 국가의 지도에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불타는 충동의 근본은 국민
들 자체 내에, 즉 거리의 사람들 개개인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같은 기력(氣力)은 운동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 미
국에서는 “한가로운 마음은 마귀의 일터”라고 말한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나 발
육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운동이 특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점

에서이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취미로만 하면 축구, 유도 마라톤 등과 같은 여러
분의 보다 더 힘든 운동에는 쏠리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체육을 귀중한 훈
련과 사기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감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전통적인 운동 중 그 어느 것에 참여하라는, 특히 돌싸움(석전(石
戰))에 참가하라는 초청을 받는다면 이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나의 수많은 인상 중에서 아마도 가장 생생한 것은 최
근의 경제발전상이다. 최근이란 지난 5년간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연합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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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세계(世界)

의 한국에 대한 재정 및 경제원조가 관대했다는 것은 기록의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보고 감탄하는 바, 그 국민적인 각성이 없었던들 그 운용은 비효과

미항모(美航母) ‘인’[인디펜던스]호(號) 진수(進水)

적인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짧은 기간의 발전은
현저했다. 이러한 결과들이야말로 “스스로 자조(自助)하도록 한국민을 돕고자”
하는 국제연합과 미국의 소망의 참된 결실이다. 나는 한국의 경제적 분야에서 생
산가를 낮추고, 정당한 노임을 유지하며, 물가를 하락시켜, 그리하여 한국제(韓
國製) 물품을 살 수 있는 한국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을 것
을 확신한다.
요약하건대, 나는 한국이 지난 최근의 고난을 용감히 견뎌내 모두가 정력 왕성

6만(萬) 톤에 길이 1천(千) 피트

미 해군의 최신 최대형인 동시에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인 인디펜던스호는 지난 1월 2일 브루클
린 조함창(造艦廠)에서 진수되었다. 길이 1,046피트에 무게 6만 톤의 이 항공모함이 진수되기
까지는 12쌍의 견인함들이 동원되었다.
임금문제로 동맹파업 중에 있던 견인 선원들은 미국의 국방력 강화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스
트라이크(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 항공모함 진수작용에 협력했다.
미 해군발표에 의하면, 인디펜던스 호는 약 1주일에 걸쳐서 대서양방면을 순양할 것이며, 그동
안 전문가들은 기관 검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폭발사고(暴發事故)로 53명(名)이 사상(死傷)

한 2,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를 이룩하기에 이른데 대해 크게 감명을 받
았다. 옛것의 진가는 현대공예의 손을 마주잡고 내일의 한국을 지향하여 전진하
고 있다.
이 힘찬 결의로 무장한 여러분의 젊은 민국(民國)은 하나의 방향으로, 또 오로
지 그 한 방향만으로만 나아갈 수 있으니, 거기에는 ‘전진’이 있을 따름이다.

쿠바 혁명축하(革命祝賀) 행진(行進) 도중(途中)에

2월 1일 아침 산티아고 드 쿠바에서 혁명승리를 축하하는 대행진이 거행되고 있는 동안 원인
모를 폭발물 파열로 인하여 3명이 피살되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
동 사건은 만여 명의 군중들이 쿠바의 평화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산티아고에서 엘 코
부레기념묘로 행진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
처음에는 동 폭발이 혁명전쟁 중 부설한 지뢰로 생각되었으나, 그 후 수류탄 파편이 발견되어
관리들은 폭탄이 군중들에게 투척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말타 도(島)의 헌법폐지(憲法廢止)
영(英) 총독(總督)의 직할령(直轄領)으로

영국 하원은 말타 섬의 헌법을 폐지하고 이 섬을 영국 총독 하의 직할령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말타 섬 노동당은 독립요구를 지지하는 총파업을 결행했다.
영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가 동 법안을 철회하고, 영국의회에 말타 섬에 의석을 주는 헌법안을
작성할 새로운 회담을 제의했다.

핵과학기술교(核科學技術校) 입교(入校)

자유세계각국(自由世界各國)의 원자연구생(原子硏究生)

자유세계 각국에서 모은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미국 일리노이 주 레몬트 시에 모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20주의 연구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학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 평화이용 계획에 의해 미 원자력위원회의 손으로 주관
되고 있다.
참가한 연구생들은 국적별로 보면 한국, 호주, 벨기에, 버마, 자유중국, 서독, 그리스, 인도, 인도
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파키스탄, 스페인, 스위스, 태국 및 베네수엘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각국 학생들의 대부분은 본국에 있는 원자력 위원회로부터 선발 파견되고 있다. 이
연구생들은 원자로와 그 조작에 관하여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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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송(送年頌)

가는 해를 위해
김규동(金奎東)
서러울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이 한해가

한해를 또 보낸다.

휴전선과 금문도
새삼스럽게 서운할 것도 없이

그곳에 여느 때와 같은

우리 한해를

빛을 뿌리며

또 보낸다.

오늘은 이해가 가는 마감 날인가.

눈이라도 나려라.

청춘을 가고 인생은 늙어도
다시 새 세월

가는 해에게 송별의 인사 대신에

우리를 반개는 날 오리니

하늘 우러러

눈이여 나리나
나려서
목마른 이 땅을 덮으라.

한 아름 흰 눈을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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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성탄제(聖誕祭)라네
류정(柳呈)

이 은(銀)종이 별들은 너무나 휘황하여

잠 못 이루는 이 밤이 또 새면

하늘의 별이 되려 어둡고나.

그 꾀꼬리의 목청을 가진 소녀들은
일그러진 이 내 창(窓) 앞에도 찾아와서

허리 꾸부리고 총총히 밀려가는

복(福) 받으라 성스러운 곡조(曲調)를 불러 주겠지?

어린 양들아 내 동포들아
잠시 쉬어나 가세

펄럭이는 은(銀)종이 조각들 속에

이 밤은 성탄제라네.

못 박혀 피 흘린 이의

제 간(肝) 같은 걸 널어놓고 파는 노점(露店)의 상인은

파리한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이 밤은 성탄제 – 즐거운 성탄제라네.

고향에 버리고 온 내 아비의 얼굴만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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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1958년(年)의 성탄에>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눈이 내리는 가난한 적은 등불이 켜져있는 마을에 오시는 아기는
박두진(朴斗鎭)

고요히 잠자시는 귀여우신 아기……
아기의 고운 볼엔
포근하고 조용한 평화가 깃들고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따뜻하고 아늑하신 사랑함이 깃들고.

아기가 오시면 마을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하얀 눈이 내리는 마을에는 예쁜 아기가 오시네.

그리고 아기의 보드라운 예쁜 손에는
오 십자가에 못박히울 십자가의 못자죽

가난하고 허술한 말구유가 있는 마을

십자가의 피 흘리실 못자죽이 보이네

그 망아지가 서서 울던 말 외양간처럼

예쁘신 아기 얼굴 아기의 또 이마에는

외롭고 쓸쓸한...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

찔리어 피 흘리실 가시관의 자죽

외롭고 쓸쓸한 쓸쓸한 사람들의 마을에 오시네

자죽마다 피가 솟을 가시관의 자죽이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흔들이는 등불 그늘 등불 빛에 보이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눈이 내리는 가난하고 쓸쓸한 적은마을에 오시는 아기는

굶주리고 헐벗은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초롱초롱 눈에는 푸르른 호수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네

아기의 맑은 눈엔 호수 물에 잠겼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눈물과 서러움과 피 흘림을 위해 강같이 흘려 내릴 눈물의 원천
아기의 맑은 눈엔 호수물이 잠겼네.

눌리우고 시달린 서럽고 약한 잠잠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과 피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아기왕은 아가처럼 두 주먹을 빠시네

그러한 눈물과 피를 흘리시러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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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두운 무겁고 꽝꽝한 돌무덤을 두드려

생명으로 죽음이기시기 위해

주검 문을 깨뜨려 닫힌 문을 열으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하시기 위해

아 아기의 두 주먹은 보드라운 주먹

구세주는 오시네 어둔 땅에 오시네.

아가처럼 아기왕은 두 주먹을 빠시네.
……<하늘에는 영광이 …… 땅에는 평화가>……
눈이 내리는 죄그맣고 가난한 등불이 켜져있는

천사들은 노래하며 다가오는데

오늘도 아기는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목자들 무릎 꿇고 동방박사 절하고

눈물과 서러움과 쓸쓸함이 가득한

마리아는 기도하고 요셉은 말이 없이 아길 지켜 섰는데

어두움과 피 흘림과 슬픈 일이 가득한

아기는 아기왕은 가난한 마을

사악함과 거짓과 배반함이 가득한

등불이 켜져 있는 외양간에 오시네.

죽음들이 덮인 이 어둠의 골짜기엔

말이 자는 말 외양간 말구유에 오시네.

고우신 아기 예수 아기왕을 위해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아 이미

누구나의 기다리는 어디에든지 오시네.

피에 맺힌 가시관이 마련되어 있네

어디에든지 기다리는 누구의 마음에나 오시네.

피에 젖은 십자가가 마련되어 있네

누구나의 상처 입은 아픈 영혼에

고우신 아기 예수 하느님의 아기는

누구나의 갈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 오시네.

피에 어린 가시관을 쓰시려고 보시네.

어디에든지 어두운 땅에 참빛을 밝히시리

피에 어린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시네.

누구에든지 바라는 마음에 새 생명을 부으러 오시네.

아 아기가 오는 밤은 거룩하고 복된 밤

오늘도 여기는 아기가 오시네.

하이얗게 마을마다 눈이 오는데

하이얗게 눈이 내리는 어느 마을에든지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마다 눈이 쌓여 눈이 오는데
어둠에는 빛을, 거짓에는 참을, 미움에는 사랑을, 죽음에는 부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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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除夜)
김남조(金南祚)

지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다

어쩌면 난 해묵은 편지

잊음을 위해 눈을 감는 시간이다

보낼 곳에 보내지 못한 채 하얗게 빛바랜

부끄러운 이의 기도시간이다.

편지의 사연 같은
봉함 속 기찬 설움도 있다마는

한 해의 마지막 날
그 조마로운 마지막 시간에

실상은 거리낌 없는 당당한 하늘아래

내 마음을 비워

그리운 내 사람을 마주보며 살고푼
필부의 낭만으로

빈 내 마음 가난한 그릇 속엔

못내 상기도 가슴 설레네마는

찰찰 넘치도록
신(神)의 눈물이나 담아보랴

지금은 다시 기다려보는 시간이다
젖은 눈으로 묵례(默禮)를 나뉘면서

성스럽고 외로운 이의

우리 다시 살아보는 시간이다

깊이 괴이는
속마음의 슬픔이나 생각해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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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畵文)>

헤아릴 수 없이 잦은 무슨 대회, 무슨 시위행렬(示威行列) 속에 휘날리는 플래카

송년송(送年頌)

드를 바라보며 어제와 달라진 화려한 유행이 휩쓰는 명동(明洞) 풍습(風習)에 싸여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순재(李舜在)
C형

C 형(兄)

저무는 이해가 아주 가기 전에는 나는 동심(童心)을 그려옵니다. 구김살 없고 아

또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

무 색깔도 없는
동심을 -

매일같이 뭉게뭉게 오르는 홍제동(弘濟洞) 화장(火葬)터 연기를 바라보며 -

앙상한 몸을 이끌고 찾아갈 곳은 – 아득히 멀어진 옛 어린이 동산 – 그곳뿐입

살아보겠다고 악다구리 끓듯 들끓는 영천시장(靈泉市場)을 바라보며 -

니다.

징그러운 간판이 다닥다닥 붙은 극장을 바라보며 -

형(兄)이여! 같이 손잡고 그 동산을 찾아 길을 떠나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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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畵文)>

악몽(惡夢)은 가고

대한(大韓)에 있으니
시방 그대들
우리 품에 있으니
이준(李俊)

우리는 반기며
그대를 부르리
아 – 장하도다 그대들

붉은 회오리 그대를 몰아
북으로 가던 날

천첩 만첩의 지각도

발을 굴려 땅을 치며

귀뚜를 그대들 단심(丹心)

우리는 구천에

우러러 우리는

그대를 불렀노라

박수를 보내리

우리는 울부지며

우리는 우러러

그대를 불렀노라

만세를 부르리

다시 못 올 먼 길만 같아
목매어 우리는

조국의 하늘은

그대를 불렀노라

한없이 푸른데

아! 지금은 그대들

악몽(惡夢)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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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特輯)

특집(特輯) ☆

새해 복 많이 받으시요!

새벽 종소리는 누구를 위하야 울렸는가 두부냐? 쓰레기냐?

1959

이상호(李相昊)

뜻 깊은 새해(돼지해)를
맞이하여 하늘의 용사 앞에
이 몸을 바치겠나이다

왜 못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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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特輯)

특집(特輯) ☆

1959년(年)의 전망(展望)
미국편(美國篇)

자가용(自家用) 비행기(飛行機)의
증가(增加)로 하늘의
교통정리(交通整理)

김경언(金庚彦)

당나귀와 코끼리의 각축전(角逐戰)이
최절정(最絶頂)에 오르다.

민주당
(民主黨)

기해(己亥) ‘돼지띠’로 도돈(屠豚)이
금지(禁止)되어 ‘돈(豚)까즈’ 광(狂)에
기근초래(飢饉招來)

102

극동방위(極東防衛)의 강화(强化)로
서부활극(西部活劇)은 서부(西部)에서
동해안(東海岸)으로 이동(移動)

공화당
(共和黨)

로켓 발사(發射)는 ‘
카디날스’ 야구단(野球團)의
뺏딩으로

Home Run

The comet

박태선(朴泰善) 장로교(長老敎)
미국(美國)에 망명(亡命)하야
거부(巨富)이루어
록펠러 재단(財團)에
압력(壓力)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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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特輯)

특집(特輯) ☆

1959년의 쏘련
신동헌(申東憲)

숙청 또 숙청

돼지해에 공산당 놈들의
꼴은 이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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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흐루쇼프 라이카에게 물리다

대륙간유도탄이 뿜는 화염에 불을 당길려구
소시지를 들고 모여드는 농민들

The comet

『의사 지바고』를 쓴 파스테르나크
이번에『간호사 카츄샤』를 써서 노벨상을 타다

Vol.37

105

☆ 특집(特輯)

특집(特輯) ☆

만화로 본 1958년 

가장 높은 에펠(엣펠)탑(塔) 세계(世界) 제2위(第二位)로 자랑거[꺼]리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프랑스(佛蘭西)

Tokyo Tower

임창(林創)

- 샄크[사크]
도래스[드레스]
유행(流行)
크리스찬 디올은
죽었지만.

-드골파(派)- 이겨서 코가 더 높아졌다
쟉크
[자크]
디크로
[뒤클로]

제5공화
(第五共 국
和國)

피카소

만대스[망데스]
프랑스

반대
)
(反對

- 화성(畫聖) 루오 승천(昇天) 이제야 진짜 모델을 구(求)했어

살톨[사르트르]

-개헌(改憲)- 반대파(反對派)가 왜 이리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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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特輯)

불타는 폭격기(爆擊機)에서

- 골치 아픈 혹 알제리아는 폭발할까?

미(美) 공군사상(空軍史上) 유례(類例)없는 B47 제트폭격기(爆擊機)의
공중(空中) 구난실기(救難實記)

인민구국위원회(人民救國委員會)

알제리아

문호(文豪)
말틴 뒤갈트
[마르탱 뒤가르]
물고(物故)

존 G. 헵벨

1958년 4월 28일 텍사스 주와 오클라호마 양주 북부의 차가운 밤하늘을 순

FLN

항하던 전략공군사령부 소속 B-47 폭격기 부조종사 제임스 E. 오베나오프 중위
- BB 선풍(선풍) 인기(人氣)는
주(主)로
로맨스
그레[그레이]들
로부터

는 그날 밤 돌발된 사고에 직면하여 동료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일신을 위해
위험을 벗어나느냐라는 양자택일의 유곡(幽谷)에 빠졌었다. 그는 일리노이 주 크
레이즈레이크 시 출신의 당년 23세의 청년장교였다. 부상한 동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무섭게 불타오르는 B-47 폭격기 위에서 온갖 악조건들과 용
감히 싸우면서 400마일의 장거리를 2시간 10분이나 항속하여 마침내 기체와 인
명을 구한 오베나오프 중위의 초인적인 활약은 미 공군사상 유례없는 끔찍스러
우리만치 용감한 구난(救難)작업으로 오래오래 전해질 것이다.

『그리운「치보집에 티[보가의 사
] 람들」
그(의 대표작 代(表作 이
))요 나. 도 가오 』!

4명의 탑승원을 실은 B-47 제트 폭격기 2278호는 이날 밤 7시 55분 텍사스
주의 애빌린43) 시에 있는 전략공군사령부 산하의 다이에스 공군기지44)를 이륙
하여 고도 3만 4천 피트로 순항하고 있었다.
동기의 미션(임무)은 텍사스주의 애머릴로45)와 콜로라도주의 덴버 두 도시 사
이에서 천체항법훈련과 항법사 존 P. 콥 소위의 폭격능력평가에 있었다.
B-47의 기수에 있는 조종실 안에서 콥 소위는 그때 조직적인 항법절차를 배우
고 있었으며, 콥 소위의 좌측 후면에 있는 좌석에는 수석항법사 조셉 맥스웰 소
령이 콥 소위의 항법절차를 감시하면서 그의 기량을 평가하고 있었다. 밤 10시 5
분 콥 소위는 애머릴로 상공에 모의 폭격탄 투하를 마치고 조종사에게 덴버 시
방향으로 기수를 돌릴 것을 전달하고 있을 때였다. 돌연 비행기는 일대 굉음을
내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조종실에서 기장 제임스 그레이브 소령은 좌 주익 하부의 동체 바로 옆에서 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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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급유가 중단되면 엔진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

저리 휘저어 보았다. 그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맥스웰 소령이 산소마스크도

측했다. 순식간에 터빈에서 터져 날아오는 쇳조각이 예리하고, 강한 탄환처럼 동

낙하산도 없이 그대로 졸도해 있지 않은가. 당황한 그의 심경에 떠오른 것은 다

체의 연료탱크를 뚫을 것이다. 불타오르는 무게 200톤의 폭격기를 그대로 버리

만 맥스웰이 이 상태로는 산소부족과 기체의 공중분열 혹은 추락으로 5분 이내

고 비상탈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로 죽을 것은 뻔한 노릇이라는 것이다.

“탈출! 탈출!” 그는 다른 탑승원에게 명령했다. 콥 소위는 그때 옆 좌석에 벗어

오베나와프 중위는 맥스웰의 낙하산을 찾기 위해 흑칠을 해놓은 듯 어두운 캣

놓았던 낙하산을 허겁지겁 등에 메고 있는 막스웰 소령을 쳐다보면서 비행기 주

워크를 더듬어 보았다. 그는 낙하산을 찾아 맥스웰에게 메어주고 그다음 비행기

익(主翼)[주날개] 쪽으로 이동하여 낙하산 혁대에 달린 D선을 힘껏 당겼다. 그리

밖으로 밀어내 지상으로 집어 던지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한랭한 공기와 산소

하여 마침내 37mm 탄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그는 폭격기로부터 안전하게 탈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부자유와 현기증은 급작스럽게 그의 몸을 휩쓸기 시

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열어 제친 승강구로 밀려들어온 세찬 강풍은 다

작했다. 그는 점점 힘과 의식을 잃고 있었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잠시

음에 탈출하려던 맥스웰 소령의 산소마스크를 집어삼키고 그의 낙하산마저 찢

똑바로 서서 맥스웰을 응시했다. 그는 불타오르는 기체에 시체처럼 쓰러진 동료

어 버렸다. 이 바람으로 맥스웰은 기체 옆으로 통하는 켓워크46) 안쪽으로 힘껏

를 버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 비상탈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가 탈출

빨려 들어갔다.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에 파편과 여러 가지 부스러기

했을 때 어떤 동료 조종사도 그의 행동을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았

들이 그의 몸을 덮쳤다.

다. 맥스웰을 구명할 기회는 이제 도저히 없다. 도대체 이러한 위기에서 두 개의

한편 오베나오프 중위는 위기에 부딪히자 복식좌석(複式座席)을 덮고 있는 불
파(不破) 유리로 된 기다란 캐노피를 벗겨버렸다. 그리고 정(正)조종사 짐 그레이
브스는 비행장구(飛行裝具)를 갖추고 자동좌석탈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의외
에도 아무런 반향이 없다. 누르고 또 눌렀다. 비상이탈좌석은 꼼짝도 안했다.
언제까지 자동좌석이탈 버튼만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는 2명의 항법사
와 그의 부조종사는 이미 비행기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다. 그도 또한 탈출해야

생명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오 중위는 돌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맥스웰을 끌고 자기의 부조종실로 다시 돌아갔다.
‘맥스웰을 이곳에 버려둘 수는 없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는 좌석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비상탈출좌석이 오히려 말이 안 들어 줄 것
을 하나님에게 빌었다. 그는 산소마스크를 다시 쓰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한다. 그는 전신을 졸라맨 비상장구를 조금 늦추고 산소마스크 관(管)을 벗긴 다

비행기의 오른쪽 주날개는 완전히 붉은 불길에 싸여 활활 타고 있었다. 뜻밖

음 항법사 방으로 가는 좁은 캣워크로 기어나갔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산소 부

에도 안쪽 엔진은 그대로 있으나 바깥쪽 엔진만이 폭발해 버리고 없었다. 그는

족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이 몽롱해지며 시각이 불명해졌다. 그런데 이미 탈출

이때까지 걸어 놓았던 자동조종장치를 풀었다. 그는 급속도로 하강하여 저공비

했다고 생각한 짐 오베나오프 중위가 뒷좌석에 있는 조종실에서 내려오고 있었

행을 해야 했다. 맥스웰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다. 그레이브스는 자신이 자꾸만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승강구

호흡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 중위는 조종간을 힘껏 잡았다. 이때 조종간

로 나갔다. 다음 순간 그레이브스도 낙하산에 의지하여 안전히 지상으로 내려오

은 꼭 잠겨 있었으므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버텼다.

고 있었다.

불을 뿜는 B-47은 급강하를 시작했다. B-47은 구조상 최대 허용치 이상의 급

오베나오프 중위도 똑같은 이탈절차를 밟았으나 똑같은 난관에 부딪혔다. 자

각도로 급강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우물쭈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동좌석이탈 버튼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산소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계단을

오 중위가 강하하기 전의 3만 4천 피트 상공은 영하 32도의 혹한이었는데 콕

타고 내려왔다. 막 승강구 쪽으로 나가려는 찰나에 파편과 부스러기가 쌓인 속

피트의 캐노피를 벗겨 던졌으므로 시속 400노트의 강풍은 무서운 위력으로서

에 사람의 발과 같은 것이 보였다. 그는 이상한 예감에서 부스러기를 발로 이리

그의 얼굴 근육을 무자비하게 밀어제쳤다. 그의 눈시울은 감겨서 뜰 수도 없으며
눈알은 바싹 말라서 이제는 참을 수 없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46) catwalk, 고양이가 다닐 정도의 좁은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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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하를 계속했다. 그는 폭발한 엔진으로 연료가 흐르지 않도록 급유관을 막

돌아보았다. 거의 기진맥진한 맥스웰이 발밑에 누워 있었다.
항법사인 맥스웰은 조종사의 조정판에 관하여 상식이 없다. 그러나 착륙등은

았다.
고도 5,500피트까지 마침내 하강했다. 그는 비행기를 수평비행 시키고 무전기

켜야 한다. 인터폰을 통하여 지금 전력을 다하여 조종석으로 기어들어가는 맥스

의 다이얼을 가드 채널(지상에서 조난통신을 청취하기 위해 상시 청수(聽受)하는

웰에게 행동을 지시했다. 지칠 대로 지친 맥스웰이 그곳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벅

주파대(周波帶))에 동조(同調)시켰다. 모든 청취소(聽取所)는 언제나 이 주파대를

찬 일로서 공기를 호흡하지 못해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 그러나 조종실에 와서 보

청수하고 있는 것이다.

니 조정판에는 희미한 몇 개의 빛(야광)이 보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여기는 공군 제트기 2278호, 메이데이 메이데이(국제적으로 협약된 조난신

조종실은 완전히 캄캄했다. 도무지 스위치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스위치를 이것저것 만지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호)” 오 중위는 소리쳤다.
단번에 오클라호마 주의 알투스[Altus]에 있는 알투스 공군기지에서 회신이
왔다. 그곳은 비행기에서 200마일나 떨어진 것에 있었다. 오 중위의 음성을 듣고

맥스웰은 엉금엉금 오 중위의 조종석으로 기어가서 머리를 가로 흔들어 보였
다. 오 중위는 착륙등을 절대로 켜야 한다고 소리 질렀다.

방향탐지기로서 비행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침반의 지침을 일러 주었다. 그런데

맥스웰은 다시 조종실로 기어들어갔다. 이번에는 눈이 어두운 곳에서도 보일

오 중위의 이 비행기는 최근 태평양 상에 있는 괌 섬에 착륙했던 적이 있었다. 착

때까지 누워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도 도저히 보이지 않

륙했을 당시 비행기에 많은 모래가 날아들어 갔는데 조종석이 날아가 버리자 설

아서 그대로 캣워크로 내려오다가 다시 까무러쳤다.

상가상으로 모래알이 오 중위의 눈으로 들어가서 계기를 읽을 수가 없었다. 나침

오 중위는 막 소령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몸을 발로 밀었다. 항법사 맥

반의 가늠이 어디 있는가를 집작할 수는 있었다. 그리하여 비행기의 자세를 돌려

소령은 마침내 또 의식을 회복했다. 오 중위는 그때 자기의 비행복 호주머니 속

서 나침반 침이 정확한 위치에 서게 했다. 다음 비행기를 감속시켜서 200노트로

에 회중전등이 있는 것을 그때야 알아차리고 맥스웰에게 던져주면서 다시 한 번

추진시켰더니 좀 편하게 느껴졌다. 눈을 잘 뜰 수는 없었으나 견딜만 했다. 맹위

착륙등 스위치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맥 소령은 다시 조종실로 가서 마침내 착륙

를 떨치던 불꽃은 꺼져 버리고 엔진으로부터는 파란 스파크만 끊임없이 튀고 있

등을 켰다.

었다. 무전을 통하여 알투스 기지에 착륙하라고 지시가 있다. “네가티브(노[No])”
라고 잘라서 말했다. 오 중위는 깊은 밤에 눈에 익지 않은 다른 기지에 착륙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원기지로 뒤돌아 가기 위해 150마일을 더 비행할 것을 결심

활주로 건너편의 벤 속에 대기 중인 GCA 오퍼레이터가 오 중위기를 포착하여
지상 유도를 지시했다.

오 중위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나침반을 응시하면서 GCA․오퍼레이터의 지시대

로 비행기의 방향을 잡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침반도 갈피를 못 잡고 동요하여

했다.
“다이에스 기지로 귀환하겠소. 나침반의 지침을 알려 주시오.” 그는 소리쳤다.

손이 말을 안 듣고 발과 팔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는 기를 써서 나침반의 지침

1마일 또 1마일 오 중위는 애빌린을 향해 불구가 된 B-47과 목숨을 걸고 싸

을 따라 GCA가 유도하는 대로 비행기를 움직였다.

웠다. 다행히도 그때 공중방위사령부의 지상통제요격소의 레이더망이 오 중위를

다이에스 공군기지의 훈련비행대장 도일 레이놀드 소령은 다이에스 기지 타워
에서 오 중위가 조종해 들어오는 비행기를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다.

포착하여 항로를 유도해 주었다.
다이에스 기지 부근까지 이르렀을 때 시계는 5마일로 매우 좋았으나 눈을 제

“잘 했어. 좀 더 힘을 내서 조금만 참아 보게.” 그는 조용히 무전기로 오 중위를

대로 뜰 수 없는 오 중위에게는 그것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착륙등

격려하고 있었다. 오 중위는 레이놀드 소령의 목소리에 갑자기 활기를 회복했다.

을 켜지 않고 착륙할 수가 없는데 그 착륙등의 스위치는 다른 조종석의 정조종

이러한 경우에 처하여 지휘관의 온정 있는 한마디의 말은 절대의 힘을 발하는
것이다. 만일 그 누가 오 중위를 살렸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침착한 레이놀드 소

사 조정판(調整板)에 달려 있었다.
그때 오 중위는 자기 발치에 어떤 촉감을 느끼자 곧 맥스웰을 생각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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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시 한 번 오 중위의 교관이 되었으며 또한 전략공군사령부 제1인의 교
관이 된 것이다.
“급유계기판의 상태를 알려라.” 레이놀드 소령은 지시했다.
오 중위가 어느 쪽 연료 탱크를 사용했는가를 알고 남은 연료량을 안다면 레
이놀드 소령은 비행기 중량의 중심이 어느 곳으로 쏠려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었
다. 만일 비행기의 중심이 너무 뒤로 이동해 있으면 오 중위기는 추락하고야 말
기 때문이다.
“도무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눈이 머는가 봅니다.”
그러나 재삼 재사의 지휘를 받아 겨우 계기판을 읽었다. 그리하여 어두운 이층
계단 위에서 아래층으로 더듬거리면서 내려가듯이 조금씩 조금씩 하강했다.
조금 내려가서 수평으로 유지하고 그곳에서 또 조금 하강하여 수평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그때 오 중위의 비행기는 너무나 우측으로 기울었고 고도도 너무
높았다. 정확한 활주로의 위치와 상당히 멀어있었다.

<1970년의 여행(旅行): 이 제트여객기(旅客機)는 「콘베어」 회사(會社)의 기획(企劃) 중(中)
하나. 그 속도(速度)는 음속(音速)의 3배(倍) 내지 5배(倍)이다.>

터 차차 회복되었다. 그 다음날 오베나오프 중위와 맥스웰 소령 두 사람은 가족
과 800명의 기지 장병들이 모여 있는 기지극장으로 갔다.
장병들 속에는 전략공군사령관 토마스 S. 파워 대장도 어느새 왔는지 도착해

“다시 돌아가서 재진입하라. 착륙 중지하라.” GCA 오퍼레이터가 미친 듯이 고
함쳤다. 그는 비행장 상공을 다시 한 번 선회할 시간 동안 살아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죽느냐 사느냐를 불문하고 착륙해야 한다.

있었다.
파워 대장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47)에 있는 오펏 공군기지48)에서 무전을 통
해 다이에스 기지 타워와 오 중위 간에 교환되는 아슬아슬한 대화를 청취하고

활주로 주변에는 착륙 중에 있는 30대의 B-47 폭격기가 있는 것이다. 오 중위
는 그 비행기들 가운데로 직진입해 들어왔다. 위험천만의 순간이었다.

있다가 착륙에 성공하자 기쁜 마음을 참지 못하여 그대로 이 기지로 날아온 것
이다.

“좌편으로 조금만 기체를 돌리면 멋지게 착륙할 수 있다.” 도일 레이놀드 소령
은 조용히 지시했다.

“오베나오프는 독일어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파워 대장은 솟구치는 기쁨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잠깐 말을 줄인 다음

오 중위는 조종간을 힘껏 쥐고 늘어졌다. 거대한 B-47의 기체가 옆으로 기울
어졌다. 그는 활주로의 양편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정말 내가 아는 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전략공군사령부가 오베
나오프 중위와 같은 인재를 가지고 있는 한 자유를 방위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

오 중위는 생후 가장 훌륭한 착륙을 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낙하산 브레이크를 떨어트린 레버를 쳤다. 폭격기는 소방차, 구급차와 참
모 차(車)들이 기대하고 있는 유도로로 굴러왔다.

하기 위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완벽을 기할 수 있다.”라고 격찬했다.
그리고 그는 친히 오베나오프 중위의 가슴에 ‘수훈비행십자훈장(殊勳飛行十字
勳章)’을 달아 주었다(LIS).

맥스웰 소령은 승강구 쪽에서 누워 있었다. 오 중위는 조종석에서 뛰어내려 승
강구를 열어 제치고 맥스웰 소령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1분 후에 오 중위는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고 맹인이 되어 버렸다. 오
중위 뒤에서는 의식을 잃은 맥스웰 소령이 구조대원의 팔에 안겨서 구급차에 실
리고 있었다.
오베나오프 중위의 시력은 군의관들의 극진한 치료와 휴양으로 수 시간 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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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隨想)>

알지도 못하는 항공(航空) 이야기
염상섭(廉相涉)

없고 공연히 웅성웅성 들먹들먹 했던 것이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고국에 와서의 처녀비행을 하던 날에는 총독 이하 군관민
은 물론 우리 측 명사들도 참관하러 모였고, 장안 사람이 다 들끓어 나온 듯 어
마어마한 인파로 뒤덮였었다. 세상의 부모들은 아들을 낳거든 비행사를 시키겠
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되, 나도 신문기자인 덕으로 몇 차례 안(安) 군(君)과
연석(宴席)에서 한자리에 앉을 영예를 가졌었거니와, 장안의 미기(美妓)들은 이

내가 비행기 뜨는 것을 처음 구경한 것은, 1차 대전 당시 일본 교토에서였다.
도쿠다(德田)와 기무라(木村)라는 사람이었던가? 육군의 두 중위가 동경에서 날
아서 구경시키고, 교토로 와서 나는데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마침 비행기가 뜨는
연병장 옆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숙집 2층인 내방에 앉아서 편안히
구경했던 것이다. 사실 그때 일본에서만 해도 비행기가 뜬다는 것은 아무리 군인
이 조종하는 군용기라 해도 큰 구경거리였었다. 1차 대전 당시에 비행기가 얼마
만큼 실전에 이용되었던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일본이 말은 참전국이라면서도 칭
다오(靑島)[청도]를 거저 빼앗다시피 하고 돈벌이를 한참 하던 판인데, 비행술에
는 그만큼이나 유치(幼稚)했고 일반의 인식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토에 왔던 두 조종사가 그 후 며칠 못가서 추락하는 바람에 가여운
희생이 되었다. 그 자극으로 인해서인지 일본의 비행기술이 놀랄 만큼 장족의 발
달을 했음은 그로부터 5, 6년쯤 지나 식민지 백성인 우리나라 최초의 조인(鳥人)
안창남(安昌男) 비행사가 나온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트기가 서울 상공을 나는 오늘날 이건 무슨 호랑이 담배 먹을 적 이야기냐
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근 40년 전 일이지만, 그때
안창남 비행사가 서울에 들어올 때의 그 야단법석이란 아마 한양천도 오백년 내
처음이랄지? 적어도 서울역이 생긴 뒤 처음일 것이었다. 실상 비행기는 짐차(하차
(荷車))에 싣고 몸은 객차로 오는 것인데, 역전의 인산인해와 열광적 환영은 500
년 동안 어느 제왕이나 어느 개선장군이 그러한 호강을 해보았을까? 당대에 위
풍이 당당한 왜정의 총독도 그렇지는 못했을 것이다. 날씨는 차고 해는 저물었
는데, 남대문에서부터 정거장까지 사람이 밟힐 지경이었다.
아무렇든 신문의 선전이 무서운 것이었다. 총독부 어용지(御用紙)가 가로채고
나서서 자가선전에 이용할 겸 한바탕 떠들어 놓은 까닭도 있었지만, 구경 좋아
하고 단조로운 생활에 멀미가 난 시민들이 들끓는 것도 그럴듯했고, 여하간 민

남자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돋쳐 있지나 않은가 하는 호기심으로 하루 저녁 모
시기를 서로 다투었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비행이라 하면 흥행적 가치밖에 없었던가 싶고, 선전자료
로나 이용되었을 뿐이지, 민족적으로 장래를 위해 육성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
을 수도 없었고, 기업화할 도리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다. 안 군만 해도 한때 명성
을 전했을 뿐이지, 조국이 없는 설움으로 동포의 정신적 성원은 있었으나 용납될
것이 없어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있다가 북지(北支)[화북]로 가서 혁명군에 가담
했던가 하는 뜬소문은 들었으나, 과문(寡聞)49)한 탓으로 그 후일은 모른다. 그만
치나 끌어 올려놓고서 아까운 사람을 잃은 것은 민족적으로 손실이지만, 나라가
없어 그 지경이 된 것이니 한탄한들 별 수 없는 일이기로 한 것이었다.
그 후 제2차 대전 때, 나는 압록강 건너 안둥(安東)[안동]이란 데에 살았는데,
그때 제일 위세가 있는 B-29가 여러 차례 와서는 몇 천 미터의 상공에서인지 낮
이거나 밤이거나 빨갛고 파란 불빛을 반짝이다가, 담배 연기 같은 파란 연기만
실 줄기 같은 방귀를 풍기면서 스르르 사라지면, 이제는 살았구나 하며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랐었다. 그때 B-29가 그 위력의 반만 보였더라도 나는 다시 그 그
리운 ‘얄루의 물’을 못 건너고 말았을 것이다. ‘얄루의 물’이란 내가 어려서부터
부르던 창가에 나오던 압록강의 중국식 발음에서 얻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B-29가 지금 와서는 문제도 안 되는 구식 무기가 되었다니 격세지
감이 왜 없겠는가. 집의 아이들이 비행기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얻어들었는가? 거
기에 관한 잡지나 책도 뒤적이는 모양이겠지만, 사변 후에는 더구나 열심히 책을
보고는 나에게 저들의 신지식을 자랑하는 통에 조금은 계몽이 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워낙 항공계의 발달이 초스피드이다 보니 나의 건성 들어둔 지식이 따라
갈 수도 없고, 잊어버리고 말고 하면서도, 가다가다 머리 위를 울리고 가는 제트
기의 위세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공계의 놀라운 발전을 꿈같이 상상하면

족적으로 처음 되는 일이요 좋은 일이요 신기할 일이니 누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49) 들은 바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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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 한편 우리 공군의 사변 후 장족의 발전에 어찌나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드

이것은 결코 필자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말도 아니요, 또 그 특
공대가 발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받은 애국심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말도

는지 모른다.

아니다. 그러나 그 본바닥 인간 정신에는 머리가 숙여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피난 다닐 때 저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것은 적기라면 얼마나 겁이 났었겠냐 만은, 우
리 공군이니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으냐는 말이다. 사실 6.25 후, 석 달 동안

수필(隨筆)

서울에 갇혀 있어서 폭격소리와 함께 날이 새고 날이 저물 때, 그것이 괴뢰군을

눈 오제(五題)

밀어내는 그날그날의 반가운 새 소식으로 들으면서도 혹시나 하고 불안을 느꼈
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아주 마음을 턱 놓고 우리 공군의 제트기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공군에 대한 아끼는 마음과 신뢰가 그 얼마나 되는가를 가히 짐작할

박목월(朴木月)

수 있을 것이다.
집에 아이가 차차 대학에 가게 되니까, 공군에나 가볼까 하고 나의 의사를 떠
보는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한다. 결국에는 제 체질과 성격에 달
렸거니 하는 생각이요, 저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태도이다. 평생에 비행기를 한
번도 타 보지 못한 늙은 아비가, 우주시대에 들어가는 이 고비에 무슨 말참견을

‘눈’이라는 말에 다섯 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하나를 제목을 잡아 짤막한 글
을 써서 다섯 장의 그림엽서가 든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삼으려 한다.
눈의 첫째 뜻은, 한글사전의 풀이를 인용하면, ‘오관의 하나로서 보는 기능을
맡은 기관(器官)’이라는 것이다. 이, 눈에 대해서 여류소설가 김말봉(金末峰) 여사

하겠는가 하며 물러서는 수작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연습기겠지만 두어 번 고장이 나서 처음 나온 젊은 장교

는 『자유공론』(自由公論) 창간호에 좋은 말씀을 하셨다.

가 희생되고, 우리 공군의 실력을 믿고 동승했던 원래의 미군 장교가 조난한 보

‘한국 남성은 정말 매력이 없나.’ 하는 제목 아래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C양이

도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애석해 마지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똑같은 열성에서

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행복한 나라의 남성들의 눈은 금속성 광택(光澤)을

우러나오는 감회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돌려 생각하면, 지상에서 매일

뿜는 유리알처럼 물질적인 것을 느끼게 하나, 한국 남성의 눈은 ‘과실로 치면 완

같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비교해보아서 그처럼 놀랍고 아까운 마음을 이기지

전히 익은 그 향기 높은 빛깔’ 같은 것이라 한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못하는 것은, 원체 공군의 역량을 믿고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한

눈동자. 말 한마디도 없으나 눈과 눈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눈동자. 동정
과 이해와 신뢰와 겸양과 그리고 분발심까지 오직 눈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우

것이다.
나는 지금 귀지(貴誌) 편집자의 소청대로 수상(隨想)을 쓴 것이지, 공군을 찬양

리 한국 남성의 눈동자야말로 천하의 여성을 매료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매력이

하여 무슨 축사나 격려의 말 같은 것을 쓰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시민으로

라고.’ 김 여사는 단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외국인의 눈은 물질적인 것을 느끼게

서 우리 공군에 대한 신뢰와 아끼는 정의 일단(一端)을 말한 데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생각나는 것은 실상은 건드리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일제가 패망하는
최후의 단말마(斷末魔)에서, 이른바 특공대의 한 젊은 대원이 이날이 밝으면 출격
해야 할 명령을 받고, 출격하면 자기는 이 세상을 저버려야 할 줄을 뻔히 알면서

한다고 했으나, 김 여사의 설명을 빌릴 것도 없이 한국인 – 넓게 동양 사람의 눈
은 정신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리라.

참으로 눈만큼 심오(深奧)하고, 신비스럽고, 깊은 비밀의 심연은 없으리라. 눈

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오, 동시에 영혼 – 그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언어·행동

도, 그 남은 몇 시간을 아껴 가면서 읽던 프랑스 소설의 나머지를 다 읽고서야 마

을 거짓으로 가릴 수 있을지라도 눈만은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내부의 미묘한

음을 놓고 자리를 떠 기상(機上)에 올랐다는 그 수기를 읽었을 때, 독자의 한 사

감정의 뉘앙스까지 송두리째 아롱거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장덕창(張德昌) 장군의 이야기가 어느 좌석에서 나왔다. 일만 수천 가

람으로서 받은 커다란 감명을 잊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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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비행기록을 갖고 계신 이분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싶었다. 일만 수천 시
간이라면, 하루를 스물네 시간으로 따지더라도, 50일이 넘게 지상의 호흡과 달리

리스마스 카드와 흡사했으며, 그럴수록 가슴이 정정 울리는 무엇을 느낀 것이다.

그 가슴이 정정 울리는 느낌을 나는 나대로 – 인간의 행복이란, 어릴 때 받은

한, 공중에서 사신 이 분 – 나는 문득 그분의 눈동자가 보고 싶었다. 어쩌면 만고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우리의 추억 속에만 살아 있는 파랑새라고. 그리고 내가 당

상만으로도 한결 영성적(靈性的)인 사람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서 바라보면 그것대로의 그리움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의 카드’가 되

에 푸른 저 하늘의 신비스러운 청명(淸明)이 깃들어 있을 눈동자 – 그런 것은 상

둘째 ‘눈’이라는 것은 ‘공중의 수증기가 얼어서 땅 위로 내려오는 육면결정체’,

장 생활에 시달리는 지금의 이 모습도 세월이 지나고 추억의 아득한 함박눈 속에
리라고. 그런 느낌이 절박한 감정에서 나를 이끌어내고, 괴로움조차 앞날의 즐거
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내게 잊히지

즉 설(雪)이다.
서울수복 직후 때의 일이다. 누구나 겪었듯이 수복한 해의 겨울은 실로 내게도
두려운 계절이었다. 일자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더구나 동란으로 비워둔 집이

않는 눈 오는 날의 풍경이었다.
셋째 ‘눈’이라는 말은 ‘자 저울에 새긴 금’이라는 뜻이다.

요행히 남았기는 했으나, 문짝이 바스러지고 벽이 무너지고 한 것을 제대로 수리

일제 말기에 우리들은 식량 일용품 같은 것조차 배급을 타서 생활했다. 배급

를 못 한 그 허름한 집에서 어린 것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다가오는 겨울을 암담

소 앞에 나란히 줄을 지어서, 몇 되의 양식을 타내던 그 치사스러운 것은 이루 말

한 눈으로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다.

할 수 없었다. 또한 배급소 일을 맡은 것이 대개는 일본인들이고, 놈들은 여간 악

그 무렵, 하루는 눈이 내리는 길을 도원동(桃園洞) 고개를 넘다가 문득 발을 멈

질(惡質)이 아니었다. 걸핏하면 저울의 눈을 속인다.

추게 되었다. 도원동은 일제 치하의 유곽촌(遊廓村). 지금도 유흥거리의 값싼 치

“자, 받아요.”

장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건물이 거리에 나란하고, 그 후로 화려한 것이 몰락한

소리를 꽥 지르며 얼른 저울 위에 놓는 시늉만 하고, 자루에 곡식을 쏟곤 했다.

추한 집에 가난한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굵은 함박눈이 소리 없이 그 거리를 덮

그때마다, 가슴에 뭉클하게 노여움이 치솟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밥 한술

고 있었다. 더구나 낮에 내리는 그 눈발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발길 – 그 한 어느

먹은 셈 치지.’ 싶어 참았다. ‘먹은 셈’이라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먹은 요량’ 이라

눈 오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마, 어린 오누이가 부모들은 일터로 나가

그 후 대구로 이사를 와서 식모를 두었다. 그 식모의 별명이 ‘요량 색시’다. 가

2층 찌그러진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구멍을 내고 네 개의 새까만 눈동자가

한다.
령 월급을 타서 자기 어린 것들의 의복가지를 사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월급을 통

고, 저렇게 쓸쓸한 방에서 눈 오는 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를 멈추게 한 것은 그 광경이 너무나 애처로운 탓이기 때문이다. 우
리는 흔히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배당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준 카드를
얻은 기억이 있으리라. 눈이 자욱한 벌판 서양식 외딴집에 금빛과 은빛의 연기 한

줄기가 굴뚝에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 그 가슴이 흐뭇하게 행복한 풍경의

째로 스리를 당하고 와도, 이 식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되레 주인인 우
리가 안타까워하면, 그 색시의 대답이 걸작이다.
“병이 나서 병원에 간 요량을 하지요.”
그뿐이다. 좀 성질이 지나치게 너그럽고 느리긴 했으나, 항상 얼굴에 빙글빙글

카드, 나는 그런 카드 중에서도 서리가 하얗게 친 유리창에 구멍을 내고, 눈 오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무엇이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마

바깥을 바라보는 어린 남매가 있는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방안에

음이 괴롭고 불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갖은 치장을 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섰고 그 가지마다 별처럼 환한 촛불이 밝혀

우리는 마음의 저울대의 금을, 지나치게 올릴 필요가 없다. 요량 색시처럼 마

진. 어린 소년인 나는 얼마나 선망의 눈으로 그 카드를 가슴에 부둥켜안고 좋아

음의 저울대 눈을 낮추면, 이내 편안이 오고 불평이 가셔지리라. 이것을 나는 “수

했으리라.

굿하게 살자.” 라는 말로 표현하며 또한 그것이 생활신조의 한 항목이다.

그러나 이미 사십 나이가 된 내가 생활의 고된 물결에 시달리는 그 무렵에 우
연히 바라본 ‘네 개의 눈동자가 있는 눈 오는 날’의 풍경은 너무나 그 어릴 적의 크

120

The comet

넷째 ‘눈’은, ‘당혜, 운혜들의 코와 뒤울에 만든 꾸밈새’ 라는 뜻이다.
여러분은 짚신을 신어 본 경험이 없으리라. 내가 어릴 적엔 고무신이라는 것이

Vol.37

121

없었다. 설날이 가까워지면, 할아버지가 왕골풀(껍질을 벗겨 자리를 치는 풀) 하

오니까 사고지! 그 박 양이 아주 명량한 성격에 낙오자 같은 그 생김생김이 먹다

얀 속을 뽑아, 색색이 물을 들여 꽃신을 삼아 주셨다. 그것을 어린 나는 할아버

가 뱉은 무쪽같단 말이야. 정이 뚝, 뚝 떨어져서 ……게다가 와서 하는 말이 최고

지 무릎에 붙어, 조그맣고 예쁜 꽃신이 이룩되어 가는 모양을 얼마나 놀라운 눈

걸작이거든. “미스터 이 선생 각하! 굿모닝” 하면서 썩어서 아주 문드러진 애교가

으로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새로운 짚신을 신을 때, 발밑에 느껴지는 짚신의 성

질질 흐르거든 자, 그 박의 얼굴만 아니 간판만 잘 생겼더라도 내 눈이 쏠릴 뻔했

글고 푹신한 감촉(感觸) - 이미 그것이 3,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그 짚신

었지. 그러나 저러나 객담은 그만하고 큰일인걸. 그림을 그려놨어야 놀리고 자시

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며, 그 감촉을 통하여 비로소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고 하지. 이건 깨끗하게 손도 안 댔거든. 뭐라고 넘겨버려! 가만있자, 이것도 만화

의 사랑을 지금도 느끼는 것이다. 동시에 그 감촉이 근세 한국의 감격으로서 내

식 아이디어를 짜내면. 옳지, 옳지. 하여간 내 머리는 그만이거든. 묘안이 기가 막

게 남은 것이다.

히게 떠오르는군. 둥실둥실!

역사의 사실 이상으로 절실하게 근세 한국을 느끼게 하는 힘, 그것이 된다.

미스 박이 와서 “그림 다 그리셨죠? 자, 주실까요?” 할 때, 아저씨는 엄숙하게

다섯째 ‘눈’은, ‘나무·풀 따위의 가지. 잎들이 처음 돋아나오는 싹’이라는 뜻이

미스 박, 나 말이야, 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의사가 하는 말이 건강이

다. 봄에 잎새는, 봄철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가랑잎이 지는 그 순간에 이미 마

퍽 나빠졌다고 당분간 그림을 그리지 말고 휴양하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그

련된 것이다만 모습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래도 나는 배운 솜씨라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하지만 의사 말대로
휴업상태로 돌입했지. 정말 스승을 따르자니 임이 울 지경이야! 미안해! 요렇게
말하면 박정숙 아가씨가 뭐라고 할까……. “이 선생 각하 그럼 언제쯤 되겠나이

<만상만필(漫想漫筆)>

까?” 할 것이야, 그럼 나는 글쎄! 의사가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몇 주일은 쉬는 척

추야허언(秋夜虛言)

해야지. 나도 큰 아니 치명적인 타격이야. 한 장이라도 빨리빨리 그려야 호구지책
을 할 텐데, 참 난처한데 병원에 괜히 갔었어. 후회막심이야. 그렇다고 비밀공작

글·그림 이재화(李在華)

을 할 수 없고, 나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럼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무
리를 하셔서라도.” 하고 그저 졸라댈 것이리라.
요것아! 사실 내가 그리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박정숙이 있는 잡지사가

쌍화탕 장수는 통행금지도 없나.

좀 흐릿해서 안 그리는 거지. 아, 다른 데 것은 척척 그려요. 원고 독촉은 세금쟁

이제 잠이 들려하는데 그 자식이 터뜨려 놨으니 자기는 다 틀렸지……. 짜-식

이보다 더 조르지, 원고 료는…… 얼른 말해서 함흥차사야……. 생각해봐 이거 어

쌍화탕 팔려면 단성사 뒤로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지껄여, 나 별 자식 다 보

디 믿고 영업하겠어. 자기들도 염치가 있지, 번번이 외상이야. 이제는 아주 만성

겠네, 아, 입맛 쓰다. 몇 시냐 가만 있거라. 어렵쇼. 자그마치 새로 두시라! 아이고

이 되서 으레 그런 줄 알고 있군 그래. 이 딱한 친구들 봤나. 거기다가 무려 삼·

죽겠다. 참 가을밤은 너무 길기도 해. 여태껏 공상을 했으니 잠이 올 리 있나! 이

사 개월 후에 나오는 원고료랍시고 주는 것이 알량하지. 왜 그렇게 싸, 무슨 똥값

것 큰일 났군. 어서 총각신세를 제대해야지 사람 살겠나. 삼십년 째라 그놈의 쌍

인 줄 아나. 똥도 한 지게에 60환이야……. 또 그걸 빈대들이 많이 붙거든. “이 선

화탕을 두 잔이나 마셨더니 전방 C.P가 이상하다, 참 홀아비는 가엾기도 하지 어

생, 수지 한잔…….” 뭐 어쩌구 어째 아니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군, 왜 뜯

디 담배나 한 대 피워볼까! 앗-차 이것도 마지막이로군. 집안 꼴 잘되어 간다. 내

어 먹으려고 날치는 거야. 물론 자기들도 춥고 떨리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염치

일은 무엇을 핀다. 참 창고에 둔 꽁초가 있지. 그래도 체면상! 혼자 있을 때도 눈

가 있어야지. 이건 무조건 원천과세나 교육세같이 으레 띠는 건 줄로 알거든…….

이 부끄러워서 감고 피워야겠군. 그런데 이것 참 정신은 좋거든. 아침이면 마드모

이것 봐, 돈만 척척 갔다 줘봐. 그도 말고 교환조건으로 해봐. 밤을 낮으로 삼

아젤 박인지 미스 박인지 벼락같이 달려오겠다. 애인이면 누가 싫대 원고 받으러

고 그려드리지. 정말 이번에는 어림없어. 성환이 무너지고 아산이 깨져도 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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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現行) 불(弗) 환율(換率) 대조표(對照表)(1불(弗) 당(當))

려. 아 안 그린다니까 왜 성가시게 그
래…… 요렇게 미스 박을 곯려 줘야 할
텐데, 의사 이야기를 덜커덩 꺼냈으니
다 틀렸지. 혼자 끙끙거려라!
지난번도 그랬어. 억지로 진땀을 빼
가면서 그려줬더니 뭐뭐 고맙다는 소
리는 어디로 갔는지 턱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물론
손으로 그리셨죠.”
뭐 뭐 다시 한 번…… 실은 속성과 스피드식으로 그렸지. 바쁜 세상에 그것만
가지고 주물러 터트려 그건 나도 자부해 그렇지만 물론 손으로 그리셨죠가 뭐야,
아니 그럼 발로 그렸단 말인가?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거든. 자
이것 봐요. 미스 박은 그림 감상할 줄 모르는군. 이것은 사실파, 저것은 인상파,
요것은 상징파, 그것은 내파. “아니 내파라니요? 응 그것은 이재화파(派)란 말이
야, 아 왜 피카소 그림을 피카소파라고 안 그래. 이건 내가 새
로운 뎃상법을 연구하여 창조해낸 이재화파란 말이야. 자 선(線)을 봐요, 참 섬
세하지. 이제 알겠어? “OK, 이게 처녀 발표인가요?”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잡
지에 “이재화파 삽화 처녀발표”라고 선전을 하지 않았어. 어떻게 우스운지…….
허리가 두 동강이 날 뻔했어, 어떻게 우스운지…….
그러나 첫닭이 울었으니 잠도 자야지 그런데 미스 박이 오면 뭐라고 해! 자

국명
오스트리아
버마
세일론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환율
25.90
9.75
5.88
6.83
350.00
495.00

25.44
4.76
4.76
6.82
320.00
493.75

공정환율

실링
카트
루피
크로너
마르크
프랑

서독
그리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국
유고슬라비아

4.19
29.90
5.71
4.80
83.33
625.00
390.00
3.20
7.15
5.40
3.40
28.60
60.00
5.18
21.00
625.00

4.19
29.90
5.71
4.76
11.40
624.84
360.00
3.03
7.13
4.76
2.00
28.60
42.00
5.17
20.00
300.00

마르크
드라크마
달러
루피
루피아
리르
원
달러
크로너
루피
페소
에스쿠도
페세타
크로노
바트
디나르
(1959년 1월 30일 현재)

꾸 조르면? 그럼 가만있자, 의사한테 물어보고. 전화를 걸어 몇 번이더라 본국
3038,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저 이군입니다. 그런데 건강상 좋지 못해 그
림을 못 그린다니까 자꾸 부탁하니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원고료를 선불로 가지
고 오면 그려도 좋다고요. 네 기분이 명랑해지고 피로를 잊고 생기가 나서 쌍화
탕 두 그릇 먹은 것 같다고요. 네, 네 그런데 꼴이 안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네 그
리지 말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후라이 전화를 건단 말이야. “자 미스 박
들었지 어때…….” “몸 달게 굴지 마세요. 자, 원고료 1만환증 영수하세요.” 정말

이건 심리적 변동인데. 에이 미스 박도 진작 내놓지. 그럼 잠깐만 실례 – 그리자
그래 이재화파로 쓱쓱쓱 – 이렇게 되면 만사는 행동하는 것이니라. 어 벌써 전차

가 다니네. 이건 또 뭐야 변소쳐요! 임마, 시끄러. 본관은 연극 각본을 연구하시고
이제부터 주무시는 거야……. 쿨……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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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漫畵)·만문(漫文)>

꿈은 하늘에서 지다

김일소(金一笑)

나는 소년시대부터 푸른 하늘을 날고 싶었다.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하늘 높이 올라가
는 솔개가 한없이 부러웠고, 연을 날리면서도 그 연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만 가고 싶었었다.
그럼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을 날아본 지난날의 웃지 못 할 추억을 더듬어보자.
①=하늘을 날아보다!
내가 아주 멋들어지게 하늘을 비행해보기는 열세 살 때의 봄인 듯싶다.
우리 집 뒤뜰에 백양나무 한그루가 서 있는데 하루는 우연히 그 나무 위에 새집을 발견했다.
무슨 새집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새 새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나
는 그 새 새끼를 내려다가 길러 보고픈 충동을 느꼈다.
본시 나무 재주엔 자신이 없었지만 그 나무가 아래서 보기엔 퍽 올라가기 쉬울 것 같았다. 그
래서 중간 중간의 옆가지를 발판으로 1미터 2미터 나무위로 올라갔다. 한 4미터 가량 올라가
다 말고 아래로 시선을 던져보았더니 갑자기 눈이 핑그르 돌고 정신이 아찔해져서 그다음 순간
부터 아예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기로 했다. 새집에 손이 닿을락 말락 할 때 왼편 손으로 다른
나뭇가지를 휘어잡았다. 그것은 오른손으로 새집을 몽땅 떼어 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 순
간! 왼편 손에다 내 체중을 맡겼을 찰나 뚝! 나뭇가지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나는 휭…… 하늘을 날았다. 마치 꿈속에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처럼 하늘을 날았
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죽었어야 할 나는 마침 초가집 지붕 위에 떨
어졌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보고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요…….
②-나는 놈에게 봉변
내가 중학교 시절 때이다. 주먹이 굵어서가 아니라 공연히 기분만 내느라고 권투를 한답시
고 껑충거렸다. 교내 권투클럽을 조직해 제법 코치를 맡아보던 때니까 웬만한 학우들은 모두
내 앞에서쩔쩔매는 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교내에서도 가장 강한 존재 같은 착오에 뻐겼었다.
하루는 우리 학급에서도 가장 어중이로 이름난 K라는 놈과 사소한 감정으로 다투게 되었다.
“너 이 자식 주의해! 함부로 까불면 알지?” 나는 주먹으로 K를 위협했다. K는 아무 말이 없었

다. 나는 더욱 의기양양해서는 어깨를 으쓱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딱!! 하는 소리가 내 귀속에 울리기도 전에 내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
였고, 그 순간 “와~” 하는 교우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나는 바로 날아온 K군의 머리통에 맞아
거꾸러지고 말았다. 제트기에게 추락된 격이었다. 그 유명한 ‘평양 박치기’에게 권투클럽의 맹
장 아니 챔피언이 KO당한 것이다. 나는 놈은 무서웠다.
③=낙하산을 타다
어느 날 밤의 이야기다.
술친구 S와 한잔 거나하게 취해서 그만두었으면 좋았겠는데 2차를 간다면서 비 오는 어둠
길을 나섰다.
우산 하나 속에 S와 나는 어두운 밤길을 방황하다시피 얼마간을 가다 다리목에 다다랐다.
‘다리’ 저쪽에는 우리들의 목적지인 술집 외등 불빛이 비에 젖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갑자기 S가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나도 따라서 고함을 질렀다.
기분이 나는 판이니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악!” 나는 그만 ‘다리’ 위에서……. 우산을 잡은 채 꽤 높은 ‘다리’ 위에서 개울물에 풍덩! 떨어
지고 말았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 알았지만 떨어지면서도 무의식중에 양산대를 꼭 쥐고 떨어
졌던 것이다. 양산은 다소나마 낙하산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낙하산은 정말로 비행사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④=진짜로 하늘을 날다
몇 년 전 부산 → 서울 간 KNA를 탔다.
꿈에 그리던 하늘을 날았으나 아래서 쳐다보던 하늘과 올라가 본 하늘은 맛이 달랐다. 그날
따라 에어포켓50)이 심해서 내려다보이는 산이며 논밭이며 집들이 팽이처럼 돌았다. 내 눈이 돌
고 내 머리가 돌고…… 나중에는 하늘과 땅이 손을 잡고 돌았다. 나는 그만 뛰어내리고만 싶었
다. 비행기가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결국엔 나 혼자만이 기내(機內)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몇 시간 뒤 땅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다시금 땅의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만 쳐다보던 한없이 날고 싶다. 날지 못하니까 더욱더 날고 싶은 모양이
다. 앞으로 월세계에 간다면 물론 나도 한몫 끼고 싶다.
50) air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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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상(韓國史上)의 기해(己亥)

13
15
16
18
20
22
24
26
28
30
32

홍이섭(洪以燮)

서(序)

흔히 세신(歲新)하면, 아직 이 사회에서는 간지(干支)의 사상에서 과거를 따져본
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과거에 대한 회상의 한 방법은 될지언정 이것이 곧 역사를
인식하는 척도는 못된다. 공약된 서력기원(西曆紀元)에 쫓는데, 우리만은 공약에
2,333년을 더 가산하는 단기(檀紀)의 복잡한 숫자를 쓰면서, 또 간지에 의한 환산을
함은 지나치게 전(前) 세대에 멈추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 대로부터 보더라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더듬게 되
는데, 첫두머리에 실린 신라본기(新羅本紀)의 박혁거세의 연대만 보더라도 꼭 재위
가 1주갑(一週甲) 60년으로 차있음이 좀 신기하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기해(己亥)라
는 해에 일어난 사실을 찾는다면, 먼저 신라의 첫머리 박혁거세의 일주갑 속에 한번
끼어 있으니, 이것부터 끄집어 들어야 하겠으나, 이런 것을 들고 나서는 것이 우선
될 수 없는 일임은 여기서 달리 변언(辨言)할 필요조차 없다.
그 이후 2000년의 역사를 60년을 한도로 토막을 쳐서 기해의 사실을 끄집어내면
대략 다음같이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해라는 해에 있었던 중요한 몇
사건을 약설하여 기해의 기념으로 후기(後記)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사상(韓國史上)의 기해세(己亥歲)
신라
박혁거세 36

고구려
동명 16

2

유리 16

대무신 22

다루 12

3

파사 20

태조 47

기루 23

99

4

아달라 6

차대 14

개루 32

159

5

내해 24

산상 23

구수 6

219

1

128

백제

서기
기원전 23년
기원후 39년

6

미추 18

서천 10

고이 46

279

7

흘해 30

고국원 9

비류 36

339

8

내물 44

광개토 9

아신 8

399

9

자비 2

장수 47

개로 5

459

10

법흥 6

안장 1

무령 19

519

11

진평 1

평원 21

위덕 26

579

12

선덕 8

영류 22

무 40

639

The comet

이하 신라통일기

효소 8(서기 699)
헌덕 11(819)
고려 태조 22(939)
문종 13(1059)
명종 9(1179)
충렬 25((1299)
조선 세종 1(1419)
중종 34(1539)
효종 10(1659)
정조 3(1779)
고종 광무 3(1899)

14
16
17
19
21
23
25
27
29
31
33

경덕 18(759)
헌강 5(879)
목종 2(999)
예종 14(1119)
고종 26(1239)
공민 8(1359)
성종 10(1479)
선조 32(1599)
숙종 45(1719)
헌종 5(1839)
대한민국 (1959)

좀 장황한 것 같으나, 삼국 이후 현재까지 기해세를 추려 보았다. 여기서 그해에
일어났던 사실을 들어 보아야 소제에 걸맞은 일이 되겠는데, 별로 큰 의의가 있는
일이 못되어, 한두 개 현재의 우리에 비교적 관계가 깊은 것을 들어보는데 멈추겠
다. 기해세가 우리 민족이 걸어오는데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漢)문화를 수용하여 상당히 그것을 이해했을 어느 무렵 간지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그것에 부회(附會)하여 정리한 기록에서 추리고 보니, 확실한 기록
을 통해서 볼 수 있는 2천년의 역사를 60으로 끊으면 새해까지 합해 33회이며, 기
해라는 것이 무슨 확실한 의의가 있다 치더라도, 서기 전후의 2, 3회의 기해는 또한
막막하며, 올해를 빼고 보면 30회쯤 기해세가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60년만의 이
주회(週廻)에서 역사적인 인과가 꼭 배태 발아하는 것은 아니니, 전대인(前代人)의
이런 관념에서 보고자 하는 흥미조차 불식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한다.

2. 재
 위년대(在位年代)에 기해세(己亥歲)를 끼고 있었던 명군(名君) 수(數)
삼인(三人)

굳이 우리 역사에서 명군으로 재위기간에 기해세를 겪은 사람을 골라 보면 8․고
구려 광개토왕(8년, 서기 399년) 다음 9․장수왕(47년, 서기 459년), 10․신라 법흥 (6
년, 서기 519), 백제 무령왕(19년, 서기 519년)에 이어 고려에서는 16․태조(22년, 서
기 939년) 23․공민왕(8년, 서기 1359년) 등이었고, 조선시대에서는 세종 원년, 정조
3년이었다. 명군의 규정에도 조건이 있겠으나, 필자가 보아 온 아관(我觀) 한국사
의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사상 명군이랄 것은 없어도 중대한 사건을 겪는 이
로는 고려 때 몽고족이 침입하던 때의 21․고종(26년, 서기 1239년)과 조선시대 때
의 27․선조(32년, 서기 1599년), 31․헌종(5년, 서기 1839년), 32․고종(광무 3년, 서기
1899년) 등을 들어 보겠다. 이렇게 군주 중심으로 가려 보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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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중심으로 움직인데서요, 또 하나는 사건의 발생, 전개에 관계가 깊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미하게 숫자적인 초출(抄出)을 통해 볼 때, 기해세는 우연히도 큰 전쟁
을 겪은 뒤에 왔던 해(세(歲))였다. 조금 휴식하는 때였던지, 또는 막 전쟁이 끝난 직
후인 적이었다. 물론 인류 역사의 전 시간의 75%가 전쟁으로 경과했으니, 60년에
한 번씩 맞는 회갑년이 어느 때이고 그렇게 안 될 리 없으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우리들이 역사를 들추어 볼 때, 외환이라든지 내란을 헤아려 보면 거의 전쟁의
계속이었음으로, 전 시간의 4분의 1시간을 제하고는 늘 싸웠다. 그러니 전쟁과 관
련이 없을 해(歲)가 드물어 전후에 오는 기해세라고 해서 반드시 평화의 해(歲)라고
하기에는 좀 인간의 본성과 인류사의 전면을 무시하던지,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래서 꼭 그해 발생한 일로 좀 중요한 일을 가려서 1959년의 한국사 현해(現
解)의 과제로 제시코자 한다.

3. 고구려(高句麗) 광개토왕(廣開土王) 9년(기해(己亥))의 대업(大業)

굳이 기해세의 대업을 찾는다면, 아마 광개토왕 9년에서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도 그가 고국양왕의 왕자로 태어나서부터 잘나고 건장한 인
물이었으며, 왕위를 계승하면서부터 고구려 사회를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기반을
닦았다. 그리하여 즉위와 함께 남으로 백제를 토벌하고, 북으로 거란(契丹; 신채호
선생은 와려(䂺麗)라 함)을 정복하여 남북으로 외환이 없게 했다. 이뿐 아니라 국내
도 정돈하여 그 2년에 평양에 9개 절(九寺)을 창건했다는 것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퍽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것을 엿보게 한다. 허나 광개토왕은 왕의 시호(諡號) 자체
가 그대로 보여주듯이 국토확장에 시종했었다. 삼국사기가 지시하는 바대로 보더
라도
원년 7월 남벌(南伐) 백제
9월 북벌 거란(契丹)
10월 공함(攻陷) 백제
2년
8월 백제의 침입을 방어
3년
7월 백제의 침입을 왕 자신이 역습
8월 백제의 침입에 대비하여 남부지역에 축성(築城)
4년
왕 자신 백제와 싸워 대패시킴
※ 9년 기해(따로 논하겠음)
11년 연(燕)의 모용(慕容)을 도주시킴
13년 11월 연을 토벌
14년 5월에서 7월에도 연과 싸워, 연을 제압
22년 10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북변의 개척과 남으로 백제, 왜를 제압하며, 그
사이 국내 정치정비에 힘써 왔다. 이러한 정복사업은 그의 아들 장수왕에게 계승된다.

광개토왕의 정복적인 업적은 앞의 삼국사기보다는 그의 기념비에서 자상히 볼
수 있다. 그의 시호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崗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라
보이고,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고구려 민족의 안정과 선위(宣威)에 발분망식
(發奮忘食)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에는 기해년인 왕 9년의 기사를 「춘정월(春正月), 정견
사입연조공(正遣使入燕朝貢), 2월(二月), 연왕성이아왕례만(燕王盛以我王禮慢), 자장
병삼만습지(自將兵三萬襲之), 이표기대장군모용희위전봉(以膘騎大將軍慕容熙爲前
鋒), 발신성남소이성(拔新域南蘇二城), 척지칠백여리(拓地七百餘里), 사오천여호이환
(徙五千餘戶而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김부식이 중국 중심주의 사관이며,
중국인이 왜곡한 기록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도리어 광개토왕은 북서방면으로
장구(長驅) 감숙(甘肅)[깐수]방면에까지 이르렀고, 한토(漢土)를 흔들었음은 호태왕
비문에 역력히 남아 있다.
그럼 비문에서 보면,
「9년 기해(九年己亥), 백잔위서여왜화통(百殘違誓與倭和通), 왕순하평양(王巡下平
穰), 이신라견사백왕운(而新羅遣使白王云), 왜인만기국경(倭人滿其國境), 궤파성지
(潰破城池), 이노객위민(以奴客爲民), 귀왕청명(歸王請命), 태왕은자(太王恩慈), 긍기
충성(矜其忠誠)51), □견유사환고이□계(□遣使還告以□計□□)」……했음에서, 북벌
남정에 여유가 없던 대왕이 백제를 억제했으나, 백제는 왜(일본)와 통하여 신라를
침범함에, 신라가 파견 청원함에 왜병을 토멸하여 승첩(勝捷)함을 말하고 있다. 대
왕은 기해에서 이듬해인 10년 경자(庚子)에 걸쳐 반도 내의 적군을 소탕함에 대과를
얻었다(신채호(申釆浩),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 200~207면, 정인보(정인보(鄭寅普)
선생의 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 비문석략(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 碑文釋略) – 한문 등
참조).

4. 헌종(憲宗) 5년(五年) 기해박해(己亥迫害)

세종이 왕위를 계승함이 기해였고 세종의 사상과 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 실천
함에 동향을 볼만했던 정조 3년이 기해였으나, 보다 직접 기해세에 이러한 대사건
으로 아무래도 헌종 5년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들어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바로
기해년에 있었던 일로, 흔히 기해박해(己亥迫害)로 명기하고 있다. 이른바 기해박해
란 정조 9년 을사(乙巳)에 형조에서 양반자제들이 천주교를 신봉하며 집회한다는
소문을 쫓아 중인 김범우(金範禹)를 비롯하여 일당을 잡아들인 일이 있은 후, 정조
15년 신해(辛亥)에 전라도 진산(珍山)[지금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윤지충(尹持
忠), 권상현(權尙然) 등이 위패와 제사를 폐한 사실로 의례문제로서 천주교 금압론
(禁壓論)이 시끄러워 양인을 처단하게 되었다. 다시 순조 원년 신유(辛酉)에 시벽(時

51) 원문의 後稱其忠은 矜其忠誠의 오기임.

130

The comet

Vol.37

131

僻)의 다툼이 천주교 서학을 에워싸고 폭발되자 남인(南人) 시파(時派)의 서학 신봉
자들을 비롯한 교도의 처참한 처형이 있었다가 그 바람이 멎었으며, 한편 파리외방
전도회(巴里外邦傳道會)의 프랑스 신부들이 한국에 잠입하여 전교하던 중, 헌종 5
년에 박해의 모진 바람을 맞게 된다.
기해의 박해란 앞서의 서학 금압과는 유(類)를 달리하여 프랑스 신부들이 섞여
처형당하는 것이다. 물론 정조 순조 양대(兩代)에 걸친 박해의 연속이었지만, 이해 7
월 5일 김순성(金淳性)이란 배교인(背敎人)52)의 고발로 발단된 기해의 사단(事端)은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의 설국(設鞫)의 주청(奏請)에서 비롯되었다.
그때 김순성은 밀고한 공로로 오위장(五衞將) 상당의 외직(外職)에 제수(除授)되
었으며, 포교(捕校) 손계창(孫啓昌)은 변장(邊將)에 제수되었다.
대체로 우리 진세(眞世)에 있어 ‘반(反)가톨릭적 사상’의 전개라는 것은 모호한 점
이 많았고, 금압해야겠다는 논리 자체가 집점(集點)을 지니지 못했으며, 주자적(朱
子的) 유교논리에 의한 국가질서의 유지에 두고 있었으므로 헌종 5년의 기해박해도
거의 위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7월 5일의 설국 주청에 따라 이른 8일에는 대왕대비(순조 비, 순원 후, 김 씨)는
프랑스 신부들을 잡아 조사케 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역관(譯官), 마두(馬頭)의 무리
들이 아니면 혼자 들어올 수 없으며, 들어와 전교, 거식, 교유(交遊)에 그러한 무리가
아니면 한 발로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니 프랑스 신부들의 처음 접한 사람을 잡아
상세히 문초하도록 했다. 또 신부들이 차차 거처를 바꾸었으니 계속 보고하게 하여
엄중히 조사할 것을 명했다.
이때 프랑스 신부로는 나백다록(羅伯多祿)(Pierre Philibert, Maulant), 정아각
백(鄭牙各伯)(Jacques Honore Chastan) 범세형(范世亨)(Laurant Marie Joseph
Imbert) 등 3인으로, 이들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한만국경(韓滿國境)을 넘어서
서울에 도착하고 전교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1838년 말경에는 신도의 수가 9천으
로 증가했다고 한다.
세 신부는 입국 후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쉴 사이 없이 교도를 지도하여 교
세 확장에 침식을 잊고 분주히 활동하게 되었다. 교도들의 고대에 따라 그들을 위
로하기 위해 험난한 지방여행도 무릎 썼다. 이 신부들은 상복 차림을 하여, 모든 것
을 감추고 묵언의 여로를 더듬어 갔다. 그러던 차 기해 7월에 금교의 영에 따라 먼
저 서울 문 안의 교도들이 잡혀 엄혹한 문초를 받고, 조신철(趙信喆), 정하상(丁夏
祥)(정약종(丁若鍾)의 둘째 아들,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써서 기독교 윤리가 유교 논
리와 어긋나지 않으며, 그 자연관이 같다고 주장하며, 당시 교도 박해를 멈추어 주
기를 앙청(仰請)했다.) 유진길(劉進吉) 등의 조선교회의 중추(中樞) 인물들은 서대문
밖에서 참형 당했다.
함께 프랑스 신부들을 포착하기 위해 백방 애를 쓰던 정부에서는 앙베르 범(范)

신부를 체포했다. 앙베르 신부는 잡혀가게 된 8월 11일 모방, 샤스탱 두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
“참으로 그리운 형제여! 신은 찬미해야 한다. 신의 뜻대로 맡겨 두십시오, 이젠 후
퇴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탐색으로 파견된 사람은 포리(捕吏)가 아니고 교도
(敎徒)입니다. 앙드레아 정은 심야 1시경에 도착했습니다. 간책(奸策)에 빠진 불쌍한
그는 내게 이것을 고할 것을 그들에게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시 어떤 소식
이 전해질 때까지 그대들은 잘 잠복(潜伏)할지어다.”
하여, 자기는 잡혀가지만 끝내 잠복해 포리의 손을 피해보라고 주의를 하고, 범
신부는 수원을 거쳐 서울로 왔다. 그러나 세 신부는 함께 8월 14일 한강둑에서 참
수되었다(형장에서 형졸들이 행한 세 신부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1, 2의 기록이
있고, 천주교 관계 사기(史記)에 이미 소개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로 고찰할 바
가 있어 필자는 그대로 옮겨 소개할 것을 멈춘다). 기록대로 본다면 견디기 어려운
참형을 받았었다. 박해 당시 순교한 프랑스 신부들과 우리 교도들 중 79위(位)는
1857년 복자(福者)로 지시되고, 1925년에는 79복자의 예성식(例聖式; 시복(諡福))이
있었다.
아마 이 참극은 한국사상 기해의 한 기념일 것이다. 오직 단 하나의 사실일 것
이다.

5. 1899년(年)

이 기해세는 꼬집어 사건을 들 필요도 없이, 1894년(갑오)에서 이듬해에 걸친 청
일전쟁 뒤를 이어 을미사변(乙未事變)인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뒤를 이어, 고종황제
의 아관파천(俄館播遷),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던 아(俄)[러시아]의 정책이 일․아의 교
섭에 따라 움직이고 있던 때라, 구한말기의 정치가 서리를 맞던 때로 역시 흉흉한
중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던 기해[년]이었다고 하겠다. 무슨 조약(條約)을 들어 말할
나위도 없었다.
결(結) – 간지(干支)에 따른 역사의 되풀이를 좀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며, 새 기해
에는 사회나 개인으로 큰 기쁨과 희망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며.
필자(筆者) 연세대(延世大) 교수(敎授)

52) 원문의 輩敎人은 背敎人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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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除夜)의 종(鍾) 외(外) 3편(三篇)

- 크리스마스와 제야(除夜)의 시(詩)․문(文) -

소들
양주동(梁柱東)

어느덧 금년도 저물어 간다.
올해는 예년보다 아직 추위가 덜한 듯하여, 일선 산악지대에는 이미 한두 번의 강설을 보았다
하나, 서울에는 아직 눈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차차 크리스마스 때가 접어들면 분분한 서설을 보
게 될 것이요, 세모와 정초에 걸쳐서는 이른바 ‘납전(臘前) 3백(三白)’의 길조를 보고야 말 것이다.

크리스마스 저녁, 시계는 열두 시.
“지금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어느 어른이 하시는 말씀 – 우리들이 떼를 지어서
화로의 남은 불 옆에 편안히 앉아 있을 때.

정월3백(正月三白), 전공소하하(田公笑嚇嚇).
요의맥(要宜麥), 견삼백(見三白).

우리들은 온순하고 음전한 짐승들을 눈앞에 그렸다,
짚을 깐 우리(圈) 속에 살고 있는 또한 거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 하나도
그들이 그때 무릎을 꿇었을 것을 의심치 않았다.

정월에 큰 눈이 세 번 내리니
농부들 좋아하고 하하 웃노라 밀(맥(麥)) 풍년 들려고
눈이 세 번이나 하얗네.

그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짜낼 이는 거의 없으리라,
이 근년에는! 그러나, 나는 지금 어쩐지,
누가 크리스마스 저녁에 말하기를,
“자, 소들이 무릎 꿇은 걸 보아라,

내년에도 제발 풍년이나 되기를…… ‘우국원년풍’(憂國願年豊) 이란 옛 성현의 구(句)도 있거
니, 가난하고 다난(多難)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달가운, 더 반가운 선물이 다시 무엇이 있으랴.
크리스마스는 물론 워낙 서양풍속 최대의 명절이다. 그러나 그것이 근래엔 또한 우리들의
생활에도 사뭇 친근해져서, 연말의 없지 못할 한 화려한 명절이 되었다. 기독교 신자는 말할 것
도 없거니와, 그 밖의 사람들도 이날 첫 새벽에 거리, 거리, 골목에서 들려오는 선남선녀들의 이
날을 축복하는 성가의 합창 기쁘다, 구주(救主) 오셨네,
만(萬)백성 맞으라.
를 들으면, 누구나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작으면 제 한 몸, 제 한 가정, 크게는 겨레․인류의 행
복과 평화와 구원을 위해 경건한 기도와 염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어서 그날 하루를 그러
한 마음으로 뜻있게, 기쁘게 보내며, 크리스마스트리의 장식이나 만찬과 파티야 각 가정에 반드
시 있든 없든, 어떤 양식으로나 이 한 날을 유쾌하게, 즐겁게 명절로 쇠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까.
더구나 이날 아침에 교환되는,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를 축하하는 카드는 어쩐지
산뜻하고 복스러운 새 기분을 사람에게 주어, 저 진부한 근하신년의 연하장보다 무척 더 반갑고
기쁘다. 이날에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이 특히 여간한 혹은 대단한 선물을 주고받음도 결코 나무
랄 수 없는, 아니 차라리 권장할 만한 미소로운 풍경, 좋게 본뜬 풍습이라 할까. 나도 이날 아침에
혹 전혀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고운 카드가 몇 장 날아 들어오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크리스마스의 시(詩) 두어 편을 이에 소개하여 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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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하디

우리들 소년 시절에 잘 가 놀던
저 웅덩이 가녁 쓸쓸한 마당에서.” 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어둠 속에 가 보리라,
정말 그렇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영국 소설가, 시인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1840 – 1928)의 명작. 1915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더 타임즈>(The Times)에 실었던 것, 뒤에 시집 <Moments of Vision(환영의 순간들)>
소수. 염세주의자로 통칭되어온 작자와는 반대로, 사뭇 이상주의적인 따뜻한 사랑과 신앙의
희망을 보이는 작품.
더구나 이 시는 직접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 이를테면 서양풍속에 완전히 젖
지 못한 우리들 동양 사람에게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자못 흐뭇한 정조와 상념을 일으킨다. 작
자는 영국에서의 종교에 대한 깊숙한 신앙이 작자의 ‘소년시절’ 이었던 19세기 중엽에 보다 20
세기 근년에 와서 자못 쇠퇴한 것을 암시하여 탄식하고 나서 – 그러나 종교에 의한 인류의 구
원이라는 ‘아름다운 상상’이 끝내 인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끝 연(聯)에서 은근히 강조했
다. 우리와 같은 동양사람 – 엉거주춤한 신앙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도 또한 이러한 심경에서
이날에 역시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할까 –
나는 그와 함께 어둠 속에 가 보리라,
정말 그렇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다음은 좀 더 우리가 친근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찬양한 크리스마스의 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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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힐튼 영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 나서
갈릴리의 여러 고장을 다 알았네.
그는 레바논 산을 쏘다니면서,
모든 나무를 사랑할 줄 알았네.
그러나 나는 마알부루에서 나서
거기 있는 친한 얼굴들을 사랑하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 사랑이 얼마 못 되네.
나는 그들을 위해 죽으려 않네.
나의 사랑하는 이들, 참된 동무들을 위해도.
그러나 베들레헴의 위대한 마음,
그는 아직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네.
하지만, 생각노니, 골고다에서,
그의 눈이 마지막 감겨질 때에,
그 눈은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써
나사렛의 촌 거리를 보았으리.
이 시의 작자 E. Hilton Young(1879-1960)의 전(傳)은 미상(未詳)하나, 아마 영국 현대 젊은 시인
인 듯(시인이자 정치가) 시풍이 아주 대담하고 순진․솔직하다. 제2, 제3연 허두에 ‘나는’ 운운이 좀 건
방지다는 평을 들음직하나, 그 나와 그와의 솔직한 대조가 차라리 미소롭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많은 시인들의 크리스마스 시편들 중에서 하필 이 젊은 시인의 이 작을 특히 골라 여기 소개하는 이
유는 물론 이 한 편의 끝 연의 생각에 있다. 이 시인은 초인간적, 범인류적인 그리스도를 노래함보다
는,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내지 민족적인 그를 노래한 것이다.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용사들이 호국의 영령으로 화하는 거룩한 순간에, 그의 눈에는 마지막으로 과연 무엇이 보일까?
그 눈은 가장 정열적인 사랑으로써
나사렛의 촌 거리를 보았으리.
두 시편이 다 종교적․사상적인 것들이니, 좀 더 통속적인 유쾌한 크리스마스의 산문 한 편
을 다음에 소개하여 볼까. 필자는 영국 현대 익살 수필가로 제1인자인 밀른(Alan Alex. Milne,
1882~[1956]). 크리스마스 호(號) 잡지 편집의 가상적인 플랜을 통하여 독자에서 흠뻑 크리스
마스의 유쾌한 기분과 진미를 만끽케 하는 호화․다채한 명문(名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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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밀른

크리스마스에 대한 희담(戲談)은 보통 7월에 계획되어 9월에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
것이 11월 중순에 발행되고, 크리스마스까지 뉴질랜드에서 발매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영국
서 크리스마스에 발행된다면, 뉴질랜드는 2월에도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
보다도 식민지가 그것을 제때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어떻든, 크리스마스 호를 만들 때마다, 모든 잡지 편집자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뿐 – 곧 그와 동시에 일반 주간호(週刊號)를 만들어야 하는 때문이다. 잡지
편집자로서 나는 크리스마스 호에 가을을 온통 바치고 싶다. 그리고 공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것이 나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나 자신 일찍이 그러한 호를 만들라는 청을 받은 적이 없으
므로, 나는 여기 한 안을 그려 봄으로써 나 혼자 즐길 수가 있다. 나는 훌륭한 옛 전설을 따른다.
첫째 소설들을 결정하자. 소설 제1은 도망간 죄수를 다룰 것. 여주인공이 시골집의 무도회에
서 2,3의 구애를 받은 뒤 마차로 돌아오는 도중, 돌연히 눈이 휩쓸린 황야의 가장 쓸쓸한 곳에
서, 한 괴한이 도랑에서 뛰어나와 피스톨로 차부(車夫)를 겨눈다. “아유, 여보세요” 여주인공이
말한다. “우리 고모님의 목숨을 살려 주세요, 내 보석을 되 다 드릴테니” 죄수(원래 그는 죄수였
다)가 깜짝 뒤로 물러선다. “루시!” 그는 부르짖는다. “해롤드!” 여자가 헐떡인다. 고모는 말이 없
다. 기절한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일단 중지되고, 어떻게 해롤드가 도둑이 되었는가를 설명한
다. 그는 혹 죄 없이 고소를 당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혹 변호사(부정한 일을 할 만한 유혹의 기
회를 많이 가짐 – 역자 주. 이하 동(同))였던지. 어떻든, 그는 이제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충분
히 벌을 받았고, 루시는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 “올라 타세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를 집에
까지 태워다 준다. 다음 날 그는 보통 부랑인의 복장으로 뉴질랜드를 향하여 출발한다. 루시가
뒤에 그를 따라간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려 한다. 끝.
첫째 소설은 이만해 두자. 둘째 것은 오랜 옛날의 <어허, 참 기막혀라> 식의 소설. 계절은 맞
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이 대감님의 정원, 장미꽃 향기 속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설은 우리들을 저 옛날 로맨틱한 시대-결투가 맹세가 오늘날의 그것보다도 더 그
림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부인들은 견본 자수를 애호하여 만들던 그러한 때로 끌고 간다. 이러
한 종류의 소설은 크리스마스 통나무 불 앞에서 읽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이
니, 크리스마스에는 제격이다. 그 줄거리는 중요치 않으니, 추사치 않겠다. 문제는 <어허, 기막
혀라> <이봐, 이분들아> (둘 다 중세 영어)에 있다. 그러나 아씨께서 나중에 그 도령님과 무사히
결혼한 것과 그 도령님이 행복스럽게 전경으로 떠나간 것은 말하여도 좋겠다.
우리는 또 한 소설을 요한다. 이것은 무엇을 다룰까? 그것은 색인 좀도둑에 관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늙은 존 경(卿)을 달래어 딸의 결혼을 승낙케 한 어린애, 혹은 엔더비 농장의 유령,
혹은 백만장자의 크리스마스 만찬, 스코틀랜드 급행열차의 사고 – 이런 것일 것이다. 나 개인으
론, 이것들 중의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무인절도(無人絶島) 이야기에 찬성의 한 표
를 던진다. 오만한 레이디 줄리아는 기선 갑판에서 바다에 떨어졌다. 그날 아침 그녀에게 거절을
당했던 로날드가 상갑판 – 혹은 뱃머리 사사, 혹은 그가 마침 있던 어느 곳에서 물속에 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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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녀가 세 번째 잠길 때에 그녀를 붙잡는다. 때는 안개 자욱한 밤, 그들의 실종은 아무도 아
는 이가 없다.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그 조그마한 산호초에 올랐다. 생명의 위험은 없다. 2, 3의
정기선이 하루 이틀 안에 지나갈 터이요, 로날드의 포켓속에는 비스켓과 초콜릿이 가득히 들어
있다. 그러나 다시는 결코 만나지 말기를 희망했던 레이디 줄리아는 열망적인 입장이다.
그래 그들은 피차 반대쪽으로 등지고 돌아앉아서 (데이나 깁슨 Dana Gibson(1867-)53) 그림;
미국화가. 미국 소녀를 삽화에 소개하여 대성공, 소위 낍낍슨.) 서로 어깨 너머로 풍자적인 어구
를 던진다. 나중에 가서 그는 그녀의 오만한 기질을 건드린다 – 아마 거북의 알(卵)을 그녀 못보
게 감춤으로써 – 그리하여 두 번째 지나는 정기선이 행복한 한 쌍을 문명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러나 이제는 약간의 시가 있어야 하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굴뚝새에 관한 진지한 한 편과
두 페이지짜리 익살시 한 편을 잘 그린 채색 삽화 부로 제공하려 한다. 익살시는 반드시 사냥을
다루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사냥 그 자체는 유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냥에 관한
소화란 오직 둘이 있을 뿐 – 곧 개천으로 내려온 말(馬)의 소화(笑話)와, 사냥개보다 앞서 말을
달린 런던내기의 소화(笑話). 그러나 워낙 지켜야 할 전설이 있고, 더구나 화가들이 언제나 그것
을 좋아한다. 이만큼 우리는 화가를 충분히 고치지 않았다. 자, 그에게 전 4페이지를 주기로 하
자. 하나는 기생목(寄生木, Mistletoe,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함. 서양풍속에 그 밑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나 본 사람이 키스해도 무방함.)을 매고 있는 예쁜 계집애들, 하나는 경사(卿士)와
그의 가족이 눈(雪)을 맞으며 교회에 가는 것, 하나는 언덕을 넘어오는 길 도둑이 탔다. 부서진
마차, 그리고 또 하나는 소포 꾸러미를 들고 오는 우편배달부. 이 네 그림만 있으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정취를 만끽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페이지에 여백이 있다 – 그것을 5, 6종 스케치
의 채색 페이지로 하는데, 시대와 문자가 아주 고대 영국식이다. “마쉬뱅크스 남작께서 저의 시
녀를 부르시오니” “시녀! 황급히 대기하여 -.” 여러분, 즐거운 일이 아닌가?
나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호임을 고백한다. 여러분은 증전에 이 모든 것들을
벌써 보았노라 할는지 모른다. 나는 그러기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좋
은 점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크리스마스를 회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호가 우
리에게 다른 크리스마스 호를 사상시킴은 그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온통 금년 어느 한 호에서 얻을는지는 의문이지만, 모든 호들 중에
는 크리스마스를 부디 눈앞에 유쾌하게 가져올 만한 충분한 것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간조무
무한 10월 중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옴을 회생하고 싶어한다. 그러니 식민지의 요
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크리스마스 호가 사뭇 이르(조(早))게 되는 것은 아마도 괜찮은 일이다.
동시에 도대체 뉴질랜드가 왜 크리스마스 호를 요하느냐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상술한 나의
본보기 지(誌) 계획서를 일별(一瞥)할 때에, 나는 전(前)보다도 더 한층 느낀다, 그것이 얼마나 신
묘(神妙)하겠느냐고 – 그러나 아니다, 오오, 수은주 영하 백도에 있어서야 그 무엇이 신묘하랴.
○
「제야의 노래로」서는 저 한토(漢土)의 시에도 하도 많은 가작(佳作)들이 있다. 가장 통속적인
시로는
53) Charles Dana Gibson(1867 -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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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금소진(今歲今宵盡)54), 명년명일최(明年明日催).
한수일야거(寒隨一夜去), 춘축오경래(春逐五更來). <왕인(王諲)>55)
(올해는 이 밤에 가고 내년은 내일로 닦아오네.
추위가 하루 밤에 가고 봄이 첫 새벽에 오는구나.)
또 철학적․기교적인 작으로는 다음의 몇 구 -

물이종위시(物以終為始), 인종고득신(人從故得新).
영양조전채(迎陽朝翦彩)56), 수세야경은(守歲夜傾銀). <왕안석(王安石)>
(사물은 끝이 곧 시작, 사람은 낡음에서 새로움 봄 맞아 내일 아침엔 채화를 베리로구나, 해를 지켜 이 밤에 은잔을 기울이노라.)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으로 제야에 서속(西俗)에서는 흔히 종을 치나, 한속(漢俗)에서는 각
(角)을 불었었다. 그러기에 당시(唐詩)엔
도등유고세(挑燈猶故歲)57), 청각이신년(聽角已新年). <피일휴(皮日休)>
(등을 돋우매 아직도 옛 해려니, 각소리 들리니 벌써 새해로구나!)
란 한 구(句)도 있다.
그러나 동양의 제야시(除夜詩)들은 흔히 개인적 감상에 흐르기가 일수이다. 그 대표로는 예
를 든 당시의 다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어 온 일절(一節)이 있지 않은가 연관한등독불면(旅館寒燈獨不眠), 객심하사전처연(客心何事轉淒然).
고향금야사천리(故鄉今夜思千里), 수빈명조우일년(愁鬢明朝又一年).58)
이따위 감상적(感傷的)인 제야시에 비해, 서양의 시들은 흔히 희망적 이상적인 힘찬 생각과
건실, 명랑한 희망을 노래한 것이 많다. 다음에 인용하는,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테니슨의 ‘제
야의 노래’는 그러한 작품들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통속적 노래이다. 제야에 은은히 들려오는
거친 종소리를 들으며 시인은 겨레와 인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염원하며 기도하는가?
제야(除夜)의 노래
알프레드 테니슨
울려 보내라, 거친 종소리여, 거친 하늘에,
날아가는 구름, 빛나는 서릿발에.
이 밤에 해가 마지막 간다,
54) 원문의 今嵐今宵盡은 今歲今宵盡의 오류임.
55) 원문의 王禋은 王諲의 오류임.
56) 원문의 迎春朝剪綵는 迎陽朝翦彩의 오류임.
57) 원문의 排燈猶舊歲는 挑燈猶故歲의 오류임.
58) 원문의 霜鬢明朝又一年은 愁鬢明朝又一年의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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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 보내라, 거친 종소리여, 가는 해를 가게 하라.
낡은 것을 울려 보내고, 새 것을 울려들어라,
울려라, 즐거운 종소리여, 눈을 넘어서.
해가 가려 한다, 가는 해를 가게 하라,
거짓 것을 울려 보내고, 참된 것을 울려 들이라.

1. 핵융합 반응이란

궁핍과, 걱정과, 죄를 울려 보내라,
시대의 싸늘한 무신앙도 함께.
나의 구슬픈 노래를 울려 보내고 울려 보내고,
좀 더 풍만한 율객(律客)을 울려 들이라.

인류는 일찍부터 석탄, 석유, 전기 등인 소위 화학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다. 하
지만 금세기 초부터 물리학자들은 분자나 원자의 외부 전자의 변환에서 나오는 조그
마한 에너지인 소위 화학변화 에너지나 원자 자신이 포개져서 다른 원자로 될 때 생기
는 에너지, 즉 핵분열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핵분열과 반대로 몇 개의 가벼운 원소가 합쳐서 새로운 원소로 될 때 생기는
에너지로, 핵분열 에너지라 부른다.

지위와 혈통의 거짓된 자만을 울려 보내라,
공인에 대한 비방과 원망도 함께.
진리와 정도에의 사랑을 울려 들이고,
선에 대한 만인의 사랑을 울려 들이자.

a. 핵융합반응의 가능성

더러운 부패의 낡은 형식을 울려 보내고,
황금에 대한 좁은 탐욕을 울려 보내라.
예로부터의 천번(千番)의 싸움을 울려 보내고,
천년의 평화를 울려 들이라
용감코 자유스러운 사람을 울려 들이라,
보다 큰악한 마음, 보다 친절한 손을,
장차 올 그리스도를 울려 들이라.
사족(蛇足)으로 – 위의 시편은 테니슨의 대작 In Memoriam의 제106장. 원래 8연이나 지면
관계로 제3,4연을 생략했다. 1836년 크리스마스 경의 작.
‘울려 보내라, 울려들어라’는 원문에 “Ringout, ring in”.
끝줄의 ‘장차 올 그리스도’는 원시엔 “Christ that is to be” 로서 ‘본연한 그리스도’, 곧 종교
내지 도덕상의 진리를 뜻한 것이나, 짐짓 이렇게 번역한 것.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 같으면, 이
끝줄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조국의 암흑을 울려 보내고,
장차 올 완전한 통일을 울려 들이라.

<문박(文博) 학술원(學術院) 회원(會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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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이 가능한 것은 초고온인 수천 도에서 수소와 수소 혹은 수소와 다른 가벼
운 물질과 융합하여 헬륨과 같은 가벼운 물질로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理論的)으로 다음 계산(計算)에서 알겠지만, 융합(融合) 전과 융합 후
의 질량 차이가 가장 많은 원소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의 방정식(方程式)인 E=mc2에
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變換)하는 것이다.
그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H 1+1H 1→1H 2+e ++1.4Me V ...10 years
2. 1H 2+1H 1→2He 8+γ+5Me V ......0.5 sec
3. 1H 2+1H 2→2He 8+0n 1+3.2Me V ...10-5 sec
4. 1H 2+1H 2→1H 8+1H 1+4Me V ...10-5 sec
5. 1H 8+1H 1→2He 4+γ+20Me V ...4.5 sec
6. 1H 8+1H 2→2He 4+0n 1+17Me V ...10-7 sec
7. 1H 8+1H 8→2He 4+20n 1+11Me V …… Unmeasured
8. 1 H 2+1H 2→2He 4+Q
혹은
9. 1H 2+1H 2→2He 4+Q →1T 3+1H 1+Q →2He 8+0n 1+Q
10. (1H 2+1H 1→1H 2+β++ √)×2
(1H 2+1H 2→2He 3+γ)×2
3
8
4
1
(+
2He +2He →He +21H
----------------------------41H 1
→2He 4+Q (1948년, Bethe & Chritch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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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그 배(倍)를 한 것은 1과 2식이 2
회 반응이 일어난 후, 3식은 1회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11. 6 C 12+1H 1→7N 18+γ
N 18→γ6C 18+β+γ
18
1
14
도표 1.
6C +1H →7N +γ
14
1
15
방전관
내에서 나타난 기체이온이 외부에서 걸
7N +1H → 8O +γ
어준 자장에 의해서 화살 방향으로 가속한다.
15
15
8O →7N +β+γ
15
1
12
4
(+
7N →1H → 6C +2H 2
--------------------------41H 1→2He 4+Q
(1938년, Weizsacker & Bethe)
여기 Q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12. 4개(個)의 수소가 점차로 합쳐서 헬륨으로 되는 반응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반응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
1
2
1H +1H →1H +β+γ
1
2
3
1H +1H →2He +γ
4
7
8
2H 2 +2He → 4Be +γ
7
7
4Be +β →3Li +γ+γ
7
1
4
4
3Li +1H →2He +2He
최근 cross-section의 측정으로 이상(以上)의 식들은 다음의 방정식으로 축소된 것
이 명확히 되었다.
8
8
4
1
2He +2He →2He +21H
8
13. 또 초고온인 2×10 K 에서는 다음의 식이 가능하다.
4
4
8
2He +2He +95Ke V → 4Be
4
8
12
2He +2Be → 6C +7.4Me V
7

b. 핵융합반응 에너지

의 에너지의 식에서
E =mc 2=(1.66×10-24)(3×1010)2gram (cm/ sec)2=1.49×10-8erg
이므로
(1) 식은
질량( 4 1H 1 - 2H e 4 ) = 0.02871amu = 0.02871×1.49×1 0 - 8erg = 42.7×
10-6erg =26.7Me V
(2)
(1eV =1.6×10-12er ,g 1Me V =1.6×10-6erg )
이러한 계산에서 물 1파운드 중에 있는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된다고 가정하면, 3×
1011Btu 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 또 만일 중수소로 인한 핵융합 반응은 즉 1장(章) a절
(節)의 2식에서와 같은 반응에서 1파운드의 물이 전부 에너지로 변환된다면 108Btu/
Lb 로 될 것이다.
이것은 1파운드당 13000Btu 를 내는 석탄 1,400톤의 열에너지에 해당된다.
중수소(重水素)가 수중(水中)의 64,000분의 1이라 가정하면, 인류가 앞으로 현재보
다 100배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중수소의 융합반응으로 얻은 열은 앞으
로 10억년(10億年)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화석연료(化石燃料)를 사용하면 앞으로 100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
할 것이다.
자연계의 에너지의 근원은 이 핵융해 반응으로 나온 열에너지이며 밤중에 반짝이는
저 별들은 우리들의 태양과 같이 그 외부에 있는 수소의 원자핵들이 그 중심부의 고온
에서 핵융합반응을 할 때 원자 에너지로 빛을 내는 것이다.

C.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초고온 발생장치

핵연쇄 반응에서는 고열은 필요치 않았으나 화학반응과 마찬가지로 핵융합반응에
서는 초고열(超高熱)이 필요하다.
이것을 얻는 방법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지금 전절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초고열(超高熱)에서 수소가 합해서 1개의 헬륨을 발
생한다고 가정하자.
41H 1→2He 4+Q 에서 수소원자의 질량은 1.008142amu =1.67358×10-24gram
질량(4×1H 11)=4.13258amv
질량(2He 4)=4.00387''''' ('-------------------------질량(41H 1+2He 4)=0.02871amv (1)
그런데 질량 1amu에 해당한 에너지는 1amu=1.6×10-24gram 이므로 아인슈타인

1. Pinch Effect를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두 개의 평행한 도선(導線)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통해주면 둘레에 생
기는 자장(磁場)은 두 도선을 접근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은 원리(原理)로 전리기
체(電離氣體) 중(中)에 강(强)한 전류를 통하면 그 전류의 둘레에 자장이 생기고 이 자
장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리기체(電離氣體)의 축에 모이게 하는 힘이 생긴다.
이 현상을 Pinch Effect라 부른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길은 더욱 더 가늘어지고,
그 물질밀도는 더욱 커진다. 그래서 그 온도를 심하게 올려 주어 초고온도(超高溫度)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초고온을 내는 장치는 현대에 이르러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로 고열을
발생케 하는 전기로(電氣爐)는 이것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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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 수소폭탄의 약도

도표3. 라듐의 폭탄 약도

2. 원자폭탄의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원자폭탄을 얻는 방법과 꼭 같은 방법이다.
즉 U235에다 n1를 부딪치면 88Sr94과 54Xe150의 두 개의 새로운 원소를 내고 또 2개 내
지 3개의 중성자를 내는 동시에 고열을 낸다. 이 반응이 계속되면 순식간에 고열을 내
게 된다.

a. 태양 에너지

2. 융해반응의 여

그래서 이제 태양 내에서 가능한 핵융합반응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1H 1+1H 1→1H 2+e + ... ... 10 years
2. 1H 2+1H 1→He 8+hv .. 2 second
3. 2He 8+2He 4→4Be 7+hv ... ... ... 3×107 years
4. 4Be 7+e -→5Li 7 ... ... 1year
5. 3Li 7+1H 1→2He 4+2He 4 ... 1min
6. 6C 12+1H 1→7N 13+hv ... ... 4×106 years
7. 7N B→6C 18+e + ... ... 10years
8. 7N 14+1H 1→8O 15+hv ... 105 years
9. 8O 15→7N 15+e + ... ... 2min
10. 7N 15+1H 1→6C 12+2H 24 ... 2 yearsb
이러한 핵융합반응 현상이 물(水)의 25배나 되는 무거운 물질이 지구의 중심에서 일
어나고 있다.
태양뿐만 아니라 지구의 중심 또는 별의 내부에서도 이상 말한 것과 같은 반응이
반복되고 있다.

b. 수소폭탄(水素爆彈)

인류(人類)를 살게 하기 위해 매년 2억 톤의 쌀과 거의 100억 톤이나 되는 목재를 주
며 또 이 지구 내에 3천년 동안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석탄을 우리 인류에게 주게 한 것
은 모두가 태양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태양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곧 그것은 지금까
지 연구하여 온 핵융합의 반응에서 생기는 원소의 질량 차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
정식(方程式)에서 계산된 열에너지이다.
태양은 약 25억의 인간에게 매 인당 10만 마력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즉 전 지구에 250조(兆) 마력(馬力)에 해당하는 원동력(原動力)을 주는 것이다.
또 이것을 칼로리(Calorie)로 표시하면 2억8천 칼로리가 된다.
태양의 표면온도는 섭씨로 6000~11000도이며 이런 초고온도에서 모든 물질은 기
체상턔(氣體狀態)로 되어있다.
태양의 밀도는 표면이 물의 만분의 일(0.0001)에서 핵심부가 110이며, 또 온도는 표
면에서 6000℃ 중심에서 2천만도이다.
미국 Cornell 대학교수 Hano Bethe씨는 1938년에 이러한 초고온의 고열 하에 태
양 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반응(反應)을 표시한 방정식(方程式)으로
될 것이며, 이 막대한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탄소화석(炭素化石)의 연소
로써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제2차(第二次) 전쟁(戰爭) 때 미(美), 영(英), 소련이 사용한 폭탄(爆彈)의 화약(火藥)은
무려 66만 톤이라고 한다.
이것을 원자폭탄으로 환산하면 약 5~6발에 불과하며, 또 이것을 수소폭탄으로 환
산하면 단 한 개의 수소폭탄으로 될 것이다.
원자폭탄이 핵분열무기라 불리는 대신 수소탄은 열원자핵무기라고 불리고 있다.
이 수소폭탄은 열을 내기 위해 미리 장치한 원자폭탄이 폭발할 순간에 발생하는 수
천만도(數千萬度)의 초고온(超高溫)에서
8
2
4
1
1H +1H →2He +0n +Q
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
이 반응에 필요한 열은 원자폭탄에서 얻게된 것으로, 이 폭발에서 얻은 수천만도의
초고온은 제2계단(第二階段)의 융합반응을 일으켜 수억의 초고온을 얻게 된다.
즉
2
2
4
1H +1H →2He +Q
이러한 반응(反應)의 순서를 그림으로 설명하여 보면 도표3과 같다.
제1단계:
U 235+0n 1→54Xe 140+88Sr 94+2.50n 1+Q
제2단계:
3
2
4
1
1H +1H →2He +0n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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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핵융합반응 원자로

제3단계:
2
2
8
1
2
2
8
1
1H +1H →1H +1P +Q 혹은 1H +1H →2He +0n +Q

C. 리튬 폭탄

리튬 폭탄은 다음과 같은 핵 분열방정식에서 유도된다.
6
2
4
4
7
2
4
1
8Li +1H →2He +2He +Q 또는 3Li +1H →2He +0n +O
7
8Li 는 천연(天然)으로는 고체(固體)의 수소 칼륨으로 되어 있으며 이상의 반응에서
수천만도의 최고열이 필요하며 이것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수십억도(數十億度)
의 최고온도의 열을 주어 일초(一秒) 동안 열을 가해야 한다.
이 리튬 폭탄에서는 제1단계로 원자폭탄이 폭발하여 고열을 발생시켜 내부의 제2단
계인 중수소와 삼중수소(三重水素)를 채워놓은 내부에서 핵융합반응을 하여 초고열을
얻고, 다시 외부에 들어 있는 8Li 6와 중수소의 융합 핵반응으로 초고열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보면 도표4와 같다.
이 폭탄에 있어서 반응(反應)을 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U 235+1n 1→54Xe 140+38Sr 94+2.5n+Q
제2단계:
2
8
4 0 1
1H +1T →2He + h +Q
제3단계:
6
2
4
8Li +1H →2He +Q
여기 Q는 에너지를 표시한다.

3. 핵융합반응의 평화적 이용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폭발시간이 대단히 짧아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동력
을 얻는 데는 다소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중수소(重水素)와 삼중수소(三重水素)의 융합반응은 약 십만도(十萬度)의 고
열을 얻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얻는데 꼭 원자폭탄 모양으로 폭발해서 얻으려면 곤란(困難)한 점도 많으나,
이것은 고전압(高電壓)의 전류로 금속을 융해시키든가 또는 현재 발달하고 있는 원자
로를 사용하여 이 이상(以上)의 고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반응을 일정한 온도로, 즉(卽) 우리의 일상생활에 알맞게 나오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로 우리 인간이 좀 더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얻은 에너지는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편리한 문명기구를 주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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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험용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
는 연료(燃料)로 U 235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우라늄과 중성자(中性子)의 연쇄반응(連鎖反
應)은 상온(常溫)에서 행하여지나 핵융합 반응은 수
천도의 초고온에서 이루어진다.
석탄, 석유나 전기 시대에는 이와 같은 초고온도
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견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분열로 원자력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도표 4. Pinch Effect를 사용하여 만든 융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융합반응은 진행 합원자로 모델
하게 할 수 있다.
핵융합반응을 이용하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핵분열원자로와 같은 따위의
원자로를 얻으려면 먼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여 초고온을 얻은 후, 이것을 공급하
여 핵융합반응을 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 핵융합반응 원자로는 핵분열 전자로와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전자(前者)는 반응
에 있어서 초고열을 필요로 하고, 후자(後者)는 상온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에 필요한 고열을 후자의 반응에서 얻은 열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러
한 차이 이외에는 이 양(兩) 반응으로 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b. 핵융합반응을 이용한 일상생활의 원동력

이와 같은 강력한 원동력으로 얻은 막대한 열에너지는 동기(冬期)에 실내(室內)는 물
론 야외(野外)의 광범한 난방장치에도 사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열은 농산물이 늦가을에 한기(寒氣)로 피해를 입는 것도 해결될 것
이다.
또 핵분열로 발전(發電)을 시키는 것보다 이 방법으로 원동력을 얻어 일층 더 강력
한 고압전기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핵융합반응 원자로는 핵분열원자로가 하는 일 전부를 할 것은 물론 후자
(後者)가 못할 일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4. 핵융합반응의 장래

지금 인류는 원자력이란 새로운 동력에 대해 큰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원료에 어느 한계가 있고 또 에너지의 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것에 비하면 수소 또는 중수소를 연료로 쓰는 핵융합반응 원동력은 그 연료의 공
급에는 무진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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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최대의 에너지도 원자력에 비하면 비교를 못할 만큼 큰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원자력의 핵분열반응 시대에 뒤를 이어서 열핵융합반
응 시대는 오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인류는 지하자원(地下資源)에 의존치 않고 퍽 편리
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끝.

행진곡해설(行進曲解說)

나운영(羅運榮)

행진곡(MARCH)의 기원(起源)은 매우 오랜 것으로 고대 희랍극에 사용된 행
진곡은 아울로스(aulos)라는 피리로 반주되었고, 17세기부터 유럽의 군대에 사
용되어, 터키군대가 연주하는 행진음악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탈리아 작곡가 룰리59)의 가곡이나 쿠프랑60) 작곡의 쳄발로61) 곡 같은 데서 비
로소 예술적인 악곡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이후부터는 군대의 발달에 따라 행
진곡의 실용가치가 높아졌고, 19세기 초기에 취주악기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그
연주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19세기 중기부터는 가극이나 예술작품에도 행진
곡이 때때로 사용되었다.
이제 행진곡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다.

행진곡의 종류

하루에 10불(弗)씩

“모피 코트․결혼반지 등 대여”
당신은 뉴욕에 있는 한 상사에서 1천달러 이상이나 되는 모피 코트를 빌릴 수가 있는 것
이다. 동(同) 상사에서는 그들의 밍크 코트를 빌려 입는데 하루에 10달러, 1주일에 25달
러의 세를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결혼반지도 빌려주고 있다.

핵전쟁(核戰爭) 발생시(發生時)엔
인과응보(因果應報)대로 간다.

미국에 있는 한 방공감시원은 그의 상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핵무기 공격이 있을 경우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의 상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
했다.
“그것은 자네가 지금까지 이끌고 온 생활종류에 달려 있다.”

졸음을 참을 수 있는
행복(幸福)의 환약(丸藥) 등장(登場)

우리는 조만간 <행복의 환약>을 시장에서 사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환약은 의기초침
을 해소시키고 기분을 앙양(昂揚)시키며 졸음을 쫓아버릴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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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곡에는 군대행진곡, 축전행진곡, 결혼행진곡, 장송(葬送)행진곡, 재관식(載
冠式)행진곡, 개선(凱旋)행진곡 등이 있는데 장송행진곡을 제외하고 모두가 메트
로놈 속도 116~120정도이다.

행진곡의 박자(拍子)

행진곡의 박자는 모두 2박자 또는 4박자 계통이며 4분의 2, 2분의 2, 8분의 6,
4분의 4, 8분의 12 등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8분의 6이나 8분의 12인 경우에는
부점(附點) 4분음부를 1박(拍)으로 계산하게 된다.

행진곡의 작곡형식(作曲形式)

행진곡은 복합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제1부와 제3부가 같다. 제
1부, 제3부가 쾌활하고 리드미컬한데 비해, 제2부는 정서적이고 선율적이다. 그
리고 제3부를 특히 트리오(TRIO)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음색과 음량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형식은 AB+CD+AB․AB+CDC+AB, 또는 ABA+CD+ABA 등으
로 작곡되며 제1부 앞에 서주부(序奏部)(INTRODUCTION)가 붙는 것이 상식이
며, 제3부 끝에는 종결부(終結部)(CODA)가 붙기도 하며, 특히 제1부와 제3부 사
59) Jean Baptiste Lulli
60) Francois Couperin
61) cemb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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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접속구가 1, 2 소절 정도를 붙기도 한다. 행진곡을 실
제로 작곡하는 경우에는 흔히 알려져 있는 군가나 국민가요나 민요 등을 제2부
로 삽입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또한 제2부는 보통 4도 위의 조로 전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제1부가 C장조라면 제2부는 F장조로 바뀌어져야 하며, 제3부는 다
시 C장조로 돌아가야만 한다.

여걸부낭전(女傑夫娘傳)

천고기인(千古奇人), 여류군략비화(女流軍略秘話)
이종익(李鍾益)

행진곡의 연주양식(演奏樣式)

행진곡은 취주악(吹奏樂; 관악, 군악)으로 연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관현악 또
는 실내악, 피아노, 오르간으로 연주되도록 작곡되는 일도 있다. 또한 실제로 행
진하면서 연주되는 것은 취주악인 경우뿐이다.

군대행진곡의 특징(特徵)

군대행진곡의 특징은 첫째로 박자의 강약 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둘째로 선율
이 뚜렷하고 보통속적이고 흥미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 쾌활하고 명랑하고 무게
가 있어야 하며 ,넷째로 리드미컬해야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
는 수자(SOUSA)의 행진곡은 말하자면 춤추는 행진곡이라 할까(?) 너무도 재즈
풍이어서 경박한 감이 적지 않다. 독일 행진곡과 같이 좀 더 무게가 있고 박력이
있는 행진곡이 군대행진곡으로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행진곡의 명곡(名曲)

수없이 많은 행진곡 가운데 유명한 것을 종류별로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가극에 나오는 행진곡……바그너 작곡의 <탄호이저의 대행진곡>, 베르디 작
곡의 <아이다 행진곡>, 귀노 작곡의 <파우스트의 행진곡> 바그너 작곡의 <로엔그
린의 축혼가>등.
2. 대관식행진곡……마이어베르 작품, 엘가 작품 등.
3. 군대행진곡……슈베르트작품, 스으자 작품, 바그너 작곡의 <우두취행진곡>,
운라트 작곡의 <칼왕행진곡> 등.
4. 결혼행진곡……바그너 작곡의 <로엔그린의 축혼가>, 멘델스존 작곡의 <여
름밤의 꿈 중의 결혼행진곡> 등.
5. 장송행진곡……쇼팽 작곡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35번>, 베토벤 작곡의 <피
아노 소나타 작품 220번>, 베토벤 작곡의 <교향곡 제3번 영웅의 제2악장> 등
6. 터키행진곡……모차르트 작곡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중의 제3악장>, 베
토벤 작품 등.
7. 기타……차이코프스키 작곡의 <슬라브행진곡>, 프로코피에프 작곡의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가운데의 행진곡>, 엘가 작곡의 <위풍당당한 진용>, 베를리
오즈 작곡의 <단두대로의 행진곡>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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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영웅(英雄)들

우리의 역사에는 남보다 뚜렷한 일을 함으로 백세․천추(百世․千秋)에 내로라하는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낸 분들도 허다하다. 그 반면에 남의 등 뒤에 숨어서 남보다 갸륵한 큰일을
했건만 그 이름 3자(字)조차 낙화유수(落花流水)에 부쳐버린 분들도 적지 않으니 생각하면
애석하기도 하다.
예컨대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唐) 태종(太宗)의 80만 대군을 여지없이 쳐부순 안시성주(安
市城主)가 누구라는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찾아낼 결이 없었다. 그런데 당인(唐人)의 기
록에서 간신히 안시성주가 양만춘(楊晩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거란
(契丹)의 40만 대군을 무찌른 강감찬(姜邯贊) 장군의 존재는 초부(樵夫)․목동(牧童)이 다 외
우지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함부로 짓밟던 몽골(蒙古)의 대군이 침입했을 때 그 장수
살리타이(撤禮搭)을 쏘아 죽이고 몽골군을 전패(全敗)시킨 김윤후(金允侯)의 공업(功業)은 오
늘 누가 기억하느냐.
조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노량(露梁)의 최후결전에 일찍이 왜적에게 잡
혀갔던 정육동(鄭六同)의 내응(來應)한 공이 얼마나 컸건만,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후인(後人)들인가 하면, 병자호란(丙子胡亂)에 청태종(淸太宗)의 사위며 당시에 명(明)나
라와 5, 60차례나 싸워 이긴 명장이던 적장 양고리(楊古利)를 쏘아 죽인 분이 1개 포병사(砲
兵士)인 박의(朴義)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 국민이 기억하는 자 그 누구인가.
이와 같이 붉은 마음을 쪼개고 푸른 피를 뿌리어 민족의 원수를 죽이고 이 강토를 붙들
어온 이름 없는 충의열사(忠義烈士)와 영웅호걸이 역사가의 손을 거치지 못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마침 숨은 용장(勇將) 한 분을 들추어내기로 하니 우리로서 다시 기억해야 할 분이
허다하지만, 나는 이에 먼저 여자로서의 놀라운 지모(智謀)와 전략으로 귀신을 울릴 기공(奇
功)을 세운 분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이에 증거삼아 갸륵한 ‘여걸 부낭(女傑, 夫娘)’을 소개
하기로 한다.

비범한 처녀(非凡한 處女)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 광해군(光海君) 시대이다. 평안북도 자성(慈城 = 압록강
중류 자강 慈江 지역) 부(夫) 씨(氏) 집에 딸이 하나 있었다.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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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野史)에 ‘부낭(夫娘)’이라고만 기록되었으니, 부 씨 집의 낭자라는 뜻이다.
부낭은 나면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영특했다. 그러나 얼굴과 체격은 여자라기보다 사내다
웠다.
그 집은 대대로 수렵(狩獵)과 목축(收畜)을 생업으로 삼았으므로 부낭이 어려서부터 보고
익힌 것도 수렵 목축일이었다. 부낭은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 타기를 좋아하더니, 나이 13,
14세가 되니 궁술(弓術)․검술(劍術), 기마술(騎馬術)이 신기했다. 그리고 목장에 나가면 여러
아이들을 모아 대오(隊伍)를 편성하고 군대 훈련을 시키며 또 진을 치고 나무로 창, 칼, 활,
화살 등을 만들어 주어 서로 싸우는 것을 연습시키고, 자기는 큰말을 타고 대장이 되어 총
지휘를 하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기율이 정연했다. 이것을 일상의 업을 삼는지라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얘야! 네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은 사내가 할 일이지 계집애의 할 일이
아니다. 네가 싸우는 법을 익혀 무엇 할 것이냐!” 하고 나무랐다. 부낭은 “저 강 넘어서 되놈
들이 언제나 강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적들이 하루아침에 강을 넘어온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소녀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군(從軍)하렵니다.” 하고 버젓한 이유를
걸어 부치는 것이다. 부낭의 부모는 다른 아들딸도 없는 오직 하나의 외딸이다.
그때는 압록강 건너 여진족(女眞族)이 부쩍 번성하여 가끔 압록강을 넘어와 노략질을 하
는 판이다. 놈들이 갑자기 강을 넘어오면 사내는 젊으나 늙으나 총동원하여 나가 싸우게
마련이다. 부낭은 그때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아가 싸우겠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허허
허……” 웃으면서 “옛적에 중국에 목란(木蘭)이라는 여자가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가 싸운
일이 있는데, 너는 나의 목란이 되려는 것이로구나! 네 말이 기특하다.” 하고 도리어 칭찬을
했다. 그 어머니는 “에그 어쩌다가 저것 하나를 사내로 낳지 못했누-.” 하면서 한탄도 했다.
부낭의 배포는 점점 커지며 옛적에 유명한 장군들이 기특한 전략(戰略)과 웅장한 계획을
쓰던 일이 알고 싶었다. 때때로 그 고을의 유식한 노인이나 선비를 찾아가서 옛적에 전략가
로 유명한 강태공(姜太公)이니 손빈(孫臏), 오기(吳起)니 사마양자(司馬穰子)니 장량(張良), 진
평(陳平), 한신(韓信), 제갈량(諸葛亮)이며 을지문덕(乙支文德), 김유신(金庾信), 강감찬(姜邯
贊) 장군 등의 옛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사내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망스
럽게 생각하고, 때때로 남자복으로 변장하고 “어머니 어때요? 이만하면 사내구실 하겠죠?”
그 어머니가 부낭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정말 의젓한 사내로구나! 다만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애닯구나. 네가 사내라면 어미 마음
인들 오죽이나 믿음직하겠느냐”
“그까짓 것, 하나 없으면 어때요. 사내로 행세하면 그만이죠?” 하고 아주 사내노릇을 하
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부모에게 간청하여 남복을 하고 어떤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서
글공부를 5년만 하고 오기로 승낙 받았다.
부낭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흐르는 세월은 어느덧 5년이 흘러갔다. 얼굴이 홍옥(紅玉)같이 피어나고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부낭의 부모 앞에 나타난 것이 곧 부낭이었다.
그는 5년 동안 어떤 선생을 찾아서 육도 삼략(六韜 三略), 손오병서(孫吳兵書)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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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전술(戰術)을 공부하고 왔던 것이다.
그때는 이미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仁祖)가 들어서던 해(단기 3956; 서기 1623) 겨울이
었다.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 일어나며 누르하치(奴爾哈赤[노이합적])라는 두목이 후금(後金)
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와 대결하고 있는데, 그 기세가 매우 치열하여 조선을 강만
건너오면 한입에 집어삼킬 태세였다. 그리고 가끔 조선을 공갈 협박하여 항복하라고 강요
하는 판이었다.
이때 평안도병사(平安道兵使)인 이괄(李适)이 영변(寧邊)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북노(北虜=
후금(後金))를 방어하기 위함이라 하고 군대를 모집하여 훈련을 크게 실시하고 군량․마초를
수집하여 능히 큰일을 칠 듯 했다.
이때 어떤 젊은 사내가 이병사(李兵使)를 찾아가 “병사 막하에 한 군졸이 되고자 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했다. 이괄은 그 사람됨이 매우 명랑하고 영특한 것을 보고 받아들여 그 재
주를 시험하여 보니 한 몫 쓸 만한지라 곧 군교(軍校)로 임명하여 군사훈련의 책임을 맡게
했다.
이가 곧 부낭이었다. 부낭은 이괄을 대신하여 군사를 훈련하는데 그 세련된 기술이며 능
란한 수단, 엄정한 호령이며 정연한 기율이 일사불란했다. 그래서 1만여 명의 군대를 자유자
재로 주무르고, 또 덕으로써 깊이 감화시키는 능력도 갖추었다. 이괄은 크게 기뻐하며 속으
로 “하늘이 나의 일을 도우심이로구나?” 했다.

이괄의 반란(李适의 叛亂)

인조 2년 정월 중순이다. 이괄은 모든 장수에게 비밀리 약속 하되 아무 날 군사를 들어 서
울로 향한다는 것이다. 부낭은 이괄이 역적을 도모할 것을 미리 짐작한 바 있었다.
이괄이 반역의 음모를 길러내어 된 것은 광해군 15년에 김류(金瑬), 이귀(李貴) 등이 비밀
리에 꾀하여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맞이해 세울 적에 이괄도 이 꾀에 참여하여 지휘했
다. 이렇듯 주선한 공이 김류․이귀 등에 못지않거늘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김류, 이귀 등은
일등공신이 되고 정승․판서가 되었는데, 자기는 2등 공신에다 외임(外任)으로 평안병사를 시
켜 서울에서 내쫓긴 데 대해 크게 분개하여 이번의 역모를 빚게 된 것이다.
부낭은 당초에 이런 비밀을 짐작한 바 있었던 바, 이에 이런 비밀이 폭로되자 비상한 조처
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일쯤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것이다. 부낭은 이 밤에 다른 말을 잡아
타고 병영을 탈출하여 밤새도록 300여리를 달려 안주목사(安州牧使) 정충신(鄭忠信)을 찾아
이 소식을 전하니 정 목사는 놀라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가 일찍이 그가 반(反)할 줄을 알았으나 창졸간 아무 준비
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며 당황한다. 부낭은 조금 높은 어조로
“그가 반할 줄을 아셨다면서 어찌 준비가 없었던 말씀이요.”
“응, 도원수에 장만(張晩)이 있고 부원수에 이괄이니 내가 그의 통제를 받게 되니 무슨 준
비를 따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 성안에 군사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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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성안에 군사는 1천 명에 차지 않으니 그것으로 지킬 수 없으니 무슨 다른 방법이 없
겠는가?”
“예! 적은 오랫동안 훈련한 군대로 이날 안으로 몰아 들어올 것이니, 사또는 성을 지키다
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변보(變報)를 조정에 아뢰옵고 사또는 평양으
로 달려가셔서 도원수와 힘을 합치도록 하옵소서.”
목사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대 말이 옳도다.”
하고 일변으로 이 변고(變故)를 나라에 보고하고 정목사는 부낭과 함께 평양 원수부의 도
원수인 장만을 찾아갔다.
부낭은 정 목사에게 “장 도원수가 반드시 사또께서 성을 비우고 도망 왔다고 문책할 것
이오니,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고 또 적을 막을 계책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소서.”
하고 미리 그 대답하는 법을 연습시켰다.
정 목사는 평양에 도착하여 이 변고를 보고하니 장 도원수는 종사관을 시켜 정 목사가
서북에 중요한 요충지인 안주성을 비우고 도망 왔다고 목을 베라고 호령한다. 정 목사는
큰 소리로
“소관이 어찌 나라를 위해 한번 죽기를 아끼리까. 죽기는 쉬우되 적을 잡기는 어려우니 소
관은 적을 잡고자 함이요 빈 성을 지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적은 황급히 서울로 쳐들어갈
것이오니 안주의 빈 성을 지키고 적을 놓아 보내면, 이것은 적을 위함이요 임금을 위하는 바
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장원수를 찾아 적을 잡을 큰일을 의존코자 함이오니 소관
어찌 구구히 한 목숨을 도모하려 원수부에 달려 왔겠습니까!” 하고 외치니 장 원수는 그 말
을 듣고 정 목사를 사저로 불러들여 적을 막을 계책을 묻는다. 정 목사는
“예! 적이 반드시 세 가지 계책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응, 어떤 것이 세 가지 계책인고?”
“예! 첫째는 적이 날카로운 기운을 타고 바로 폭풍우같이 남하하여 한강을 건너(임금이
한강 이남으로 피란하실 것이므로) 승여(乘輿)(임금의 수레)를 핍박하면 매우 위급한 일이올
시다. 이것이 적의 상책이 될 것입니다.”“응, 그리고 그 다음 계책은?
“그 다음 계책은 황·평(黃·平) 양서(兩西)를 점거하고 북으로 모문룡(毛文龍 = 금나라의 장
수로 조선을 노리는 자)과 합세(合勢)하면 조정에서 쉽게 제지하지 못할 것이오니, 이것이 적
의 중책(中策)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잇길로 서울에 빨리 나아가 빈 성을 지키게 되면 이것이 적의 하책(下
策)이 됩니다. 이괄은 천성이 조급하고 꾀가 없으니 반드시 하책(下策)에 벗어나지 못할 것
입니다.”
장 원수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이며
“아! 좋은 말이다. 그 말이 옳겠도다.” 하고 이괄의 동정을 탐지하고 아는데, 이때 이괄이
과연 안주를 버리고 사잇길로 좇아 바로 서울로 달려간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장 원수는 정
목사의 말을 신의 말과 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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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목사는 사저에서 나와 쉬고 있는데 부낭은 정 목사를 보고 “이에 적이 이미 사잇길로
서울로 달려들면 승여(乘輿)는 반드시 남쪽으로 파천할 것이니 안주성은 별일이 없게 됩니
다. 목사께서 장 원수께 청하여 정병(精兵) 1천명을 거느리고 바로 서울로 달려가서 적을 맞
아 습격하면 반드시 깨뜨릴 것이오니 대장부의 공을 세울 때가 꼭 이때입니다.”
정 목사는 이제부터 부낭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임하게 된지라
“아, 그대 꾀가 그렇다면 내가 두 번 말하겠는가!” 하고 곧, 장원수를 찾아보고
“도원수님! 적이 바로 서울로 달려들면 승여는 반드시 남천(南遷)할 것이오니 적은 바로
입성할 것입니다. 입성하면 그만 마음을 놓고 쉴 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급히 뒤로 달려들
어 습격하면 적을 반드시 쳐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관이 선봉이 되어 일을 거행하겠사오니
소관에게 정병 1천명만 내주옵소서!”
장 원수는 정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게 된지라 곧, 정병 1천명을 내주었다. 그리고 정
목사를 선봉장을 삼고 남이흥(南以興)으로 후원군을 맡겨 즉시 출병했다.
정 목사는 부낭을 참모로 정병 1천 명을 거느리고 적의 뒤를 추격했다. 황주(黃州) 섶다리
(신교(薪橋))에 이르러서 적과 부딪히게 되었다. 정 목사는 적을 맞이하여 싸우려 하니 부낭
이 간하되
“장군님! 아직 적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적의 날카로운 군사 1만 2천명과 우리의 1천명으
로 서로 싸우면 반드시 기습(奇襲)이나 돌격이나 매복(埋伏)등의 방법이 아니면 아니 되는바,
이곳은 그런 전술을 쓸 곳이 아니오니 적을 그냥 놓아 보내소서!”
“그러나 우리는 적을 잡으러 온 것인데, 적을 바라보고 놓아 보내면 반드시 세상 사람의
의혹을 살 것이니 어찌할꼬?”
“예! 그도 그럴 것이오나 먼저 대의(大義)로써 이괄의 죄를 성토하는 격문(檄文)을 날리고
다음엔 이렇게 하옵소서.” 정 목사는 그 말대로 좇아서 곧 이괄의 죄를 성토하되 “밝은 데는
해와 달이 있고 어두운 데는 귀신이 있거늘, 너 이괄이는 막중한 국은(國恩)을 입어 그 위가
부원수에 있고 겸하여 부원군(府院君) 자리에 처했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감히 하늘을 걷어
차려는 방자한 마음을 내포하고 위로 천지신명을 속이며 아래로 천만신민(千萬臣民)을 농
락하려 하니, 영웅호걸의 칼이 이에 번쩍이고 충신·의사의 피가 뛰고 있는지라, 너와 나는 일
찍이 죽마구교(竹馬舊交)가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한 하늘을 이지 못할 원수가 되었으니,
천지가 비록 크고 넓은 너의 한 몸을 용납할 곳이 어디 있느냐? 너는 시급히 네 죄를 자각하
고 투성귀항(投誠歸降)하면 오히려 재생(再生)의 길이 있을 줄을 믿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
의 삼족(三族 = 父族, 外族, 妻族)이 함께 목 없는 귀신이 됨을 슬퍼하노라.”
이 격문이 이괄의 진중에 떨어지니 이괄은 이 격문을 걷어보고 자기와 가장 친밀하던 정
충신에게서 이런 엄청난 선교(宣敎)를 받게 됨에 뭔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머리털이 하
늘로 올라 뻗치며 싸늘한 땀이 등골에서 흐름을 느꼈다. 평소에 이괄은 정충신을 매우 존경
하고 신뢰해왔었다. 정충신은 일거일동이 매우 진중했고 말 한마디를 허술하게 하지 않는
진실하고 정대한 군자라 이괄은 일찍이
“정충신의 한마디 말은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다.” 라고 해왔던 터이다. 이괄이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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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꾀할 적에 먼저 정충신에게 내통하고자 하다가 정충신이 반드시 반대할 줄 알고 그만두
었던 것이다. 그가 오늘 선봉이 되어서 자기를 잡으러 나섰다는 것은 좀 꿈 밖의 일이었다.
이에 청천벽력 같은 성토문(聲討文)을 받고 보니 머리가 아찔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이때 조정에서는 독전어사(督戰御史) 최현(崔晛)을 평산(平山)으로 보내 원수부에 빨리 적
을 잡으라고 독촉하니, 장 원수는 군사 1천명을 거두어 황주까지 나와 선봉장 정충신에게
적을 칠 계교를 물으니, 정충신은
“이곳은 평원광야라 대군과 대군이 서로 맞닥뜨려 싸울 곳이요,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쳐 이길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이렇게 하옵소서.” 하고 한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
은 곧 반간책(叛間策)이다. 적을 이용하여 적의 힘을 꺾는 방법이다. 부낭은 적진 중에 어떠
어떠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이 어떤 심리상태에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런데 적장
가운데 유순무(柳舜懋), 이신(李愼), 이윤서(李胤緖) 등은 적중에 있지만 실은 적과 뜻이 꼭
같은 것은 아니었다. 장만이는 이윤서의 종 효생(孝生)이를 얻어서 술과 밥을 잘 먹이고 또
금․은․보배를 뇌물로 주고 편지를 써서 주며 이윤서를 찾아가는 종으로서 비밀히 편지를 전
달하여 그들이 창을 돌려 잡고 이쪽으로 귀순하도록 하면 천금상을 주리라 약속하니 효
생은 뇌물도 받지 않고 울면서
“우리 상전이 적의 소굴에서 탈출하여 청천백일을 보고 목숨을 보전한다면 그에 더 큰 다
행이 있으오리까. 밝게 가르치심을 받들겠나이다.”
하며 뇌물을 굳이 사양한다. 장 원수는 더욱 기특히 여겼다.
효생은 그 상전 이윤서를 찾아보고 옷깃 속에 비밀스럽게 감춘 편지를 전했다. 이윤서는
펴보니
“그대의 마음은 내가 아노라! 다만 천지에 용납하지 못할 역적에게 강제로 복종한 것이니
그대는 뜻 같은 사람들과 창대를 돌려 잡으라! 그러면 큰 상을 받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대 3족이 가엾지 않으랴.” 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본 이윤서는 살이 덜덜 떨리며 새로 결심
한 바 있어서 자기가 거느린 부하 장병과 약속하고, 야반에 포성이 나더니 이윤서가 큰 칼을
잡고 군문에 나와 외치되
“우리들은 대의로써 바른데 돌아가니 모든 군병은 마음을 바로잡고 역적을 따르지 말
라!” 호통했다. 일군이 소동하며 그 뒤를 따르는 자 3천여 명이었다. 이에 이윤서, 유순무, 이
신 등이 장 원수 앞에 나와 통곡하니 장원수가 친히 뜰아래에 뛰어 내려가 그들의 손을 잡
고 사저에 들어가서 윤서 등을 보고
“그대들, 잘 왔네! 그대들이 능히 사람을 잘 찌르거든 나를 찌르게! 그렇지 않거든 내 시키
는 대로 잘 하게!” 하고 관대하게 타이르니 윤서 등이 무한히 감읍(感泣)하고 윤서는 나중에
역적에게 부화뇌동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칼에 엎어져 자결했다.
이때 조정에서 관군을 동원하여 개성 이북을 수비하게 하고, 임금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
로 피난했다.
이괄은 이윤서 등이 귀항(歸降)한 것을 보고 크게 떨려서 밤에 제자리에서 자지 못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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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리 자리를 옮겼다. 반군(叛軍)이 있을까 두려워함이다. 그리하여 정충신 등과 교전을 피
하여 바로 개성, 파주로 몰아와 관군을 깨트리고 풍우같이 서울로 달려갔다.
인조 2년 갑자 2월 초 9일, 인조는 이미 파천(播遷)하고 서울 4대문은 그냥 열어 놓았다.
누구하나 문을 지키는 병정도 없을 뿐 아니라 서울 백성들은 새 임금을 맞이한다고 길을 닦
고 황토를 펴고 환영했다.
이괄은 큰 말에 걸터앉아 유유히 입성하여 경복궁(景福宮)에 좌정하고 선조대왕(宣祖大
王)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 식(興安君 湜)을 추대해 임금을 삼고 3정승 6판서를 우선 이괄이
도맡게 되었다.

신출귀몰(神出鬼沒)한 전략(戰略)

이때 장원수와 정충신, 남이흥의 1군은 이괄의 뒤를 추격하여 고양 혜음영(高陽 惠陰嶺)에
다다라 장수들을 불러 놓고 적을 칠 계책을 의논했다. 혹은 서울을 포위하고 이괄이를 통속
에 든 쥐 모양으로 농성전술(籠城戰術)을 써야 되느니, 혹은 동·서·북 4로(路)를 잡아끊고 각
도의 응원병을 불러서 성문을 치고 들어가느니 이론이 구구했다. 이때 정충신이 큰소리로
외치되,
“아니 됩니다! 지금 성안의 백성들이 대부분 적에 부화뇌동하니 오랠수록 적에게 이롭고
사기(士氣)․더욱 해이(解弛)할 것이오니 적이 숨을 통하기 전에 화급히 한번 겨루어 잡아치울
것이거늘 어찌 적을 구경하고 있으려는 것입니까!” 하고 서릿발 같이 내려쳤다. 장 원수는
“아, 좋은 말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속히 잡을 것인가?”
“예! 원수님을 위해 계교(計巧)하건데 화급히 달려가 서울 북쪽 질마고개(안현(鞍峴))를 점
거하고 높은 데서 낮은 성안을 내려다보고 한바탕 싸우면 반드시 적을 잡을 것입니다. 병법
에 ‘먼저 북산(北山)을 점거하면 이긴다.’ 했으니 우리는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싸우
며 적은 쳐다보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백이나 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이흥이 특히 찬동하니 장원수도 그 꾀를 좇게 되었다. 이 전략도 부낭에게서 나온 것
이다.
즉시 정충신을 선봉으로 남이흥 등과 함께 말을 달려 서울 북쪽 백악산(白岳山) 서쪽 질
마고개(지금의 창의문 부근[현저동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2천 명을 집결시켰다.
이괄은 거병한지 20일 동안 너무나 피로하여 입성한 뒤에 이제는 온 나라가 자기의 세상
이라고 마음을 턱 놓고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자는 판이다. 이번 일은 하늘이 돕는 것이니 싸
우지 않고도 스스로 된다고 믿었다.
이 밤에 동풍이 크게 불었으므로 질마고개 위에서 밤새 인마(人馬)가 소란했건만, 그 소리
가 성안에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적이 질마고개 위에 덮여있는 것을 관군이 발견하고 전력을 기
울여 대항하게 되었다.
이때 동풍이 우레같이 몰아드는데 적이 바람 길을 이용하여 화살과 총탄을 우박같이 퍼
붓는다. 관군은 산꼭대기에서 바람을 안고 싸우려니 매우 거북스러워서 죽기를 맹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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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불리하여 나중에 수십 보 후퇴한다. 정충신, 남이흥 등이 칼을 빼어 후퇴하는 놈
의 목을 몇 놈 베니 1군은 다시 앞으로 나가며 맹렬히 대항한다. 그때 마침 동풍이 위치를
바꾸어 서북풍으로 돌변하며 성안을 향하여 몰아친다. 성 위에서 모래와 먼지를 적진에 퍼
부으니 적은 다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관군은 이때 화살과 총탄을 적에게 쏟아 부으니 적
의 선봉장이던 한명연(韓明璉)이 화살을 맞고 거꾸러지자, 이괄이 대장기를 옮겨 조금 뒤로
물러가려 하는 것을 보고 남이흥이 큰 소리로
“역적 이괄이 패하여 도망간다.”
하고 외치니 적병이 일시에 질서를 잃고 큰 산이 무너지는 듯 ‘우와’ 하는 소리와 함께 총
칼을 집어던지고 자빠지며 엎어지며 도망치다가 서로 차고 받고 깔고 밟고 거꾸러지고 산
골, 돌벼랑에 떨어져 죽는 놈, 밟혀 죽는 놈, 눌려 죽는 놈이 수가 없었다.
때에 관군은 각기 큰 활을 둘러메고 긴 창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북을 울리며 징과
꽹과리를 두드리고 나팔과 피리를 불려 적을 쳐들어가니 서울을 덜렁 들었다 놓은 듯했다.
관군은 바로 창의문(彰義門)을 열고 물밀 듯 들어와서 경복궁(景福宮)으로 쳐 달려드니 적들
은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오금이 떨리어 도망질도 못치고 땅바닥․길가에 쓰러져 버둥거린
다. 그중에 똑똑한 놈은 마포에까지 달아나서 서강(西江)에 빠져 죽는 자도 있었다.
이때에 이괄은 그래도 제법 똑똑한 놈이라 말을 잡아타고 서쪽으로 돈의문(敦義門)을 뚫
고 도망하려 하니 도민(都民)이 문을 닫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 다시 서소문(西小門)으
로 탈출하려 하니 또한 돈의문과 같은 모양이라, 다시 남대문으로 도망치려 한다. 때에 정
충신이 그 뒤를 추격하여 목을 베려고 다른 말을 채찍질하여 나갈 적에 문득 어떤 군인이 길
앞을 막아서며 말을 잡고 “장군님!” 하고 외친다. 정충신은 바라보니 부낭이다. 정충신은 눈
을 번쩍 뜨며
“아니 부참사(군사참모의 뜻) 어쩐 일인가?”
“저 장군께 특히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아, 무엇인가?”
“장군이 지금 이괄의 목을 베려 하시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십니다. 세상에서
너무 공명(功名)을 혼자 차지하면 위태합니다. 적의 목을 베어 올 사람이 또 있으니 장군은
잠깐 쉬시지요.”
정충신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크게 웃으면서
“그대의 말이 옳도다.” 때에 남이흥도 그 말을 듣고 역시 크게 웃으며
“저 군관의 말이 만고명답이외다.” 부낭도 “하하하” 웃었다.

굴러든 적(賊)의 머리

이괄은 부하 한명연 이하 20여 부장과 함께 근근이 도망쳐서 나중에는 시구문(지금 광희
문(光熙門))으로 빠져나와 남쪽으로 달아난다.
이괄이 서울에 입성한 것은 갑자(甲子) 2월 10일이요 서울에서 참혹한 봉변을 당하고 쫓

기어 도망친 것은 이튿날인 11일이다. 과연 세사(世事)의 변환(變幻)은 요지경 속이오, 영웅
의 흥망은 하룻밤 꿈이었다.
그뿐이냐! 이 달 15일에는 이괄과 한명연의 대가리가 임금 계시는 행재소(行在所)에 냉큼
굴러 들어왔다. 이때 임금은 남으로 남으로 공주산성(公州山城)에 피거(避居)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 적의 머리가 어떻게 이곳에 날아온 것이냐?
이괄과 한명연은 12일 송파강(松坡江)을 건너 광주(廣州)에 이르러 목사 임회(林檜)를 위
협하여 항복시키려 하니 임회는
“이 놈 당장 급살을 맞아 죽을 놈 같으니 네가 나라의 특수한 훈작과 높은 벼슬을 받은
놈으로서 어찌 주인의 발을 무는 개가 되려느냐! 내가 너의 몸을 천 토막을 치지 못한 것을
한한다. 빨리 나를 죽여라!” 하고 호통하니 이괄은 분통하여 칼로 임회를 난도질쳤다.
그때 정충신은 부낭의 말을 십분 찬양하면서도 그러나 적을 그냥 놓아 보내고 앉아 있기
는 마음이 불안했다. 부하 군관 수십 기를 인솔하고 남쪽으로 추격했다. 광주 경안역에서
적은 관군이 추격하는 줄 알고 다 흩어지고 4, 5명만이 도망쳐 가다가 이천 묵방리(利川 墨
坊里)에 이르러 적의 부하 기익헌(奇益獻)과 이수백(李守白) 이 두 적의 머리를 잘라 원수부에
보고하고 곧 행재소에 바쳤던 것이다.
이 난리가 평정하자 임금이 환도하여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논공행상(論功行賞)할 적에
정충신은 이미 안주로 돌아갔다. 그는 공과 상을 받는 것을 기피한 까닭이다. 그러나 여러
장수의 증명으로 정충신이 일등공신으로 지정되고, 왕은 정충신을 불러보고 위로하니 정충
신은
“변읍장신(邊邑將臣)으로 반적을 일찍 없애지 못하여 대가몽진(大駕蒙塵)62)케 했사오니
마땅히 죄를 주실지언정 어찌 감히 공에 처하오리까.”
임금은 그 공을 스스로 감추는 것을 더욱 장하게 여겼다. 조정의 공론에 의해 훈에 일등
진무공신(振武功臣), 작에 금남군(錦南君)을 봉하고 정오품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되어
평안병사를 삼았다. 그리고 금, 은, 보배와 능나금수의 상품이 호화로웠다.

원앙(鴛鴦)의 가연(佳緣)

그런데 실은 이번 정충신이 이러한 공훈을 세우게 된 것은 거의 부낭의 참모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적의 음모를 처음 고발한 것도 부낭이오, 그 중간의 지휘도 부낭의 참획(斬獲)이
오, 적이 서울 들어온 뒤 단 몇 시간 안에 깨끗이 몰아낸 것도 부낭의 지략(智略)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충신은 부낭을 나라에 보고하고 그 공을 의논하려 하니 부낭은 열 번 절하며 사
양하므로 부낭의 이름은 공신록에 빠진 것이다.
정충신은 찬란한 훈작과 직품을 받고는 부낭을 자기 사저로 불러들여 그 신출귀몰한 전
술을 칭찬하고 상 받은 금, 은, 채단(綵緞)을 부낭에게 밀어주며
“이번에 논공행상에 제1등 공신은 그대가 차지하여야 할 것인데, 그대 굳이 사양하니 이

62) 임금이 피난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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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비록 박하나 사양 말고 받아주기 바라노라.”
부낭은 웃으며
“모두가 장군님의 공이시며 또 임금님이 장군께 하사하신 것을 소인이 어찌 감히 받으리까?”
“허, 그렇게 말하면 내 너무 부끄럽네. 어서 받아주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게! 나의 막하(幕下)를 떠나서는 아니 되네!”
“예! 감사하옵니다. 그러면 받잡겠나이다.”
하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받았다. 수만 금 어치 귀중한 보물이다. 정충신은
“어, 고맙네! 그런데 그대 나이 몇 살이지?”
“예! 갓 스무 살이올시다.”
“응 그런데 사내가 이십이면 장가를 들 때가 지냈는데 어데 약혼한데가 없나?”
부낭은 허리를 굽히고 웃으며
“장가요? 하, 하, 하, 하”
웃기만 한다. 정충신은
“어, 이 사람, 장가 이야기만 하여도 저렇게 좋아하는가. 딴은 그대는 인물도 쭉 빼어난 미
남자이며 또는 문무지략(文武智略)을 겸한 기남자(奇男子)이니 내라도 사위를 삼고자 하는
것일세!”
부낭은 더욱 허리를 꺾어가며
“하, 하, 하. 장군님도 망령이시오! 소인은 장가갈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말에 정충신은 깜짝 놀라는 듯
“응, 네가 장가갈 사람이 못 된다니 너 어디 병신이 아니냐? 네 생긴 모양이 보통 사내와
는 달라 보이는데 어데 환자(宦者 = 고자)나 아니냐?”
“하, 하, 하, 병신이나 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가란 천만 부당한 말씀이지요?”
“아니 네 말이 점점 이상하구나! 그래 병신도, 환자도 아닌 것이 제나이를 다 먹고 장가를
못 간다는 건 무슨 까닭이냐?”
부낭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이 없었다. 정충신의 의혹은 더욱 짙어간다. 맨 처음 부낭을 만
날 때부터 좀 의아심을 갖은 것은 부낭은 사람 생김이 허여 멀건한 미남자인데 20이 되어도
턱에 수염이 없고 또 음성이 사내 음성이 아니라는 점과 그 행동도 어느 모로 보든지 침착하
고 단정하고 지나치게 영리한 것이 영특한 여자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부낭
의 말을 듣고는 더 한 층 의아심이 굳어진다.
“네가 고자가 아니면 계집애 아니냐?”
하고 막 들이대는 것이다. 부낭은 또 한바탕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다. 정충신은 저대로
속이 달아서
“아니 이 애, 분명히 말해 보렴! 네 정녕 계집이지!”
“아이구, 장군님! 퍽 귀찮게 하시네! 계집이면 어떻구 사내면 어때요?”
“그것이 될 말인가? 내가 너와 특별한 처지에 있는데 너의 정체를 모른대서야 될 말이냐!”
“그래 계집이면 어떻게 하시고 사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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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좋은 수가 있다. 사내면 내 사위를 삼을 것이고 계집이면 더욱 좋다!”
“더욱 좋다니요?”
“응 계집이라면 내가 너를 놓아 보내지 않을 터이다!”
“아니 놓아 보내지 않으면 어데 잡아 가두실 터인가요?”
“암 잡아 가두구 말구. 만일 너같이 문, 무, 지략을 갖춘 계집이라면 내가 꼭 잡아 둘 것이다.”
부낭은 얼굴이 별안간 홍도화 마냥 붉어지며
“장군님……!”
“응 네 분명 계집이지!”
“용서하옵소서! 소녀(少女) 실로 장군님을 속이어온 죄 크옵니다. 소녀 사내 같으오나 참
사내 아니옵나이다.”
정충신은 머리를 들고 눈을 번쩍 뜨며
“네가 계집이라면 나는 얼마나 다행하겠느냐! 너 같은 계집을 나는 다른 사람에 넘겨 줄
수는 없다.”
옛적부터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충신이야 말로 호색가인지도 알 수 없
다. 부하인 군관이 사내던 것이 여자로 변질하니 즉시 자기의 소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낭은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한 충동이 폭풍에 밀어오는 조수처럼 가슴의 바다를 뒤흔들
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으며 난생 처음 알 수 없는 이성의 충동을 느끼며 가슴이 벅찼다.
정충신은
“이애! 너는 정말 사람은 아니야! 사내도 아닌 계집으로서 어찌 그런 신통한 지략과 전술
을 통했단 말이냐? 정말 너는 귀신이 아니면 이인(異人)일 것이다!”
라고 찬양한다. 세상에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부낭도
정충신이 자기를 그처럼 알아주고 칭찬하는 데는 감격했다.
“장군님……!”
하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정충신을 바라보는 부낭의 자태는 정말 계집의 태도였다. 정충
신은 새로 만나는 애인인지라 부낭이 무한히 아름다웠다.
“응 무슨 말이지?”
“예! 장군님이 이 못생기고 배움 없는 미천한 소녀를 그처럼 총애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격
하옵니다.”
“응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생각하듯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 집안일을 물론이고, 나랏일이
다 잘 될 줄 믿는다. 너는 내 손이며 눈이 되어다오.”
이 말을 들은 부낭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를 알아준다는 동지를 만난다는 것도 인생
으로 가장 다행한 일이거니와, 또는 서로 이성으로서 그런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톱
톱하게도 행복스러운 일이다. 부낭은 끝없는 감개와 감격 때문에 두 줄기 눈물을 주르륵 쏟
으며 정충신의 무릎 앞에 머리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정충신은 폭넓은 손길로 부낭을 잡아
훈훈한 가슴으로 싸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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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부낭도 언제까지나 가짜 사내 노릇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자기를
참으로 알아주는 지기(知己)가 있다면 그 몸과 마음과 기술을 몽땅 털어 바치고 그를 위해
죽기라도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천정연분인지 이괄의 병영에 들어갔다가 튀어
나와서 정충신을 만난 것이다. 그가 자기의 말을 잘 듣고 꾀를 반드시 써서 쓰러지는 국운
을 바로잡아 정충신을 일등공신을 만든 것인데, 정충신은 또한 사람됨이 진실하고 용감하
고 활달한 도량이 천만인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부낭은 이미 마음으로 사모하여
왔던 터였다. 부낭이 자기의 공을 몽땅 그에게 밀어준 것도 자기가 그만치 정충신 한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실증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정충신에게 이성적인 조건을 교섭할 수는 없었으나 실은 그분의 품
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던 청춘의 비밀이었다. 그리하여 정충신이 공세를 취한 뒤에 자기의
몸을 허락한 것도 부낭의 전술(戰術)이었다.
그리하여 부낭은 정충신의 제2 부인으로 들게 되어 날을 정하고 결혼식을 거행했다. 장
도원수 이하의 다수의 군관이 참석한 잔치 마당에 금남군(정충신)은 ‘부하의 군관이든 아무
와 결혼한다.’는 것을 발표하니 좌중은 크게 놀랐다. 부낭은 그 부모도 이 자리에 모시게 되
니 뜻밖에 금남군의 장인, 장모로 등장한 변두리 촌백성인 부 씨의 두 늙은이 영광도 끔찍
했다.
금남군과 부낭의 정의는 보통 부부와도 달라서 부낭은 그의 비서며 스승격이며 애인인
지라 그 은의(恩意)가 남보다 유별했다. 인조 5년에 금(金)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매 금남군을
부원수를 삼아 출전하게 했다. 금남군이 부낭에게
“이번에 우리의 적은 군사로 금나라의 대군을 대적하려 함에 나로서 자신이 없으니 어찌
할고?”
“예, 염려 마옵소서. 이번에는 큰 접전이 없고 강화를 하고 물러갈 것이오니 염려 마시옵
소서.”
과연 적은 강화를 청하고 물러갔다.
부낭은 항상 말하되
“금노(金虜)가 반드시 천하를 두루 걷을 형세가 있거든 조정에서는 그를 업신여기기만 하
고 교린화호(交隣和好)의 호의를 배척하니 장차 그 화를 어찌 하올련지”
하면서 걱정한다. 그때 금나라의 형세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만주를 모두 석권(席捲)하고
명나라를 막 짓밟고 접어드는데, 조선에서는 되놈 되놈하고 여지없이 모욕만하고 그들이
청하는 화호(和好)를 거절했다.
금남군은 그것을 걱정하여 금국에 보내는 적을 모욕하는 국서(國書)를 고쳐 보내기를 청
한 바, 조정에서는 정충신이 적에 아부한다고 잡아 죽이라고 야단쳤으나, 겨우 용서되어 당
진(唐津)에 귀양 보냈다. 부낭도 적소(謫所)에 같이 갔으나 수년 뒤에 놓여나왔다.
부낭이 하루 금남군에게 종용이 말하되
“수년 뒤에 금국(金國 곧 청국(淸國))이 반드시 크게 쳐 들어올 것인데, 조정에서는 아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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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 없이 척화(斥和)만 내세우니 하는 수 없습니다. 이 역시 국운이니 제갈공명이 백이 있은
들 어찌하리까. 그때는 공이 나가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 변을 당하지 않사오
리다.”
했다. 정말 수년을 지나서 인조 14년 병자 5월에 정충신이 세상을 떠나고, 그해 12월 금국
의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입하니 그렇게 척화를 내세우던 유신들이 입과 붓으로 그것을
막아낼 재주가 없었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피란했는데, 후금 태조(後金 太祖 곧 청태조(淸太祖))는 남한산성을 에
워싼지 40여일이 되자 성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인마가 얼고 굶어 죽게 되자, 인조는 결
국 그에게 항복하는 국치(國恥)를 당하고 만 것이다(곧 병자호란(丙子胡亂) 사건).
부낭은 과연 옛적 황석공(黃石公)이나 제갈량 같은 이인(異人)이던 모양이다.
부낭은 남편 금남군의 3년상을 마치고 경상도 합천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어떤 암자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때로 불경(佛經)을 외우는 소리가 구름 속에 사무치면 청
학, 백학(靑鶴, 白鶴)이 그 소리 따라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
또 신선의 옛 자취를 찾아 산수간(山水間)에 왕래하더니 나중에는 평안도 묘향산(妙香山)
에 들어간 뒤에 다시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의 돌아간 곳을 알 수 없다 한다.
× × ×
부낭은 여자의 몸으로 옛적 강태공·손·오병법을 통달하고 능히 세상을 경륜할 큰 포부와
앞일을 예측하는 지혜를 갖추었건만, 겨우 이괄의 난에 그것을 조금 시험했을 뿐 그 가득한
포부와 지략을 다 풀어 쓰지 못하고 고이고이 싸가지고 티끌세상을 벗어나 부처와 신선의
도를 닦다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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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圍棋)[바둑] 잡담(雜談)

조남철(趙南哲)

바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종횡(縱橫) 19로(十九路)의 기반에 흑과 백 피차간
교대로 착수하여 최종에는 점령한 영토를 계산하여 승부를 결하는 것이, 즉 바
둑이란 것을 일언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나 할까.
그 옛날 중국의 요순(堯舜)께서 제자의 어리석음을 우려한 나머지 역학인 구궁
팔괘(九宮八卦)를 응용하여 바둑을 창안하시여 단주(丹朱)와 상균(商均)을 가르
치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주역(周易)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식한 필자로서 어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실로 그 천변만화하는 바둑의 변화수는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
며 모 수학자는 운(云)하되 억조(億兆)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간 육십년 일평생을 간단없이 헤아려도, 일억이라는 수는 세기 어렵다고 하
는데, 하물며 조에 달하는 수의 변화를 어찌 인력으로서 구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둑 둔 것을 실전 기보(棋譜)로서 남겨 내려온 지 어언 400년이라는 엄연한
기록이 있으나, 오늘에 이르도록 똑같은 대국보가 없었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실전보(實戰譜)의 역사와 더불어 바둑을 전공한 기사의 수도 고금을 통하여
일천 명은 되리라고 추산되는데, 이 분들의 입에서
바둑이라는 물건은 알 수 없는 괴물이라고 한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
니다.
바둑을 유기(遊技)로 아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사들도 결
국은 모르겠다고 내 던지는 변화무궁한 바둑, 이들 전문가 중에서도 고금을 통
하여 처음이라는 대실력가인 중국의 대국수 구단 오청원(吳淸源) 선생은 약관 14
세의 유년에 이미 중국에서 그 적수가 없었으며, 15세 때 도일(渡日) 유학하여 25
세 전에 기력(棋力)은 거의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吳) 선생의 취미는 광범하나 그 중에서도 주역과 천문학에 취미가 깊었던
모양이며, 25세 이후는 불도(佛道)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신(棋神)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오 선생은 불도에 입문하면서, 바둑 수에
는 한도가 있으나 그 변화는 구명할 수는 없으니, 현재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려
면 영(靈)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언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불가능의 변화구명을 영감(靈感)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
큼 바둑이라는 것은 무궁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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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들 전문가는 바둑을 예술이
라고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 바둑을 예술이라
고 할 수 있을까요? 비평을 받고자 합니다.
바둑을 창안한 분은 요순이라고 하는
데, 그 후 공맹시대(孔孟時代)에는 상당히
유행되었던 모양이니, 논어에는 <이혁위위
지유현호기>(以奕爲爲之猶賢乎己), 즉 바
둑을 두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하는 것보
다는 낫다고 하셨으며, 맹자께서는 <금부 <당년(當年) 7세 천재방(天才方) 조훈현(曺壎鉉)
혁지위수(今夫奕之為數), 소수야(小數也). 8급을 지도하는 조남철(趙南哲) 육단>
부전심치지(不專心致志), 칙불득야(則不得也).>63), 즉 바둑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되어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전심하며 마음을 다른 곳에 보내지 말아야 향
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자의 말씀과 같이 바둑은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하겠으니, 바둑 한
판을 두는데도 정신을 집중치 않으면 실수와 착오가 나오기 쉽고, 계수(計數)가
정확치 못하면 이해득실을 몰라 대세를 리드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둑은
산수라고도 하지만, 비단 그것만은 아닌 듯싶습니다.
고인(古人)의 말씀에도 바둑을 가리켜 천지방원지상(天地方圓之象)과, 음양동
정지리(陰陽動靜之理)와 성진분포지서(星辰分布之序) 또 풍운변화지기(凰雲變化
之機)와 춘생추살지권(春生秋殺之權)과 산하표리지세(山河表裡之勢)가 있으며,
세도(世道)의 승강(昇降)과 인사(人事)의 성쇠(盛衰) 등등 어느 것이고 포함되어 있
지 않음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로 바둑 한판을 끝마치는데, 위와 같은 오묘한 것까지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수양면에서는 얻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순조롭게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 것을 욕심이 동한 탓으로 패하는 경우
가 허다(許多)하므로, 바둑은 청심과욕(淸心寡欲)의 기구(器具)라고도 하며, 또는
상대방의 태도나 혹은 두는 수가 이상해 기분을 상하여 패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것은 물론 상대방도 원만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동(動)했다는 점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결함
을 관용해줄 수 있는 아량을 키우는 데 일조가 될 뿐만 아니라, 분함을 참는 인
내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되 자기는 성급하여 바둑은 배우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듣는데,
성급한 사람의 바둑은 역시 성급한 바둑을 둡니다. 그러나 바둑을 통하여 급성
63) 원문의

以奕之爲數爲不專心致志則不得은 금부혁지위수(今夫奕之為數), 소수야(小數也). 부전심치
지(不專心致志), 칙불득야(則不得也)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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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性)이 다소 완화됨을 엿볼 수 있으니, 급한 성격을 시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둑 한 점 한 점은 각기 목적과 뜻이 있으며, 처음에는 흑백 간에 포진(布陣)
을 하고, 그 다음 서서히 진영을 굳히며, 따라서 국경선을 획정하여 균형이 생기
면 전투가 전개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치가가 대중을 인솔하는 것
과도 같으며, 장군이 대군을 지휘하는 것에도 방불하므로, 예부터 정치가와 군인
들이 많이 두었던 모양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마융(馬融)의 제자 정현(鄭玄)의 사
랑방에서 유현덕, 관운장, 마량(馬良) 등 여럿이 바둑을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바둑 실력이 상당했다는데, 그의
숙부 류거사(柳居士)는 기인(奇人)인데 왜인의 밀정을 생포했다는 사기(史記)의
인물로서, 이분은 서애보다도 월등히 바둑 수가 강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둑의 기원은 요순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인 것 같으
며, 이 시대에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다(織田), 토요토미(風臣), 도쿠가와(德川) 등 무가(武家)에서 큰
환영을 받았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소(棋所)라는 것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성황을
이루게 된 근원일 것입니다.
바둑은 동양 삼국(한중일)에서 유행되었던 것인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독일에서 유행했습니다. 요즘 동양인으로서 독일을 방문하면 동양인이니 바둑
을 잘 둘 것이라 하여 바둑 클럽에서 초대를 한다는데, 그래서 바둑을 모르면 창
피를 당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인들도
바둑을 즐긴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모 장교가 기원을 찾아와, 저는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사람인데, 미
국 장교클럽에서 바둑을 배웠다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두는데 동양인으로서
모른대서야 되겠는가, 꼭 배워서 잘 두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장교는 열심히 배워서 요즘은 상당한 실력자가 되었는데, 사실 미국
에서도 배우려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2차 대전이 종식(終熄)되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자, 많은 미국들이 바둑을 배
웠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퍼트려 놓았으니, 자연스레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인들도 남편과 같이 즐긴다는 것이 특징이며, 대학교수와 학생
간에 더욱 유행한다고 하며, 미국인으로서 최고 실력자는 우리나라에 초단 정도
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본
에서 배웠다고 하여, 바둑은 일본이 원조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위기(圍棋)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둑(圍棋)이라고 칭하

며, 일본에서는 일본 발음으로 고(圍碁)라고 발음하는 차이뿐인데, 영문 옥편에
는(재팬 게임, 고)라고 되어 있다니, 바둑은 일본에서 창안된 것으로 오인하는 것
이나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여행 하시는 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둑을 배워가지고 미국인들에게 한국에도 바둑이 있다는 것과, 바둑의 기본역
사라도 교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공을 달리는 공군 여러분! 바둑판에도 공중전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길 없는 길을 찾아 바둑판같은 나침반에, 귀한 생명을 맡기고 마음껏 푸른 하
늘을 나는 공군 용사 여러분.
무형에서 유형으로, 유에서 무로 변하는 조종술은 마치 바둑 명수(名手)의 수
법과,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자(筆者) 송원바둑연구소장(松垣圍棋硏究所長)

사인 해주는 데 골치

로케 중(中)의 쿠퍼, 마리아 셸

현재 미국의 워싱턴 주 야키마64)에서 「매달린 나무」를 촬영 중인 게리 쿠퍼와 마리아
셸은 몰려드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느라고 골치를 앓고 있다고.
그 이유인즉 양 배우가 체류한 호텔에 마침 수천 명에 달하는 재향군인과 약제업자 및 소
년단원들이 유숙했기 때문이었다고.

게이블 금하(今夏)에 방이(訪伊)
「나폴리의 앞바다」출연(出演차次)

클라크 게이블은 오는 여름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로마에 가기로 되었는데 게이블은
<나폴리의 앞바다>에 출연하기로 되어있다.

64) Yakima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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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골프(Ⅵ)
(Your Best Golp)

토미 아머 저(著)

제10장(第十章)

두 손을 이용(利用)해서 치는 방법(方法)

샷에 필요한 기본요소 즉 글러브를 쥐는 방법 스탠스를 취하는 법동, 작을 일
으키는 방법 등을 근본으로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체득했다면 이른바 큰 연극의
무대준비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돈되어 개막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대연극(大演劇)이란 히팅의 아름다운 기교의 연출이다.
독자가 이 연출의 결과를 히트라고 부르든지 스윙이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부
르든 상관없다. 이것은 단지 용어상의 문제이다. 이 동작은 볼을 향해서 두 손으
로 클럽 헤드를 때려치는 듯이 위프(whiff;; 헛침)하는 것이다.
철컥하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내던지는 것도 아니다. 경
직된 팔로 내려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맹렬한 힘으로 한 대 대는 듯한 위프이다.
골프에서 장타자는 거리나 정확성이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손을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것은 골프 이외의 스포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권투선수
는 자기의 주먹을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여 상대를 넉아웃시킨다.
지미 톰슨65)이 드라이브에서 최장타자였을 때 영화는 그의 두 손이 놀랄 정도
의 스피드로 움직이는 것을 보 주었다.
훌륭한 골프의 큰 비밀, 그것은 비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를
밝히면 몸을 써서 비거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 두 손을 사용해서 힘을 쓰
는 사람이 더 많이 비거리를 낸다는 것이다.
롱 히터는 자기의 두 손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신체의 자세를 취한다.
골프에서 타격의 역학은 속력과 질량을 포함하는 공식(公式)의 문제이다. 클럽
의 질량은 불과 몇 온스의 차이이지만 타격의 속력은 사람에 따라 놀랄 정도로
틀린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골프의 역학에 관해서는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
을 정도이다. 그러나 골프공을 친다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이므
로 그와 같은 역학적 설명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동작을 예술
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다.
스윙하는 것과 히트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주로 그것을 하
는 사람의 기질의 문제이다. 맥도날드 스미스66)나 바이런 넬슨67)은 그 동작이 우
65) Jimmy Thomson
66) Macdonald Smith
67) Byron N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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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한 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으로는 스윙어(swinger)라고 보고 있다.
하겐68)이나 사라젠69)의 공통적 특징은 맹렬한 힘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것같
이 보이기 때문에 히트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기타의 유명선수들과 같은 자세로 신체의 밸런스를 확실
히 유지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의 빠른 속도로 클럽헤드를 휘두른다.
볼을 멀리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장이나 체중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 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않느냐에 의존하는 것이다. 체중을
샷에 쏠리게 하고 혹은 크게 백스윙을 하면 클럽헤드를 한층 가속해서 최대 속
도로 공에 댈 수 있다는 생각에 될 수 있는 한 클럽을 크게 휘두르면 오히려 효과
가 적을 때가 있다.
나는 한 소녀를 가르친 적이 있다. 그 소녀는 신장이 5척 2촌 체중은 20파운
드의 신체였으나, 후에 주니어 선수권을 획득했다. 그녀는 공을 향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두 손으로 위프하고 그 손이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데 방해되지 않을
자세를 취해 적어도 200야드는 항상 쳐냈다.
옆의 연습 터에는 이전에 전(前) 미식축구선수가 있었다. 큰 사나이로서 장년
의 훌륭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옆으로 와서 그 소녀가 하는 것을 봐도 좋냐
고 물었다. 그녀는 쾌활하게 승낙했다. 그는 소녀가 별로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가볍게 200야드를 훨씬 넘는 거리를 내는 것을 보고 묵묵히 자
기의 터로 돌아가 캐디(Caddy)를 불렀다.
“클럽을 정리해라 나는 이제 그만 두겠다” 고 실증이 난 듯 말하고, 터로부터
사라졌다.
후에 나는 그가 우울한 표정으로 클럽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
았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르치고 있던 그 소녀는 나를 골프로부터 추방해 버렸어. 나는 그 소
녀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는 있으며 20척이라도 내던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
는 5년 동안 매주 5일은 교습이나 실습을 해 왔는데 그 소녀보다도 공이 날지를
않아, 이제는 그만두겠어.”
“그렇게 절망할 것은 없네. 내일 아침 다시 나와 보게, 몇 분 동안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 도리가 있을지도 모르지.”하고 나는 말했다.
다음날 그는 과연 연습장으로 나왔는데 대단히 보기 좋은 스윙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좌우를 꼭 쥐고 오른손으로 공을 대담하게 때려보라”고 나는 그에
게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골프는 왼손의 게임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오른손을 요령 있게 해서 쳐보게.” 하고 나는 다시 주의를 주었다.
68) Walter Hagen
69) Gene Sarazen

The comet

Vol.37

169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자기도 대단히 놀란 것은 그 드라이버는 200야드
를 캐리(Carry)했던 것이다. 그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그에게 골프란 그에게 행복한 게임이라는 교습을 단 1분도 되지 않는 짧
은 시간 안에 가르쳤던 것이다.
이 짧은 교습과목은 이 책의 독자 대부분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은 이렇다.
<클럽을 왼손의 나머지 세 손가락을 꼭 쥔다(그립의 장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왼쪽어

깨과 오른손을 길 안내(案內)로서 활동케 하고 오른손으로 공으로부터 악마(惡魔)를

때려내라.>

롱 샷은 몸을 좀 더 확실하게 하여 오른손으로 될 수 있는 한 강하게 볼을 친
다. 또 숏 아이언은 오른손으로 선뜻하게 치고 역시 몸을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몸을 확실하게 정지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명백하다. 독자는 다음과 같은 이론
으로서 추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을 멀리 쳐내는 데는 클럽헤드에 스피드를 주어야 한다.
두 손은 클럽을 쥐고 있다. 따라서 그 두 손은 클럽헤드를 움직이는 주된 요소
이다. 신체와 두 팔은 고정된 자세로도 더욱 두 손만으로도 공에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두 손이 재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클럽헤드도 그만큼 빨리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몸도 같은 자세로 앞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두 손의 상대적인 속도는 멸
살(滅殺)된다.
따라서 클럽헤드에 최대속력을 내게 하는 것은 두 손에 최대속력을 내게 하는
것인데, 몸을 확실하게 고정한 업라이트(수직) 축(軸)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오른손은 신체 중에서 클럽헤드와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그것에 필요한 스피
드를 주는 위치에 있는 도구이다.
결국 오른손을 재빨리 움직인다는 것이 다이나믹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골프는 오른손잡이에게는 왼손의 게임이라고 한 오해는 “공으로부터 눈을 떼
지 말라” 는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훌륭하게 발전할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 못하게 하는 죄많은 장해가 되고 있다.

축발전(祝發展)

≪다운스윙(down swing)에서 두 손을 클럽헤드의 앞으로 낼 수가 있다면, 그럴수록
오른손으로서 그만큼 많은 힘을 가할 수 있다.≫

구부린 손목을 펴는 것이 늦다든가, 또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히팅을 늦게 한
다는 타법은 자연적으로 가장 유효한 시기에 두 손을 될 수 있는 한, 또 될 수 있
는 한 오랫동안 클럽 페이스보다 앞에 내놓고 있다. 머리와 신체는 움직이지 않
는다. 오른손으로 치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참는다.
히팅 에어리어에서 손목의 콕크를 늦게 바로 잡는다.
오른손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속도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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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게임이라고 보는 생각은 실패를 올바르
게 판단치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 실패는 오른
손의 힘이 왼손을 이겼다는 것에 귀착하는 것인데,
실제는 왼손이 너무 약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오해는 골프의 교습방식과 연구에 많은 화근(禍
根)을 남겼다. 즉 골프의 최대요소는 힘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왼손을 사용해서 공을
무리 없이 쳤다는 사람은 결코 없다. 이것은 무심
(無心)한 목동이 작은 돌을 구부러진 지팡이로 오
른손을 써서 쳤다는 골프의 시초부터 그러하다.
골프가 왼손의 게임이라는 논거로서 보간70)이
나 스니드71)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열거한다. 그
히팅 에어리어에서 손목의 콕크를 늦
들이 맨 처음 그들에겐 쓸모없어진 왼손들의 클럽 게 바로 잡는다.
을 입수했었다는 우연한 사실은 별도로 하고, 그
들은 타고날 때부터 왼손잡이로서 왼손이 강하고 우측 골프로 전환했을 때는 클
럽을 확실하게 컨트롤 할 수 있었다는 이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그
들에게는 왼손이 약하다는 염려는 없으므로 클럽헤드에 가능한 한의 오른손에
힘을 더하여 샷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보간, 스니드, 기타의 전문가라도 샷을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오른손을 잘 이
용한다는 점에 있다. 이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손의 동
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70) Henny Bogan
71) Sam Sn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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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만약에 두 손이 임팩트의 순간에 공보다 뒤에 있으면 공을 단지 건져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손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비상(非常)
한 스피드로서 공을 침에 틀림이 없다>

이상의 이론은 하등 이론으로서 납득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절대
진(絶對眞)인가를 알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는 히팅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손의 동작을 늦추는 것이 왼손을 이용해
재빨리 강타하는데 불가결의 사실임을 날이 갈수록 명백히 깨달을 것이다. 이 원
칙은 우드에서나 아이언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드라이버(1번 우드)의 경우는 공을 티업(tee-up)하고 또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남아있으므로, 원칙은 클럽헤드가 약간 업스윙(up-swing)에 들어가는 순간에
적용된다.
브래시(brassie; 2번 우드의 애칭), 스푼(spoon; 3번 우드의 애칭), 버피(buffy;
4번 우드의 애칭)는 아이언을 칠 때와 동일한 요령이다. 체중은 왼발에 얼마간
강하게 둔다. 칠 순간에는 두 손을 볼의 앞쪽으로 우드에서도 아이언으로 치는
것과 동일하게 쳐 내리는 다.
전문가는 페어웨이에서 우드샷을 할 경우 이 책의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서 교
묘한 샷을 할 경우도 있으나, 보통으로는 더프(duff; 공을 칠 때 골프공의 바로
뒷 땅을 내리치는 샷)를 취한다. 내가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독자 자신의
능력을 가능한 한 활용하는데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에 지나지 않
는다.
<계속>

대담(大膽)한 노출(露出)에 특징(特徵)
이(伊)의 패션쇼

남자들에 관한 한 이탈리아의 패션쇼는 구미에 맞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끝난 이탈리아의 오는 봄과 여름을 위한 컬렉션에 출품된 대담한 정
도로 노출된 비치웨어와 초(超)여성적인 의상에 대한 남자들의 반향이다.
이번 컬렉션은 여성들에게는 물론이고 특히 남성들에게 어필하려고 디자인된 것 같은 느
낌이 있다.

밀러 양자(養子)를 권고(勸告) 먼로 유산(流産)에

할리우드에서의 풍문에 의하면, 두 번이나 유산하게 된 마릴린 먼로의 남편 아더 밀러는
양자를 맞아들일 것을 먼로에게 권고하고 있다 한다.

172

The comet

<명랑소설(明朗小說)>

두 쌍의 원앙

최태응(崔泰應)

목포로 가는(木浦行) 밤, 기차.
대전(大田)을 지나치자 기차도 기관지가 곪았는지 목이 쉬었다.
쒸익 – 쒸익 – 푸우 -.
등급은 2등, 기차 좌석도 지정이라는 고랑쇠로 승객을 묶어 영어(囹圄)의 맛을
보인다.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네 사람의 승객이 무릎을 마주대고 앉았다.
여자 둘, 남자 둘,
바로 두 쌍의 남녀들이 누구의 눈으로 보나 남남지간이 아닌, 즉 부부거나 장
차라도 부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연인 간임을 짐작케 하는……
아니 삼십사, 삼십오 두 개의 좌석에 옆을 대고 나란히 앉은 사십대의 중년 신
사와 나이는 훨씬 십년의 간격을 띄었음직 하되 자신의 나이같은 것은 도외시한
듯, 옷차림과 옷 빛깔을 고르는데 (그 말씨와 태도도) 사십대 신사에 맞추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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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따르기 위해서 무척 고려한 듯 습관된 듯 점잖고 신중해 보이는 여인은 어
련한 부부로서 안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들과 마주 앉은 한 쌍의 젊은 남녀가 바야흐로 청춘을 느껴 아까운 시간을
알뜰히 누려야겠다는 양 서울역을 출발하자 틈틈이 눈을 살피고 나의 비위를 염
려하면서도 슬며시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둘러 감아 들이는 남자의 감흥을 여자 역
시 귀밑을 붉히면서 살며시 뿌리치는 듯 피하는 듯하면서도 저절로 그 길을 돌아
야 나갈 수 있는 골목이라는 양 한번은 떠안김과 볼맞춤을 이루었다.
“아이고, 남들이 웃어요.”
“웃으면 어때? 자기 마누라를 자기가 껴안고 사랑하는데…… 안그러우?”
“그렇지만 이런 데서”
“남들도 우리가 바로 몇 시간 전에 결혼식을 울리구 이렇게 신혼여행 –그렇지
밀월여행-을 떠난 길이라는 걸 안다면 누구나 이해를 해줄 거야 웃기커녕……”
차창에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시르르 눈을 감았던 사십대의 신사는 그
젊은 남자의 입에서 버젓한 말투로 중얼거려진 결혼식이니 신혼여행이니 하는
말들이 들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떠 자기의 여인을 마주보았다.
“……”
“……”
여인도 동감이라는 표정으로 상긋이 미소를 띠며 신사와 얽혔던 시선을 내려
거두는 순간 둘의 손길이 남몰래 등 뒤에서 연결되어 따뜻한 것을 느꼈다.
하여튼 맞은 자리에서 저렇듯 열열한 것을 참을래 못 참을래 어쩔 줄을 모르
는 젊은 남녀가 신혼부부요, 아직도 결혼 초야의 신비로운 세계를 단둘이 발명
하지 못한 채 월세계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 그야말로 흥분과 감격과 기대의 도
가니 속에 휩쓸려 있는 이른바 신랑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도 많이 마셨으리라
“어이 취해! 망할 놈의 친구들 같으니라구. 기어이 사람 녹초를 지우려구들 술
을 퍼먹여주드니……”
“정말 웬 술을 그렇게 물마시듯 받아 마시는 거얘요 원체 술대장이라구 소문
이 대단하드니……”
“하하하 그래 이건 첫날밤부터 기압인가? 우선 음주에 관해서 기압 제1장이란
말이지 하하하하”
“기압은 뭐…… 제가 누굴 기압준다구 그래요. 그저 보기가 딱하고 걱정스러우
니깐 그렇지……”
“됐어 됐어, 이래서 옛날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니라 했거든. 그러구 당신은 확
실히 내 마누라구…… 그렇지?”

“또…… 또,”
하마터면 마주 눌릴 뻔한 입술, 아니 어쩌면 짧은 찰나에라도 그들의 젖은 입
술의 그 젖음이 날쌔게 교환되었는지도 몰랐다.
여자 (신부) 의 그다음 동작으로 봐서……
그렇던 젊은이가 여지없는 수면에 잠겨서 탓 없는 고개를 무의식중에 이리저
리 건들거리기도 하고 여자의 어깨에다 광대뼈를 비벼대고 한참동안 코를 골기
도 하고 끝끝내 허리에서 뼈를 추려낸 듯이 늘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무릎 위로
이끌어 눕혀준 다음 얼마 동안을 잠들어 조용했다.
중년신사도 그 모양에서는 처음부터 맞은 편 신랑과 대조를 이루면서 확고한
나이라 할까, 체면이나 위신이라 할까, 본능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본보기라고
나 할까, 의식을 멀리할수록 조심성을 발휘해야 하느니라는 교훈과도 같이 그의
여인과는 거의 엄연한 경계를 짓고 차창에 고인 팔을 베개삼아 꼬부린 허리가 말
째드라도 눌러 예사로이 잠든 것 같았다.
허나 그도 정작 잠들어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코 잠들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다.
그도 적이 마신 술에 여느 때처럼 평온할 수가 없었거니와 그의 주량에 비추어
어지간히 과음을 했건만 그날따라 전례(前例)와 같이 순리(順理)로 취할 수도 없
었다.
“오늘 결혼을 하셨다구요?”
“네!……”
순간 나직이 주고받는 여자들의 말소리가 시작되었다.
신사는 처음 말문을 열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인지, 보나마나 다소
곳이 “네!” 소리만으로 대답하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수세(守勢)의 것이 아내인지
를 얼른 분간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러간 뒤에
“신혼여행을…… 어디 유성온천으로 가시나요?”
두 번째 화제의 실마리를 이어놓는 물음에서 비로소 신사는 역시 처음 입을 떼
인 사람이 자기의 아내임을 깨닫고 귀를 기울였다.
“아아뇨”
“그럼……?”
“광주를 간대요 전라도……”
“아, 광주루요?”
“네!”
보통 여행의 우연히 만난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듯 두 여인의 말소리는 약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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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 같기도 했다.
신부의 입에서 “네!” 소리가 나오면 의례히 1,2분 동안의 침묵이 꾸려드는 분위
기가 더욱 그러했다.
신사는 그 “네!” 소리에서 목사나 신부가 아니라도 명망 있는 사회인사의 주례
에 의해서 결혼예식을 올리는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었다.
신부 아무개는 이 시간 이후 신랑 아무개의 아내가 되어 죽기까지 고락을 같이
하고 운운하는 일종의 서약과 다짐을 묻는 때 자기의 아내에게서도 비슷한 크기
와 느낌으로써 들을 수 있었던
“네!” 소리……
“광주엔 누가 계시나요? 시집이나 친정이나 일가라도!”
“아 아뇨 우린 별루 시집식구들이 없어요.”
“친정은 서울이시고?”
“내! 본시 이북이에요. 친정도 시집도!”
극력 말을 줄이면서도 아내의 말솜씨가 제법 능란해서 그런가 화제가 워낙 적
절한데도 유도되는 까닭이었을까. 신부는 상상외로 아득한 고향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며, 오늘 낮에 결혼식을 울리기까지의 단순치 않은 경위들을 간단 간
단하면서도 여실히 늘어놓았다.
결혼식이래야 가난한 신랑신부의 가난한 친구들이 2, 30명 모여서 검소한 예
식을 올리고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감격에 넘쳐서 눈물들을 흘리고...
“신혼여행이랄 것도 없어요. 아무도 어디로 떠난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고
요. 제가 물어봐도 이이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면서, 그저 자기가 하는 대로만
맡겨놓고 따라와 보기만 하라고……”
“신랑되시는 분이 퍽 재미있는 양반이신가 봐요. 가만 보니까……”
“그저 낙천가라구나 할까요. 30을 넘도록 세상 물정을 모르고…… 친구라면
정말 입었던 옷이라도 선뜻 벗어주는 그런 성격이랍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물론 연애결혼을 하셨겠죠?”
“……연애라면 연애고, 그렇잖다면 그렇잖고…… 딱히 알 수가 없어요.”
“옳아 그럼 아주 이상적인 중매와 연애와 절충식이네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인연이니 운명이니 그런 말로 들릴 밖에는
없을 거예요.”
“같은 결혼이라도 저희들은 십년 전에 할 뻔도 했는데…… 이렇게 한 쪽이 홀
아비가 된 뒤에……”
“네에? 그럼 신랑께서는 초혼이 아니신가요?”

176

The comet

“그렇답니다.”
때마침 신랑이 잔뜩 오므렸던 허리와 어깨를 꿈틀꿈틀 놀려 신부의 가슴을 들
이받으며
“어, 어어”
하품과 기지개를 섞어서 번쩍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좀 더 들음직한 이야기가
-혹은 눈물을 자아내리만큼 혹은 감탄이 치밀어 오를 만큼- 풀려서 나왔을는지
도 모르는 것을……
여인보다도 잠든 체 눈을 감고 처음부터 솔깃이 귀를 모아 엿듣고 있던 사십
대의 신사도 군침을 삼키며 저절로 잠이 깬 듯 부스스 윗몸을 일으켜 앉았다.
“아, 이거…… 이런 실례가 있다 츳! 신혼 신부를 곁에다 앉혀놓구 신랑이 정신
없이 잠을 잤으니…… 미안합니다.”
“어서 더 주무셔요, 여태 약주도 덜 깨시고 무척 고단도 하실텐데……”
“아 뭐 고단한 푼수루야 나보다도 당신이 몇 배나 더 할걸…… 인제 술도 거의
깨고…… 거, 거기 물 있소? 아이 목말라”
꿀꺽 꿀꺽 보기에도 시원스럽게 청년은 턱밑을 불룩거리며 물병을 기울였다.
이어 후련한 듯이
“어, 기분 상쾌하다. 여보 이왕이면 나 그 세면도구 좀 줘요”
“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생각을 약간 잘못했는걸”
“왜요?”
“광주로 가긴 가더라도 말이지 중도에 대전이나 어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고
장에서 일단 내려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단둘이 기분을 내고서 다시 낮차로 간다
는 지 하는 건데…… 첫날밤을 고스란히 기차간에서 지낸다는 건 역시 부족한 생
각의 소치란 말이지……”
“……”
맞은편 여인이 제일 두드러진(유표(有表)한) 웃음을 지었다.
신사도 신랑신부와 자기의 아내를 한 눈으로 둘러보며 웃고 끄덕였다.
잠시 후 칫솔을 물고 두루마기 같은 잠옷을 덧입은 신랑은 세면소로 가서 머
리까지 감아서 흩어지긴 했으나 보기에도 일신된 기분으로 돌아오더니
“자아, 식사를 해야지. 우리 신부가 대단히 시장하실 텐데 거의 며칠을 두고 잔
뜩 긴장했을 테니깐……”
“전 괜찮아요, 참 며칠을 두고 통 약주만 자시고 식사 하시는걸 못 봤어요. 어
서 뭘 좀 드셔야지.”
“아, 하여튼 그 ‘빽’을 좀 열어놓소. 밤참으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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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위에서 내려놓은 ‘빽’을 받으며 힐끗 맞은 자리의 신사 내외를 보자.
“마침 출출하던 김에 잘 됐군요. 우리도 식사를 합시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한결 부드럽고 정중해보이는 중년 신사
도 그의 여인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순간
“어머나! 또……”
“어때 워 ‘키스’쯤……”
젊은이들은 중년여인이 일어서서 보재기를 내려놓느라고 양단 치마폭으로 신
사의 얼굴을 가리면서 돌아설 기회였건만 신부는 지레 부끄러움을 참지 못했던
때문에 그만 소리를 내어 들킨 셈이 되고 말았다.
못 본체 못 들은 체 묵묵히 ‘사라다, 빵’이니 ‘슈크림’이니 초밥 등 속을 펼쳐놓
고 손대기 전에
“우리 식사하기 전에 서로 인사나 교환을 하고 함께들 회식을 하십시다. 듣자
하니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인 듯한데, 사실은 우리 늙은 삶들도 오늘 낮에
서울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것도 우연찮은 이연이 아니겠소?”
“네에 네 선생님께서두요? 이런 이런 이건 참말 반갑습니다. 네에, 그러시댔구
만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두 분을 보기가 어쩐지 남들 같지가 않더군요. 우린 보다
시피 두 분과 같이 그렇게 새롭고 열열할 수는 없지만, 그 기분이야 이해한다기
보다도 순간순간 공감되고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허허”
“당신두……”
적어도 십년 안팎의 차이를 가졌음직한 나이라 해도 어련한 아내로서 여인의
한마디 말과 슬며시 옆을 드리며 속이는 얼굴의 붉은 빛이 조화되었다.
“아 선생님 저도 사실은 초혼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있는 홀아비로써 결혼이라
는 걸 하긴 했습니다마는 막상 하고 보니깐 옛날에 한번 치렀다고 해서 결코 무
감각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걸 억제할 수가 없는걸요... 선생님께서도 물론 연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오늘 낮에 결혼을 하셨다는데야 저희들이라고 뭐 다를께 있
으실라고요. 하…… 그러다 보니 여보 과히 주저하고 쉬쉬 할 일 만도 아니지 않
우 응? 그렇죠? 선생님”
“아무렴! 당당한 부부간인데야…… 더구나 형공네 같은 젊은이들로 신혼부부
인데야, 설혹 뒤떨어진 우리나라 사회라고 하더라도 밀월여행인데.”
“됐어요 됐어. 여보 선생님 말씀 들었지? 과연 현대적인 분이란 말야. 선생님
뵙긴 처음이지만…… 자아 식사를 들기 전에 우리 뭐 공연히 거리낄 것 없이 ‘키-’
‘키스’라는 것부터 한번 하고서……”

“그럽시다. 우리도 오늘은 온종일 끌려다니다가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손목
한번을 조용히 잡아 볼 겨를도 얻지 못했으니…… 자아”
“오, 케이 우리도... 사실 이런 때 차장이 통하는 사이라면 사정을 참작해서
가끔 소등(消燈)을 하고 소위 ‘키스타임’이라는 걸 베풀어 줘야 하는 건데 경
을 칠……”
보라는 듯이 여인을 끌어당기는 중년신사의 품안으로 안겨 들어서 흐뭇하게
얼싸안는 여인……
다행히도 그들 네 사람의 승객 이외에는 적어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와 위치에서는 눈을 뜬 사람들도 없었다.
간혹 속삭이는 말소리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들을 주시
할 까닭도 건너다볼 수 있는 좌석에는 없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축하합니다.”
“고맙소. 나야말로 두 분의 결혼과 신혼여행과 장래를 축하하고 축복해 드려
야지…… 자아 우린 술부터 한 잔씩 축배를 듭시다. 마침 마시다 남은 ‘위스키’가
있으니……”
“그러고 보니 선생님 두 분과 저이들 피로연의 연장과 같고만요. 게다가 이런
고급 양주를…… 저흰 기껏 정종 몇 잔에 일상 애용하던 막걸리를 대포로다가 들
이마셨는데…… 하……”
“신부께는 미안합니다. 아까 보니까 신랑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드시고, 오늘
도 어지간히 해서 기압을 주시는 모양이댔는데,”
“아, 아니올시다. 뭐 그 맛정도의 기압쯤은 문제가 아니니깐요. 인제 술도 거
의 깨고…… 더구나 선생님 같은 점잖은 어른을 만나서 또 서로가 같은 신혼 초
야에……”
“그럼 부인들은 사양말고 식사를 하시죠. 우린 이왕 몇 잔 안되는 ‘위스키’니
마저 마시고……”
몇 잔 안 된다고는 해도 병마개로 너댓 잔씩을 꼭 같이 권커니 잡거니 하는 동
안에 두 사람의 신랑들은 본래 남았던 취기가 겹쳐서 적지않이 얼큰해졌다.
이윽고 군것질 삼아 밥 섞인 음식물을 먹으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
리 각각 분리된 것처럼 유(類)다른 화제를 꺼내 가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들을 지껄이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도 광주로 가신다구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광주에 가시면 호텔에 드실 작정이신가요?”
“필경 그래야겠죠.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차차 찾아보기로 하드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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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선생님 숙소까지 저희들하고 한 집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한집안이나 다
름이 없이 되셨으니……”
“그럽시다. 나도 뜻밖에 동생이나 후배나 하여튼 다정한 친지를 만난 것 같으
니…… 다 같은 의미와 처지가 또한 우연찮게 이렇게 됐으니……”
“저희들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문뜩 광주로 목적지를
결정하고 차표를 끊고 기차에 오르기는 했지만, 실상 제게는 광주를 간다는 것
이 그리 달가운 일가친척이나 각별한 친구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니 더욱 우리 부부와 숨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구려. 나도 한갓 망해버
린 사업의 그루터기를 찾아서 행여나 무슨 보탬수라도 있을까 해서 겸사(兼事)로
다가 광주를 방점하고 내려가는 길이긴 하지만 달리 객지 이상의 기쁨이라거나
환영해줄 만한 친구들이 있는 형편도 아니라오.”
신사의 이름은 김경수라 했다.
사변 전후만 해도 전무니 사장이니 하는 칭호와 명실상부 으리으리한 회전의
자에 앉아서 자가용을 부리며 거액의 현금을 소유했던 경력도 지녔던 외국무역
의 중견급 상인이었으나, 패운(敗運)을 만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남달리 믿었던
죽마지우(竹馬之友)이자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빛까지 짊어진데다가 심복으
로 여겼던 밑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까짓 세태니 인심이니 세상을 원망한다거나 인심을 나무랄 필욘들 어디 있겠
소? 그저 모두가 내 자신의 운수 소간(所幹)이오. 아니면 역시 내가 어리석고 내가
냉정한 인간이 못됐노라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따름이지……”
“어쩌면 김 선생님 저하고 비슷한 데가 있으신 것 같네요. 천성 남을 잘 믿고
인정이 무르고……”
“보아하니 이형은 나보다는 훨씬 탄탄한 것 같은데? 다소 나 같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입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우리 신부가 잘 알지만,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어쩔 수 없고 일을 저지른 뒤에야 스스로 처치 곤란한 위인이라고 자기
를 쥐어 박아주고 싶지만 죽도록 별도리가 없는 그런 못난이입니다. 물론 저야
선생님처럼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어서 혼자 무슨 사업 같은걸 해본적은 없지
만서도요.”
“그럼 더구나 잘 만났구려. 서로 비슷한 친구끼리…… 허……”
“그러게 말입니다. 선생님! 전 아까부터 선생님의 인상에서 웬일인지 초면이 아
니고 남 같지도 않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신랑은 잠시 머뭇거리면서 두어 번 옆에 앉은 신부의 눈치를 살핀
다음 나즉한 말소리로

“제가 하필 광주로 가는 이유만 하더라도 선생님 제 처가 들으면 화날 소리지
만 말씀입니다. 전에 군대에 있다가 함께 제대한 친구 하나가 저하고는 혈육 간
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사이로다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서 남의 화물차를 빌서
장사를 하는데 -뭐 장사래야 일종의 장돌뱅이 입니다만- 저를 보고도 권하는 바
람에 갖은 무리를 다해서 소위 합자로 투자를 했는데, 하 이놈의 친구가 환장을
했는지 도대체 돈으로 쳐서 2, 3만환에 불과한 돈에 우정을 무시하고……”
“으음! 배신을 했군.”
“그러게 말씀입니다. 저로선 도저히 그렇게 해석을 않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여지없는 배반을 당했어요.”
“요새 세상이란 친구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친한 동기간에도 그런데 뭘……”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바람에 결혼식 밑천까지 턱이 없어서 두루 구걸
을 하다시피 영영 쓸쓸하고 빈약한 예식을 정말 눈물겹게 치르질 않았겠습니까?
신부에게 예물 한 가지를 알뜰히 못해주고……”
“그래도 그저 지나치면 되는 거지.”
“아 그런데 이 친구가 할 짓 못할 짓을 다 해먹고 날뛰다가 며칠 전에 광주서
경찰에게 걸렸는데, 열 번을 죽어도 염치나 면목은 없는 줄을 알지만 제가 내려
가서 말이라도 보태줘야 징역을 면하겠느라고 애걸복걸하는 편지를 보냈단 말
씀입니다, 선생님”
“온 저런”
“그래서 무척 생각을 해봤죠. 결국 그가 나를 배반한 우정은 내가 그를 배반하
는 일이 아니오, 배신을 당한 내가 취해야 할 우정의 보복은 역시 그가 내게 한 것
과 꼭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저로서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그럴 도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체 내버려둘 수도 없단 말입니다.
“……!”
“다만 한 가지 제 자신에게 열 번 스무 번 다짐한 일은 이번만은 천하없어도 제
천성을 경계하고 물리쳐서 절대로 제가 부채를 지는 일만 말자고 결심을 했죠.
이 이상 짊어질 능력도 없지만 여기서 또 얼마라도 빚을 졌다간 더욱이 제 처와
더불어 감당하고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요.”
“좋은 결심이오.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 형을 데려 내려가는 근본 의도나
목적 소관이 필시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봐야 하는 게 돌아가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정말이지 나이 겨우 30을 갓 넘고 사회경력이란 별로 없는 저 같은 인간으
로서도 그동안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겪어왔습니다. 오죽하면 세
상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의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지나 않은가 했으니까

180

Vol.37

The comet

181

요…… 그래서 그런지 몇 명 안 되는 친구 가운데 그중 우정이 두텁거니 했던 친
구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다거나 미운 감정보다도 어떻게든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고 슬픈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건 나도 동감이오. 내게도 그와 비슷한 사실 하나가 있어서 그게 바로 내일
날짜로 되어 있는 지난 날 친구의 지불증과 각서가 내 ‘포켓’ 속에 있긴 하지만,
막상 내일 광주서 그 친구를 만나는 장면과 그 뒤에 따를 일들은 상상하면 심
중팔구 섭섭한 결과나 서글픈 결말밖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단 말이지…… 차라
리 오늘 밤에 내가 여러 해 동안 외롭고 구차하게 지내온 홀애비 생활을 청산하
고 당장은 더 바랄 것이 없는 내의중과 이상에 흡족한 아내를 맞이해서 첫 발걸
음을 내딛는 신혼초야에 지난날 너저분한 상처 같은 것 깨끗이 찢어버릴 만큼 내
마음이 나를 시켜서 과단성 있게 일으켜 이끌어준다면 거침없이 그래버리고 미련
없이 새 출발을 하리라는 생각까지 했지!”
송정리에서 자동차로 갈아타고, 광주에 들어섰을 때는 쾌청한 날씨의 아침나
절이기도 했거니와 그들의 기분이 무척 상쾌한 것 같았다.
D호텔.
“아이고, 김사장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그간 안녕하셨어요? 근래 예통(豫通)
두 없이 웬일이세요. 엇저녁에 오신단걸 짐작은 했지만서두……”
“엇저녁에? 어떻게.”
“어떤 분이 전화를 거셨드만요? 김사장님 안 오셨냐고……”
이내(인차) 두 쌍의 신혼부부를 맞는다는 사실에 놀라 그렇지 않아도 구면이
요, 점잖은 손님인 김사장인지라 호텔에서는 수산스러울 만큼 양관 별채를 치우
고 닦고 침실 장치들까지 새로이 손을 대서 알뜰히 차려놓았다.
“됐어! 역시 차중에서 김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들의 결혼과 장래를 위해
서 다행천만한 길조였단 말야. 여보 오늘 저녁엔 우리가 약주라도 한 순배 받아
다가 성심껏 김 선생님네 내외분을 대접합시다. 응?”
“내! 정말 살뜰한 언니나 아주버니를 만난 것처럼 즐겁고도 마음이 든든했어
요. 저도 김 선생님 사모님을 뵙고 하룻밤 말씀을 듣는 동안……”
곁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그들 부부가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 여인도
“나이는 더 먹었지만 그런 얘기는 내가 해야겠어요. 참말 두 분을 못 만났더라
면 우리 늙은 신랑신부가 얼마나 무료하고. 덤덤하게 지루한 여행을 했을는지
몰라요. 이따 과히 방해만 안 될 정도로 우리 두 집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짜 회식
이라도 즐겁게 해요.”
“아암, 그래야지. 아닌 게 아니라 젊은 신상신부 덕분에 우리 양주까지 아주 큰
생색이 됐으니깐! 사실 우리 둘이서만 왔더라면 차마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왔다는 말들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할 뻔하지 않았나? 허……”
각각 쌍쌍히 목욕을 하고 느직히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응접실에서
“오오, 김사장!”
“아,”
“그렇잖아도 어젯밤에 내려오시잖았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지! ……그동안 나
를 얼마나 경멸했나?”
“온, 그게 무슨 소린가? 만나자마자”
“아냐, 사실 면목이 없었네... 오죽하면 오년을 묵은 홀애비가 장가를 가면서도
청첩장 한 장을 안보내주랴 - 하고 야속한 생각보다도 내 자신 자책을 받고 울
기까지 했지!”
“사람도 그게 또 무슨 소린가? 결혼이야 워낙 서울서도 소문없이 그저 집안끼
리만 모여서 약식으로 한 걸 가지고…… 물론 자네가 서울 있었다면야 내가 왜
기별을 않겠나?”
“하여튼 축하하네! 그러고 친구라고 자네를 못살게 만든 장본인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닌 내가 새삼스럽게 무슨 변명을 늘어놓고 용서를 빌겠나. 마는 그 오래
된 채무의 본전만이라도 내 딴엔 내 생활도구까지 정리를 해서 간신히 만든 것이
니 우선 받아주게”
“아니……”
“정말 괴로웠어. 남다른 친구라서 뿐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만도 자네를
놓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를 지찢겨주고 싶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았네. 이
걸 갚는대짜 자네에게 끼친 피해나 자네에게서 입은 은혜의 몇 분의 일이나 되겠
나 마는 차차……”
김 사장이라 불리는 중년신사 늙은 신랑은 한참이나 묵묵히 담배연기만을 내
어 뿜으며 친구의 손을 잡은 채 착잡한 마음에 잠겼다가
“고맙네…… 자아 여보 인사해요. 윤후섭 선생이라고 내 오래전 친구지…… 그
러고 여보게 우리 마누랄세. 어제 결혼식을 올린……”
한편 점심을 마치고 시내로 들어갔던 젊은 신랑은 젊은 신랑대로 춤이라도 출
듯이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오더니
“선생님 김 선생님”
“어?”
“이건 정말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결혼이 가져오는 행운에의 새로운
운명인지 선생님 같은 양심과 덕 많은 분을 만나서 한집안처럼 지내기로 인연을
맺은 덕택인지……”
“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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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가 쇳독이 올라서 다소간이나마 법에 저촉될 만한 사기행위를 한 것
은 사실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깐 진짜 장본인은 딴데 있었다거든요? 말하자
면 제가 일종의 증인으로 자진해서 찾아온 것이 되었는데, 이 친구 자기도 모르
게 남을 속인 것은 극히 소극적인 반면에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자기를 속여먹
되 아주 지능적이며 대규모적인 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게 판명됐
다니……”
이래저래 기쁘고 흥겹기까지 한 신혼여행이었다.
보통 축하나 부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로 정당히 받을 것을 받되, 하마터
면 친구를 잃고 포기할 밖에 없었던 채권이오 소득일 뿐만 아니라 저마다 진정
참회로써 우정을 백배 두텁게 하는 아름다운 인정과 정서 속에서
“모든 게 우리 마누라 우리 신부의 복된 운수를 따르는 거지!”
이 방 저 방에서 속삭이며 위무(慰撫)하는 공통된 소리가 밤 가는 줄을 모르고
새어 나왔다.

<명랑소설(明朗小說)>

아무리 인공시대(人工時代)지만

천세욱(千世旭)

무자식(無子息)의 한(恨)

<신간소개(新刊紹介)>

현대영문법정의(現代英文法精義)
현대 영문법의 권위로서 최근 <구조론적영문법정의>가 발간되었다. 이것은 현대영문법
의 대가인 데이비드 래티모어 교수가 20여 년간의 영문법 교수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편
저한 것으로서 한국외국어대학장 박술음 감수로서 공군본부 군수부에 근무하는 김좌겸
(金佐謙) 중령과 양인(揚仁) 씨가 공역(共譯)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영문법의 금자
탑이 될 최고 권위서이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동서양 영문법 학자의 여러 가지 영문법을 총망라 발췌한 것이므로
동양 영문학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 종래 일본학자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형식
적이고 품사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영문법 종합사전식으로서 주요 기본구조 해득
과 종합정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총 814절까지 정밀․세분 배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흥미 있고 유용한 구절이 3,000여개나 인용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비닐케이스 46판으로 총 610면이며, 값은 1,500환, 단체주문 특가는 1,200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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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식(無子息)이 상팔자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식 많은 사람들
의 호강스런 짜증이 아니면, 토라진 일종의 역설(逆說)에 지나지 않다.
설사 여편네 때문에 오장육부 다 썩을 대로 썩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골병 속
병 다 드는 한이 있더라도 역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혼인하고 아들딸 갖추갖
추[골고루] 낳고 사는 편이 상팔자에 틀림없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이남붕(李南鵬)씨 가정을 보아도 알만하다. 안소원(安素
媛) 부인과 결혼한 지 십오 년이 넘었건만, 아직 슬하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회사
에서 돌아와도 쓸쓸하기 짝이 없다.
이십대 젊을 시절엔 자식 같은 것은 엄두도 안 내었고 도리어 거추장스런 방해
물쯤으로 여겨, 단둘이 오붓이 사랑의 불꽃을 태우기도 했지만, 삼십대에서 사십
대 고개를 넘어서면 내외간의 애무(愛撫)도 시들해지고 바라느니 자식뿐이다.
“여보, 안 주무시려우?”
저녁을 먹고 나서 버선볼을 박고 있던 안 씨가 바느질에도 지쳤는지 남편을
돌아보고 묻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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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석간신문을 펼쳐들고 앉은 남붕 씨는 고개도 들지 않는다. 기사는 물론이고,
심인광고(尋人廣告), 영화광고 심지어는 나야 할 곳에 털 아니 난 분에게 알린다
는 약 광고에 이르기까지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빠짐없이 훑어보았건만, 여내 눈은
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할 일이 없기 때문
이다.
“주무시지 않겠어요?”
“글쎄……”
아내의 눈은 흰머리가 듬성한 남편의 뒷통수에서 책상위에 놓인 사발시계로
옮겨진다. 여덟시.
때는 너무 이르다. 지금부터 자리를 펴고 누워본들 잠이 올리 없을 뿐 아니라,
내일 아침 허리만 아플 따름이다.
안 씨는 말이 없다. 우두커니 앉아서 무료(無聊)와 고적(孤寂)을 시름처럼 느끼
며 남편과 자기의 나이를 또 헤어본다. 마흔다섯과 서른여덟.
“여보……”
“……응?”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참이우?”
“이렇게 살다니?……”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에 가고……”
“그게 못 마땅하우?”
“못 마땅한 게 아니라, 자식도 없이 단 둘이 살다가 죽을 작정이냔 말이에요.”
“죽긴 왜 죽어?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지금은 사지육신이 멀쩡하지만, 나이 많으면 결국 죽을 게 아니오?”
“아따, 자식 많은 사람들은 안 죽는 답니까?”
“죽긴 죽죠. 그러나 우린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아요?”
“아, 누군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자식들을 거느리고 죽어 버리는 구만요?”
“아이, 능청도…… 정말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살 참이오?”
“그럼 어떡하오. 노력에 노력을 다해도 보람이 없는 일을.”
“왜 보람이 없어요? 왜 보람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 글쎄……”
“글쎄가 뭐에요? 난 생각할수록 분하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허, 죽을 일도 많군.”
“뭐라고요? 당신은 그래도 큰 소리를 칠 체면이 되어 있어요?”
“아, 아니 체면이 없어.”

남붕 씨는 어느새 신문을 빼앗기고 고개를 숙인다. 일언반구의 항변이 없다는
몰골이다.
그자 번번이 이런 힐책을 받음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른바 이팔청춘 소싯적에
난봉깨나 피우느라 못된 곳을 돌아다닌 선물이 고작해야 악질 성병. 그 지지리도
달갑지 않은 선물 때문에 의원을 얼마나 찾아다녔으며, 간호부들 앞에서 얼굴은
또 얼마나 붉혔던가. 지금 같으면 약도 많은 세상이라(물론 병도 많지 않지만) 악
질 아니라, 독질(毒質)이래도 큰 고생 없이 고치는가 보더라만, 그때는 소위 왜정
시대여서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결국 고치긴 고쳤어도 약을 잘못 쓴 탓인지, 정
충(精蟲)이 없어졌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해서, 그에게는 생산 활동이 있어도 생산능률이 없게 된 몸인 것이다. 이 얼마
나 슬픈 불구(不具)이랴. 달걀로 치면 무종란(無種卵)이니 동물학적으로 치면 무
종남(無種男)이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총각시절에 저지른 업보(業報)를 나까지 받아야 하나요?”
“그저 일련탁생(一蓮托生)으로 알아주구려. 나무아미타불!”
“싫어요! 염불을 왼다고 마음이 편해지나요?”
“억지로라도 체념(諦念)을 해야지.”
“안 돼요. 애기를 업고, 걸리는 내외를 보면 그만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는 걸
어떡해요.”
“……”
“나도 내일 모레면 마흔이에요. 갱년기(更年期)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애기
를 낳아본들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일 거예요.”
“우리, 애기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괜히 가슴만 아픈 일을.”
“싫어요! 난 건강해요. 완전해요. 꼭 하나만 낳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씨가 없다는데 어떡해?”
“당신한테 없으면 남의 걸 꿔오든지 훔쳐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낳게 해
주세요.”
“글쎄 딴 물건이라면 친구들 걸 하룻밤만 빌려오는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허허”
“아이, 속상해!”
“그보다 우리 고아라도 얻어 양자로 삼읍시다.”
“싫어요. 혈통도 소질(素質)도 모르는 고아를 어떻게 안심하고 자식으로 삼는
단 말이에요?”
“하긴 그래. 자기가 낳은 자식이래도 대가리가 커지면 감당을 못하는 세상이
니깐. 게다가 고아는 정신적인 불행의 충격을 대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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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한쪽 핏줄이나마 타고나면 떳떳한 자식으로 여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그런 말을 했던고?”
“뭐라구요? 아니, 여보!”
“어이쿠, 귀청 떨어지겠소. 문제는 가면 될 게 아니오? 인공위성(人工衛星)을 타고.”
“인공위성(人工衛星)은 누가 타러 간댔어요?”
“아니, 내가 인공수정(人工受精)만 받으면 될 게 아니오?”
“당신이 왜 받아요? 내가 받지.”
“어쨌든 갑시다. 자식을 소망하는 마음은 나도 당신한데 못지않을 꺼요.”
남붕 씨에게는 씁스레한 소식이었으나 젊은 날의 죄업을 생각하면 부인의 간
청을 물리칠 수도 없는 주제라, 이튿날 소원 부인이 이끄는 대로 집을 나섰다.

올바르게 키운대도 장래가 염려스럽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양자를 데려올 만한 일가친척이 있어요? 설령 있다손 치더
라도 키워 놓으면 모두 제 친부모에게로 돌아가기 일쑤라는데……”
“사실은 나도 양자는 별로 달갑지가 않소. 뭐니 뭐니 해도 한쪽 핏줄기나마 타
고 난 아이래야 떳떳한 자식으로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애. 하지만 그건 바랄 길이
없는 일이니 어떡해.”
“실은 말이에요. 오늘 좋은 소식을 듣고 왔다우.”
안 씨는 바짝 다가앉아서 정색을 한다.
자식타령은 늘 하는 버릇이라 새삼스러울 일도 없고, 남붕 씨가 그럴 때마다
닦달을 당하여 지난날의 청춘을 원망함도 한두 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 수없이 들어왔고 속기도 무던히 속은 두
내외였다.
그렇건만 좋다는 약, 신기하다는 처방, 무슨 기도…… 별의 별 짓을 다해 보아
도 남붕 씨 기능에 생산능력을 부여할 만한 효과는 보지 못했으니 여지껏 유령
메이커로 건재할 뿐이었다.
“또 무슨 일인데?……”
부인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할 적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남붕 씨
이기도 했다.
“글쎄 들어봐요. 오늘 동대문시장에서 친구를 만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라니?……”
“출산상담소(出産相談所)가 동대문 근방에 생겼대요 글쎄.”
“아, 그야 이상할 일도 없지. 결혼상담소(結婚相談所)가 있으면 출산상담소도
있을 법하지 않소.”
“근데 말이에요. 거긴 인공수정(人工受精)이라는 걸 한 대나 봐요.”
“인공수정?……”
“네, 우리처럼 남편 쪽에 결함이 있을 적엔 인공으로 임신케 한 대요. 여자 편에
결함이 있을 경우엔 전문의사에게 치료와 수술을 받게 하고요.”
“흠, 요즘 신문 잡지에서 떠드는 인공수정(人工受精)말이구먼, 다른 남자의 정
자(精子)를 임상학적 수법으로 임신을 시킨다는 그것 말이지?”
“네, 백발백중(百發百中)이래요. 우리도 한 번 가서 의논을 해보면 어떨까요?”
“글쎄 아무리 인공시대(人工時代)라지만……”
“내일이 마침 일요일이니까 같이 가 봐요. 그렇게 해서 요행히 옥동자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자식으로 늙어주는 것보다는 좋지 않아요?”

출산상담소는 간판도 붙지 않은 조그마한 양옥집이었다. 그러나 전날 안 씨가
소상한 위치를 알고 왔으므로 그리 힘들지 않고 찾아 들었다.
서랍이 많은 서류장과 큼직한 테이블이 놓인 사무실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노
라니까 흰 가운을 걸친 사십대의 사나이가 천천히 들어왔다.
“소장님이세요?”
“네, 손팔용(孫八用)입니다.”
얼굴이 둥글둥글한 반면에 눈이 콩알만한 손 소장은, 테이블을 돌아가서 회전
의자에 점잖게 앉으며 남붕 씨 내외의 내의(來意)를 묻는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네, 저……”
안씨는 얼른 얘기를 하라고 남편에게 팔굽으로 쿡 찌른다.
“아얏!……”
“아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오, 오발입니다. 절대로 아픈 곳은 없고, 다만 옆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옆구리요?”
“아니, 출산(出産)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아, 그러신가요?”
“대단히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남붕 씨는 우선 낯을 붉혔다. 부인에게 옆구리를 쥐어박혀, 얼떨떨 당황하는
꼴도 꼴이거니와 새삼스레 남의 앞에서 젊은 날의 수치스러운 애기를 늘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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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안 되는 자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랴.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소원 부인의 제2탄(第二彈)이 들어
올 판이니 싫어도 이실직고(以實直告)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결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젊은 날의 실수……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저 유명한 김동인(金
東仁)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도 역시 같은 케이스의 얘기가 아니던가요?”
“전 그 ‘손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은 못 읽어본 걸요.”
“하하…… ‘손가락이 닮았다’가 아니라, ‘발가락이 닮았다’에요. 어쨌든 내외분
께서 매우 고민하셨겠군요. 그러나 인공위성(人工衛星)이 나는 이십 세기 후반기
의 오늘날에 있어선 그런 고민도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인
공수정(人工受精)이란 과학적 임신법입죠.”
손 소장은 과학자다운 조리 있는 논법으로 먼저 인공수정(人工受精)이 필요한
경우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
첫째, 남편의 기능에 결함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무종남(無種男) 혹은 고자(鼓
子) 따위.)
둘째, 남편의 혈통이 불량할 경우 (특히 유전성 질병이 있는 분)
셋째, 우생학적(優生學的) 견지에서 개량종(改良種)을 희망할 때 (이를테면 남
편의 체격이 모기에 차여도 넘어질 만큼 약질이거나 쫌보, 장다리, 바보 혹은 지
나치게 추남(醜男)인 분들)
넷째, 독신으로서 아이만 바라는 여성을 위해서.
“대략 이상의 경우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담소에서는 인공수정
(人工受精)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인공적인 임신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양이
지만, 그것은 너무나 케케묵은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지요. 마치 우
주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물주의 섭리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인공위성(人工
衛星)이나 달나라의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과학이 발달될 적마다 이를 강력히 반대한 사람들은 종교가였지요. 갈
릴레오가 지동설(地動說)을 부르짖었을 때, 제너가 종두(種痘)를 실시하려 했을
제…… 이루 나열할 틈이 없을 정도로 허다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낡은 윤리와 케케묵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줍니다.”
남붕씨는 그런 학설보다도 실제적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다.
“저…… 틀림없이 임신될까요?”
“부인의 기능에 결함만 없으시다면 거의 백발백중(百發百中)의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시대는 이미 실험단계를 지나 실용 보급단계에 들어와 있으니깐요.”
“수술은 간단합니까?”
“하하, 수술이 아니라, 안약(眼藥)을 넣는 정도의 간단한 외과 방법에 불과하지
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규탄받을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러면 씨는 어떤 거로 하시나요?”
“시멘(Semen)[정액] 말씀이지요? 그것은 본인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인공수정(人工受精)의 특점이지요.
외국에서는 이미 정충은행(精蟲銀行)이 생긴 곳도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선 저
희 상담소에서 시험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남대장(種男台帳)이 비
치되어 있으니까 한 번 보실까요?”
손 소장은 일어서서 뒤에 있는 서류장을 열더니 두툼한 앨범 같은 장부를 서너
권 가지고 나온다. 그것을 본 남붕씨 내외는 바싹 테이블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
았다.
표지에는 종남대장이란 희한한 글자와 넘버가 매겨져 있었다.
그 첫째 권을 펼치니 차례가 나오는데, 정치인종(政治人種), 사회인종(社會人
種), 문화인종(文化人種)의 직업별 구분이 있고, 그 밑에는 백색(白色), 황색(黃色),
갈색(褐色), 흑색(黑色)의 피부별 네 항목으로 나누어 놓았으나 범위가 결코 국내
토종(土種)에만 그치지 않은 것 같았다.
다음 권에는 대중판(大中版) 사진 한 장씩을 첨부한 신체검사표가 나오는데
손팔용 소장은 그것을 차례로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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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번 다행(多幸)

에, 또. 신문과 같이 정치면서부터 보실까요? 자, 이 넘버 원을 보십시오. 이분
을 두고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의정단상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맹장염…… 아
니 맹장(猛將)입니다. 신장 일 미터 칠십에 체중 칠십칠 킬로그램. 위풍당당한 체
격의 소유자에다 원자포(原子砲)란 별명을 가진 명연설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에센스를 받으시면 훌륭한 정치가의 자녀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원자포(原子砲) 탄환을 어떻게 빌려주시나요?”
“하하, 염려 마십시오.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을 제창 중인 분이기 때문에 저
희들 상담소의 요구에는 언제라도 응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
나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무슨 조건인가요?”
“자기의 탄환을…… 아니 에센스를 받아간 분은 반드시 자기에게 투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교환조건을 내걸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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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새로운 선거운동이로군요. 그런데 여당인가요? 야당인가요?”
“지금 여당에 소속되고 있지만, 야당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다음 넘버 투가
있으니까 양자택일하시지요.”
이분은 머리가 좀 까졌지만 굉장한 수재로 이름난 선량이니 절대로 거죽만 보
시지 말고 품질 본위로 고르십시오. 이 대머리 속에 숨은 우수한 두뇌, 그리고 이
불룩한 배가 상징하는 초인간적(超人間的)인 뱃장, 여당 의원들을 항상 골병들게
하는 무서운 입…… 게다가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잠자코 설명을 듣고 있던 안 씨는 남편을 돌아보고 눈을 흘긴다.
“여보, 난 정치가 싫어요. 밤낮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가지고 싸움만 하는 우리
나라 정치가는 딱 질색이에요. 게다가 환표니, 피아노표니…… 심지어는 남의 표
까지 훔쳐서 당선이 되려는 그런 자식을 두었다간 우리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얼
굴을 못 들게 되지 않겠어요?”
“허긴 그렇지. 목적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엉터리 정치가를 자식
으로 두느니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일 걸.”
“아, 정치가를 싫어하시면 다음에 경제인을 보시지요. 이분은 무역회사의 사장
이시고, 이 종남(種男)은 모 은행의 간부랍니다.”
“저ㅍ 마카리오 장의 씨는 받을 수 없을까요?”
“하하…… 농담을 하시는군요. 그런 국제밀수범의 씨는 시계를 몇 개씩 경품
(景品)으로 붙여 준대도 받지 말아야지.”
“물론 깡패 족속은 없겠지요?”
“없고말고요. 사회악(社會惡)의 씨를 근멸하려는 게 우생학(優生學)의 목적이니
깐요. 헌데 다음의 사회면 스포츠맨 란을 보십시오. 이 종남(種男)은 마라톤 선수
로 컴파스가 무려 일미터 이십에, 체중 십칠관의 킹사이즈. 값도 퍽 염가로 올릴
수 있을뿐더러 장래의 마라톤 코치까지 책임지겠다는 보장(保障)이 있답니다.”
“그런 모기 뒷다리 같은 장다리는 싫어요!”
“다음에 권투선수를 보실까요? 모두 코가 납작납작합니다만, 본래는 미국 코
에 못지않았으나 지독하게 두들겨 맞는 바람에 그만 요 모양 요 꼴로 변했다는
군요.”
“이렇게 코가 낮은 사람은 싫어요. 남자나 여자나 코가 오똑해야 돋보이지 않
아요?”
안 씨 자신이 코가 얕기 때문에 세계선수권보지자(世界選手權保持者)라 해도
코 낮은 족속은 싫은 모양이다.
그 눈치를 얼른 챈 손 소장은 부리나케 코 큰 종남(種男)을 찾는다.
“어쨌든 재고(在庫)는 풍부하니까요. 마음대로 고르세요. 부인께서 소원이 그

러시다면 외국산이 어떨까요? 뭐니 뭐니 해도 코 큰 양반을 찾으려면 외국산이
그만이지요. 근데 외국산에는 흰둥이, 검둥이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
색둥이는 코가 얕고 턱이 나와서 보기 싫어요.”
“아이, 외국산은 싫어요. 어디까지나 국산품으로 해 주세요.”
안씨가 순종(純種)을 주장하자 남붕 씨도 동의를 표한다.
“암, 국산품이래야지. 개종자 같으면 일부러 독일산의 ‘도베르만’이니, 영국산
의 ‘포인터’를 받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이건 적어도 사람의 종자를 받으려는 얘
기가 아닙니까?”
“네……넷. 알겠습니다. 댁에선 순 토종을 희망하시는군요.”
출산상담소의 소장은 계속 재고(在庫)가 풍부하다는 자랑을 하며, 백화점 숍
걸[Shop Girl]이 넥타이를 내놓듯이 다음 대장(台帳)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예술가는 어떨까요? 값이 아주 쌉니다. 시인, 소설가, 음악가, 미술
가…… 할 것 없이 계란 한 꾸러미 값만 내시면 언제든지 수정(授精)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지금 현품이 금고 속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네? 금고 속에요?”
“그렇습니다. 본래 남성의 정자(精子)는 체온과 동일한 삼십육 도 온도 속에는
그냥 버려두어도 일주일은 충분히 생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산상담소에서는
급한 손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고량(在庫量)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매일 신종(新種)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채집한 에센스는 일 CC에 대해 페니실린
500 단위와 특수한 약품 다섯 가지를 배합하여 병에 넣고 밀폐한 다음 삼십육도
의 보온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금고 속에 넣어 둡니다. 그렇게 하면 유효기한을
한 달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지요.”
“채집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건 공풍양속(公風良俗)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 부인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
히는 말씀 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손 소장은 몹시 주저한 끝에 대략의 채집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의 말을 여기
에 옮길 수는 없으나 하여간 종남(種男)에게 여러 가지 성적(性的) 자극을 줄 수
있는 춘화도, 사진, 최음약(催淫藥) 등으로 발정시켜, 미모의 간호부로 하여금 우
유를 짜내듯이 기술적으로 채집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장(台帳)에 실린 외국산은 대게 ‘아르바이트’로 팔려 오는 루트가 마
련되어 있어, 오히려 토종(土種)보다 입수하기 쉽다는 내막도 알려 주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채집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혈액은행(血液銀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 대장에 없는 것도 희망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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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교섭비만 따로 내시면 대개 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지난 분은 실패하기 쉽더군요. 얼마 전에 영국의 타운젠트 대령의 종자를 받을
수 없겠느냐고 요구하는 손님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도무지…… 허허허…….”
“우린 국산품 밖에 바라지 않으니까 그런 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안씨는 이날따라 철저한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가 되었다. 양단 감은 홍콩제,
화장품은 영제(英製)를 한사코 찾던 소원 부인이 아이만은 절대로 국산품만 찾
는 것이다.
“대단히 좋습니다. 헌데 영화배우는 어떠세요? 이 첫눈에 살짝 반하고 싶은 핸
섬 보이는 부인께서도 잘 아실 인기배우 이XX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된 ‘별과 같
은 그대여’란 영화에 주연배우로 등장하여 만천하 여성들의 눈물을 무지무지하
게 짜내지 않았어요?”
“어머나! 어쩌면 이분이……!”
“헤헤헤…… 값이 좀 비쌉니다만, 이분으로 결정하시면 정말로 귀엽고 예쁜 아
기를 두실 겁니다.”
“지금 현품이 있으세요?”
“있고말고요. 사흘 전에 입하(入荷)한 신품이 금고 속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겐 역시 미남의 영화배우가 구미에 당기는 모양이다. 이XX의 사진을
본 안 씨는 그 밑의 신체검사표는 읽지도 않고 가슴에 품어 안았다.
“여보, 이걸로 결정해요 네?”
“글쎄…….”
남편은 어째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아무리 인공수정(人工受精)이라 하지마는
안 씨가 지나치게 호감을 갖는 남성에게는 남편으로서 질투가 나는 법이다.
“난 싫수다! 밤낮 치정관계(癡情關係)의 추문만 퍼뜨리는 잡보 녀석이 뭐 좋다
고 그러오. 그보다 여기 값싼 예술가나 골라요. 계란 한 꾸러미 값이라니 거저가
아니오?”
“당신은 노상 값 싼 것만 아세요? 아무리 값이 싸기로니 이것만은 싸구려를
골라잡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처럼 고마운게 없다던 걸. 마침 여기에 천(千) 모라는 소
설가가 얼굴을 더럽게 생겼지만, 코만은 미국제품에 못지않게 높직하니 이친구
씨를 받읍시다.”
“싫어요! 그런 시시껄렁한 비렁뱅이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와요. 난 절대로
이 XXX로 결정하겠어요. ‘별과 같은 그대여’를 낳고 싶어요.”
“글쎄, 마음대로 하구료. 별과 같은 그대를 낳던지 달과 같은 그대를 낳던지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깐.”

“당신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인공으로 만들어진 자식. 애비 구실도 못한 나는 장차 무슨 면목으
로 그 애기를 대하겠소. 차라리 인공으로 만들어진 로봇보다 더 쓸모없는 인간이
지.”
“그, 그래도 월급을 받아오고 밤에…….”
“허, 고작해야 그뿐이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에 갔다 오는 일…… 그
런 구실만 하면 사람인가?”
“왜 갑자기 그런 투정을 하세요?”
“투정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종남대장을 보니까 너무 내 신세가 따분해서 하
는 말이오. 나 먼저 가리다.”
“여, 여보…….”
남붕 씨가 일어서서 소장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자 안 씨도 부랴부랴
그 뒤를 따랐다. 남편의 슬픔이 와락 가슴에 젖어 들었던 때문이다.
안 씨는 비로소 자기 마음에 깃들었던 부정(不貞)한 욕망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음탕한 허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몸에 남편 아닌 남
성의 혈육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수단방법이야 어떻게 되었건 간음(姦淫)이 아
니고 무엇이랴.
며칠 뒤……
저녁을 먹고 난 남붕 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펴들고 앉았고 안 씨는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
“여보!……”
책상 위에 놓인 사발시계가 여덟시를 가리키자 안씨는
“주무시지 않으려우?”
“으음…….”
“고단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연거푸 코대답만 하고 앉은 남편을 보고 안 씨는 다시 바늘을 찾아든다. 말없
이 또 시간이 흘러간다.
이윽고 남붕 씨는 고개를 들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훔쳐보더니
“당신 오늘 석간신문 있었소?” 하고 물었다.
“아아니.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요?”
“아니, 도무지 신기한 기사가 없어서 그래. 참, 변소에나 다녀와서 누워 잘까?”
그는 신문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결코 뒤가 마렵지도 않건만 파란 오촉 전등
이 밝혀진 변소 안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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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껌한 푸른 불빛에 다음과 같은 삼면기사가 떠올랐다.

인공수정(人工受精)이란 괴변(怪變)

∥아기 못 낳는 부인(夫人)들을 농락(弄絡)한 자칭(自稱)
출산상담소장(出産相談所長) 손모(孫某) 피검(被檢)∥

세상에는 괴상한 직업과 생활방식이 다 있지마는 애기 못 낳는 부인들을 상대
로 인공수정(人工受精)을 실시해 오던 자칭 출산상담소장이 법망에 걸려들어 웃
지 못 할 화제를 던지고 있다. 즉 다년간 각 병원에 근무하여 한지의(限地醫) 면허
까지 소지한 손팔용(孫八用, 40)은 3개월 전부터 동대문 근처에 간판 없는 출산
상담소를 개설하여 일반 부녀자 (특히 애기 못 낳는 부인들의 출산상담에 응해
왔으나 엉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여 일부 부인들로부터 원망과 고발을 받은 것
이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전기(前記) 손(孫八用)은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자기
의 종남대장(種男台帳)이란 해괴한 리스트를 올려놓고, 마치 그들의 ‘시멘’을 수
정(授精)해 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거액의 금품을 편취했으나, 실은 자기의 소유
물을 대용했음이 출산아(出産兒)로부터 판명되었다고 한다. (후략)

<단편(短篇)>

몇 번이나 읽은 기사건만 남붕 씨는 다시 그것을 훑어 본 뒤에 아무렇게나 꾸
겨 똥통 속에 떨어뜨리고 가뿐한 얼굴로 일어섰다. (끝)

무상(無常)의 내력

최상규(崔翔圭)

“내일 일을 오늘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하고 오늘엔 오늘 일을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더라고 어느 두 청년이 이야기했다.
그따위 진부한 격언을 무얼 새삼스러이 이야기할 게 있느냐고, 그따위 상식쯤
누구는 모르느냐고 한 사람이 책하니까, 그 말이야 진부하던 말던 내일을 초조
해 하고 내일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미쳐 기억해 내기 못했던 그 말을
듣고 짐짓 오늘에 충실해 본다면, 무엇이 나쁠 것이야 있겠느냐고, 소위 권위 있
는 명사의 말씀이니 권위 있는 명령쯤으로 생각해 두고 이 초조와 불안을 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나쁠 것이야 뭣이 있겠느냐고, 또 한 사람이 대꾸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집행 전야에는 마음이 안정되고, 먹고 마시고 잠잘
수가 있다. 죽는 순간까지 괴로워하고 그 무서운 죽음이란 관념을 짓씹으면서,
끝내 몸부림치며 삶을 갈망하다가 딸꾹 해버린다면 그 얼마나 처참하겠는가. 내
일의 죽음을 생각지 말고 그때까지 만은 완전히 보장된 삶을 최대한으로 누리라
고 한다면 금언 명언이다. 아마도 그분의 말이 그 말이었을 게다. 그러나 사형 선
고를 받은 죄수가 아닌 청년들에게, 무슨 뱃심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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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렸다.

그러나 그는 퍼뜩 놀란다. 그렇게 꺼내기가 무서웠던 마지막 재산을 내어줄 셈

그는 몽롱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도 그들과 같은 젊은 사람
이고 그들과 같이 학교엘 간다. 그는 얼른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으로 버스에 올랐을 때의 기상천외의 용기와 같이, 이 얼마나 호탕한 장기판을
그는 지금 벌리고 있느냐?

말았다.
“내일 일을 근심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 ×

오늘 먹을 것이 없어 내일 굶어 죽게 되었대도 내일의 죽음을 생각지 않고 오
늘의 굶주림에 충실할 재간이 있을까? 무척 똑똑한 축에 끼일 수 있을 두 청년!

수많은 청년들이 간다. 엄숙한 행군이다. 문으로, 어떤 문을 향해, 이 모두가

그도 또한 똑똑한 축에 끼일 수 있는 한 청년! 이 세 사람 이외 많은 사람을 싣고

행진한다. 그도 그 가운데 하나! 긴장된 창자! 막 불거져 나올 태세의 두 눈알! 굶

버스는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

을수록 점점 의식은 더 명료해지나 보다. 차라리 미치기라도 한다면, 저 끓는 기
름 솥에 고개를 처박고 발가락 사이에서 기름이 줄줄 흘러나올 지경 실컷 기름을
× ×

들이마셨으면…… 그러나 일찍이 배가 고파 미친 사람이 없고 실컷 먹어서 제정
신이 든 미치광이도 없다. 비참한 생리의 역사!

여름이다. 찌는 듯한 여름이다. 살찐 개가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고, 가로수 부

그는 걸을 기력이 없어졌다. 그 30환을 선뜻 차장에게 내어 주었을 때부터 아

연 그늘마다 치렁치렁 저기압이 드리웠다. 그을린 육체들이 얇은 옷을 밀어젖히

마 맥이 풀리기 시작했나 보다. 내 웬 터무니없는 고집이냐? 철없는 오기(傲氣)72)

고 팽창하고, 땀받이 겨드랑에 과잉의 산이 풍성한 철이다.

냐? 산재(散財)다. 그는 정말 그 30환이 아깝다. 이런 때만은 어떤 때보다도 얼른

홍기(弘基) 오늘도 무상하오!

단념해 버려야 할 때건만, 쉽사리 그래지지를 않는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야 만다.

그는 눈뜨자마자 오늘을 짊어졌고, 그래 하루치 생존을 소화하기 위해 옷을

여느 때는 내가 척주의 신세를 진다. 그러나 이런 때는 배가 척주의 신세를 지

꿰고 나섰고 삶의 흐름을 막을 길 없어, 30환어치의 풋빵을 단념하고 오늘치의

지 않거든, 척주가 배의 신세라도 져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긴장된 뱃가죽을 의

행운에 까이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지하기라도 해야 할 게 아니냐? 말이다. 왜 이렇게 허리에 힘이 없느냐? 이렇게 힘

그의 기아(飢餓)가 오늘로 사흘째, 토요일 오후부터 오늘 월요일 아침까지의
동안 꼬깃꼬깃한 10환짜리 3장이 호주머니 속에서 붉으락푸르락 흥분을 겪어왔
다. 굶주림을 감상해 볼 신선한 취미란 있을 턱이 없었고, 대가리 커다란 놈이 어
찌 아이들 틈에 끼어 밀가루 빵을 사먹으랴 하는 자존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나가고 나면 그 꾀죄죄한 호주머니에 다시는 그것들이 들어올 길이 없
으려니 해서 그 전능의 무기를 마지막으로 해완(愛玩)한다는 배포도 없었고, 빈

이 없어서 어떻게 대가리를 지탱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수 없는 청년들이 간다. 어떤 문을 향해서 홍기가 향한 같은 문을 향해서 수많
은 젊은이들이 간다.
“나는 지금 무엇하러 가는 것일까? 무엇하러 그런 어마어마한 산재를 해가며,
저 문을 향해 가는 것일까?”
땀이 흐른다. 폭포처럼 흐른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땀이 흘러나올까! 어쩌자

주머니인 채로 길가에 죽어 나자빠진 자신의 주변 없는 송장을 상상하고 난 후

고 이렇게 줄 줄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거냐? 땀이 질컥한 손수건을 그는 쳐들었

소설 같은 기우(杞憂)를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조

다. 땀! 존귀한 땀! 이 많은 땀! 선뜻 손수건을 입에 물고 싶은 따가운 충동을 가

금씩 합해져서 이유가 되었던지는 모른다. 어쨌든 꺼내 써버리기엔 무서웠고, 두

까스로 억제하고 어색한 손짓으로 수건을 호주머니에 처넣으면서 그는 옆을 보

어 두기엔 배고픈 자아가 용서치 않는 일이었다. 그것도 하나의 해결을 보지 못

았다.

한 딜레마인 채 오늘까지.

“오래간만에 나오는군” 뒤에서 따라온 한 반 친구, 우량아다. 선민이다. 건장

홍기 오늘도 무상하오!

한 상사(上士)다.

“그렇지만 놈들! 난 놈들이 미워서라도 비굴하기보다는 굶어 죽으리라!”
72) 본문의 敖氣는 傲氣의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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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무어라 대꾸할까?

느 옛날이야기라고 해도 좋다. 아주 한가한 이야기를 그는 멋들어지게 하려는 것

“왜 어디 아파?”

이다.

“응, 좀……” 쥐어진 손이 아팠다. 도톰한 손아귀 안에

“어느 옛날에……”

아프지 않게 담겨 있는 손이건만 그래도 아팠다. 부도덕한 악수!

그 무렵 그는 늘 자신에게 불평하는 것이 일이다시피 했다. 훌륭한 고민을 하

“난 좀 천천히 가야겠어, 먼저 가지” 의젓하게 앞서가는 학우.

다가 어쩌다 발을 헛디딘 자신을 나무라는 값진 자학(自虐)이기나 한다면 슬쩍

내 손바닥에서 옮아갔을 나의 땀, 착취다. 거룩한 땀이다. 신성한 땀이다. 앞날

마음을 눙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먹고사는 데 대해 너무 주변 없는(보다 주책없

의 인류를 위해 진공병(眞空甁)에 담아 모실 존귀한 액체다! 웃음과 분노가 치밀

는) 철부지로서의 자신을 나무라자니까 불쾌하고 창피하여 실은 나무라지조차

었다. 뱃가죽이 아팠다. 그는 주머니 속에 땀에 젖은 손수건만 이를 악물면서 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었다. 좀 더 소설이 아닌 현실에 대해 성실했더라면 그

켜쥐고 있었다.

런 일이 없었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눈알의 현실에 또 앞날 닥쳐올 현실에 대해
충분한 사려와 계산을 못했다고는 할지라도, 그게 무슨 꿈을 찾는 소년처럼 현

돌로 지은 대학은 유난히 학문 냄새가 난다. 그는 무작정 구토를 느끼고 싶다.
건장하고 우량한 얼굴들, 얼굴들, 그는 무작정 분노만은 죽이고 싶다.

실을 무시하려 들었던 때문은 아니었다.
“조금만 정신 좀 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후회도 되고 한탄

만나게 될 학우들을 피해 그는 빈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은 하늘까지 솟아 뛸
듯한 숲이다. 눈부신 햇살을 피하여, 맑기만 한 여름이 그 사이를 소요(逍遙)한
다. 보기에 겨운 정렬이다. 지나치게 고요한 안식도 거기 촉촉한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것도 같았다. 그는 뺑그르 돌아서서 칠판을 향했다.

스럽기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두 군데 가정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기도 한 일이었지만 그
대로 먹고 살아나갈 수는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직업이라고 실직을 했다. 요는 성실성의 문제다. 꼬박꼬박 나갔

‘역사와 변증법’

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가지 않고, 글줄이나 쓰게 되면 문

다만 한 줄, 북 그어진 지적(智的)인 솜씨. 그는 앉았다.

밖엘 나가지 않으니까 애들 가르치러 갈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가슴속에

‘역사와 변증법’ 그는 다시 한 번 읽는다. 그러나 끝내 그것과는 마주 앉았기가

꺼림칙하게 걸리기는 했지만, 그까짓 것쯤 무조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싫다. 자, 나의 권위를 위해, 나의 굶주린 특권을 위해, 너는 무조건 없어져 버려

것이 상책이어서 안 나갔다. 웬만하면 간장하고 밥 먹고 반찬 살 돈으로 소주를

라! 망할 놈의 것! 그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교단위에 올라섰다. 지우개, 없다. 망

마셨고, 아주 취하고 싶을 때는 먹는 것쯤은 좀 더 희생해도 좋다는 심보에서 술

할 놈의... 철컥, 손수건이다. 됐다. 죽……! 단숨에 금방 있었던 한 줄의 글줄, ‘역

을 마시고 취했다. 떨어진 운동화는 신더라도 좋은 영화라면 보고 싶었다. 등등

사와 변증법’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의 이마에서 솟아난 땀이 기다랗게

그의 육체는 온통 불(不)경제한 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받는

무덤처럼 가로 그어져 있는 것뿐이었다. 맑은 숲, 타오르는 여름도 있고, 찬란한

돈은 자꾸 날아가고, 아이들은 실컷 기다리다가 욕들을 하고 돌아가서, 그 이튿

태양도 있고…… 여기 방안에 검은 칠판 위의 한줄 글이 영원히 사라지고 그 위에

날 대개 심사가 꼬인 낯으로 대드니 미안도 한두 번이지 말발도 서지 않는 데다

존귀한 액체가 무덤처럼, 길게 적셔져 있고, 또 홍기가 섰고……

어느 때는 술 냄새까지 풍기며 앉을 때가 이따금 있으니 자못 노여울 만도 할 일

그는 다시 맨 뒤에 있는 의자에 가 앉았다. 차츰 졸음이 오는 것 같았다. 눈까

이었고, 하여 그들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다 달아나 버렸다. 사실은 돈이 없다는

풀이 무겁고 무슨 산처럼 독한 액체가 회충마냥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것도 핑계가 아니다. 그 말 앞에‘너 따위에게 줄’을 붙이고 보면 분명한 해명이 된

도 의식은 터질 듯이 긴장 되고…… 분명 졸음이 오는가 보다.

다. 그는 배시시 웃으면서 허허 탄식!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마치 한 개의 이야기를 적듯이 순서를 밟아 알기 쉽
게 효과를 노리며 꿈을 설계하는 것이다.

질(선생질도 못 되지만)이 늙는 것인지,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단순한

어느 교장(敎場)에서 많은 배우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가 이야기를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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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도 없는 그가 이때 현실에서 밀려 나갈 것이야 뻔하지 않은가?

할 나위 없이 아는 터이고 해서 이야기는 거침없이 진전되었다……

이러던 중 그가 기독교 X서회를 찾아 갔던 것은 전혀 주인아주머니의 주선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인제 수고 좀 해 주식시오. 에, 또, 그런데 저 번역하실 책

서였다. 조카사위가 된다는 유력한 목사의 소개장을 얻어주면서, 한번 힘껏 해보

에 대해서는 아직 조 선생이 안 나오셨는데 저, 총무를 맡아 보시는 조 선생이 나

라고 말하던 아주머니가 애당초부터 그렇게 달갑기만하고 고맙기만 한 것이 아

오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오후에라야 나오실 겁니다.

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방세를 받아 낼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좀 기다리시든지 바쁘시면 일 보시고 오후에 한 번 들려주시든지……”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추잡하고 옹졸한 오해, 그러나 아주머니의 동정을 받기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몇 시쯤이나 나오시나요?”

싫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가끔 이야기 하다가 홍기 부모의 이야기가 나왔다. 눈

“한, 3시경, 아마 2시 반쯤 해서는 나오실 것입니다.”

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부모가 어찌 객지에서 굶주리는 자식을 모른 척할 수 있

“그럼 나갔다가 이따 들르죠.”

겠느냐는 말투였다. 물론 수다스러움에 탓은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다스러

“예, 그러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늦어도 3시쯤엔 나올 겁니다.”

움이란 아주머니의 것이지 홍기의 것은 아니다. 또 모른 척을 하던지, 아는 척을

이렇게 결말을 지음으로써 제1차 회담은 끝났다. 그는 다시 싸늘한 거리로 뛰

못 하던 간에, 그건 그만 치워두고서라도, 오십에 가깝도록 자식 하나 낳아보지

쳐나왔다. 일이 너무 순조로운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번역만 하

못하고 고스란히 늙어온 메마른 아낙네에게서도 무슨 도스토예프스키의 이해를

게 된다면야 해보고는 제길 웬 주책이야 하고 혼자 씩 웃었다.

바라랴 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무뚝뚝하기만 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까? 걸으면서 생각을 하자. 두 가지 것, 하나는 거

그것이 오늘의 이 아주머니의 호의를 달갑게만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되

기에서 본 어느 청년, 두툼한 양서하고 원고지를 한 보따리 들고서 자못 호기있

지 못한다. 오직 순성스런 하느님의 딸이었기에 사람인 홍기에게 베풀어 주는 은

게 나가던 어느 신학교 학생일 법한 청년이다. 초라하긴 했지만, 넥타이 까지 맸

혜라고 생각하고, 또 당장 밥벌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으니 확실히 홍기 보다는 주변이 나은 수완가임에 틀림없고, 또 그러나 그것은

그는 기독교 X서희의 문을 두드렸었다.

재미가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사람들은 외투 속에 들어 있던 철이었다. 그는 그래도 제법 용

그까짓 여드름 좀 난 신학생이 번역할 걸 맡아 가지고 가더라는 것이, 지금의

기를 내어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거리를 헤치고 도심 지대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홍기에게야 신기하게 보일 것이 못 되는 일, 그거보다도 둘째 생각을 하기로 하

들어섰다. 커다란 오일 스토브가 우선 화끈하게 그를 맞아 주었고, 뒤이어 댓 사

자. 그것도 역시 사무실에서 본 여자, 나이는 스물셋쯤, 얄팍한 살결과 부드러운

람의 눈초리가 일시에 그를 향했었다. 자 시작이다. 정신 차려라. 소개장의 겉봉

머릿결, 해맑게 뾰족한 턱 테이블 밑으로 빠져나온 기름하게 뻗은 다리, 미스거나

을 보이고 그는 곧 책 따위를 수북하게 쌓아 놓은 테이블 앞에 자리 잡은 준수한

미세스거나 박가거나 김가거나 하여튼 그런 한 여자가, 말하자면 하나의 묘령의

젊은 신사 앞에 가서 섰다. 여러 말을 하기도 쑥스러운 터, 잠자코, 이것 좀……

여성이 있었다. 여기에 홍기는 그 여자와 자기와의 어떤 기막힌 로맨스를 구성하

하고 소개장을 내밀고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신사의 단려한 용모를 뜯어보기로

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루한 몇 시간 동안에 밉지 않게 보일 뿐 아니라 귀엽기도

했다. 알맞게 네모난 두개골에 붙은 가죽과 털로 된 인자한 얼굴! 전혀 동물의 것

했던 그 여자와 더불어 1천리를 비약하여 하나의 소설 속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이 아닌 기운까지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눈알은 안경 속에

등장시키고, 그 상대역은 그 여자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세 시간 동안 연극은

들어 있기 망정이지 몹시 사납고 거센 빛이 있었다. ‘법의 눈’이라 해 두자, 아따

휘몰아치는 격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끝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렇지만 온 몸뚱이가 다 사납고 거세었던 ‘삼손’도 하나님의 효자였으렷다.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윤 목사님한테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 목
사님을 만나셨습니까?”

나가 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후딱 홍기는 현실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파출소의
시계가 세시, 됐다. 흔히 너무 일찍 가면 사람을 얕잡아 보거든.
드디어 그는 ‘조 선생’을 만났다. 턱 언저리에 수염터가 새파랗고, 코가 좀 뼁코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호랑이 눈’씨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상

가 되었고, 아랫입술이 뾰죽 나오고 대학 강사 타입이었다. 성급하게 말하는 평

담은 오고 갔다. 주인아주머니의 수다 덕분에 윤 목사라는 분의 주변(周邊)은 더

양 말에 유난히 인정까지 느끼는 자신이 홍기는 아무래도 불안했다.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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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같은 타입의 사람인 자기에게 이분들이 이렇게 점잖게 친절하게 대해 주

씨가 없었다.

는 그 관대함은 아무래도 관대 그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조 선생은 몹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가 원고를 내놓으니까 조 선생은 자못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분명 어떤 오해가 개재하는 것이었다. 어디인가 이 삶의 한

놀라운 표정으로 받아 들며 ‘아주(수태) 속히 하셨습니다래.’ 했다. 그들은 푹신

토막의 운행 가운데 오산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나 그것

한 소파에 파묻히어 그전보다는 좀 더 친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은 구태여 따져볼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홍기는 일거리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

“그래, 윤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나가십니까?”

들은 홍기라는 노동자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면 피차의 도의(道義)는 거기서 완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걸요.”

결이다.

“그럼 어떻게…….”

어쨌든 그는 차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날은, 책이 자기 집
에 있으니 내일 가져오겠으며 수고스러워도 한 번만 더 나와 달라는 뜻의 정중한
부탁을 마지막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아주머니도 반갑다고 했고, 주
인아저씨도 잘 됐다고 했다. 그래 그날 밤은 푹 편안히 잠잘 수도 있었다.
이튿날 그는 다시 나갔다. 그래서 책을 받았다. 두툼한 종교 소설이었다.
“이 다음 달 치부터 잡지에 연재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시일이 바쁘니까 제1장,
챕터 원 만 해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친척이 됩니다.” 아차!
“호…… 친척이 되세요? 어떻게요? 윤 목사님켠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
켠으로요?”
“사모님 편으로죠”
“어떻게요! 윤 목사님하고는 물론 가까운 사이지만, 그 사모님하고 제 안 사람
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사이지요. 그래 여쭈어 보는 겁
니다.”

흠, 테스트로구나.

“아 그러세요? 그러면 평양서 신학교 다니실 때였겠군요.” 그가 이렇게 거침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사(臺詞)를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아주머니의 수다스러움의 덕분이

“내일 가져다주실 수 있으시겠죠?”

다.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에, 저의 고모님, 오촌 고모님이죠. 사촌 시누이가

“네, 요샌 뭐 시험기도 지나고…… 내일이면 충분합니다.”

됩니다.”

“뭐, 이거 1장만하시라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음 달 치 잡지편집이 모레
끝나기 때문에 우선 1회분만이라도 해주셔야 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요리조리 따져 놓고 본 즉, 그는 성조차 갈아야 하게 되었다.
즉, O의대 학장 유성균씨가 있고, 그 분에게 아우님이 두 분이 있다. 그 가운에

변명은 무슨. 도무지 이 근거 없는 겸손과 완곡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한 분 이홍기의 주인아저씨이고, 또 그 아저씨의 형님, 즉 유성균 씨의 사촌 누이

“네, 잘 알겠습니다.”

동생 (결국 결과는 같다.) 가운데 한 분이 윤 목사님의 부인인 것이다. 그런데 주

그는 이튿날 번역을 해가지고 갔다. 원고지가 꼭 삼십 장이었다. 테스트니라

인아주머니는 홍기의 오촌 고모로 작정했기 때문에, 불가불 홍기의 아버지는 이

생각은 하면서도 원고료의 계산은 잊지 않고 속셈으로 따지고 있었고, 전날 밤에

아주머니의 오빠가 되던지, 동생이 되든지 하는 것이고, 한편 ‘조 선생’ 편에서 본

번역을 하면서도, 뒤에 와서 어깨 너머로 원고지를 읽으면서 ‘꼭 우리나라 소설을

다면, 홍기의 고모의 사촌 시누이, 다시 말하자면 홍기의 고모부의 형님이 의대

읽는 것 같아’ 하고 연달아 찬탄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이 책을 다 번역하면 원고

학장님의 사촌 누이 (곧 윤 목사 부인이다)의 절친한 친구를 아내로 가졌고, 그

료가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아주머니 치마 한 감 끊어 들이겠소, 라

남편을 친구이자 선배로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조 선생’과 홍기도 서로

고 하기까지 했다. 아주머니야 홍기가 기독교가 아닌 것만 빼놓고는 무작정 홍기

알면 알만한 사이가 되고 만 것이었다.

찬성파였기 때문에, 주고받고, 한참 흥성한 짝짜꿍이 벌어지기까지 했었다.
그날은 ‘조 선생’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 ‘호랑이 눈’ 씨와 더불어 원고는 곧

홍기야말로 이 가계도(家系圖)를 전개시키기에 (불쑥 ‘친척’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던 탓으로) 진땀을 뺐다. 정말 이마에서는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얼굴

편집에 넘기기로 하고, 다시 제 2장을 번역하기 위해 책을 끼고 돌아왔다 그다음

은 확확 달아올랐는데, 다행히 ‘조 선생’은 그의 얼굴을 별로 보지 않고 있었고,

날, 그는 또 제2장을 번역해가지고 갔다. 이번에는 조 선생은 있는데 ‘호랑이 눈’

오일 난로가 너무 덥다고 들, 모두 그랬기 때문에 미안이 좀 덜 했다면 덜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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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어쨌든 ‘조 선생’은 계속 감탄했고 새삼스러이 태도를 바꾸어 이야기를 하
기 시작했다.

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말리라 하는 것이었다. 애당초 무슨 이득이 있어서 거
짓말을 늘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이 저질러졌다면 이미 저질러진 일,

“사실, 솔직한 말씀이 여태 선생님의 원고를 다 읽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긴

애써 맘먹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제가 읽는다는 것은 편집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편집위원들이 따로 있

그 이튿날엔 이 선생은 있는데 조 선생이 없었다. 그리고 이 선생은 조 선생이

으니까…… 더구나 그러신 사이라면 잘들 봐줄 겁니다. 에…… 그리고 좀 딴 이야

꼭 할 말이 있을 것이란 말을 했다. 그래 할 수 없이 종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나

기지만, 인제 그런 상업적인 거래관계랄까, 그런 것에서 좀 떠나서 피차 알만한

와 버리고 말았는데, 용케도 길에서 조 선생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그러나 조 선

처지니까 좀 자주 만날 기회라도 가져서 서로 이야기라도 하고 지냅시다. 말하자

생은 화급한 볼 일이 있다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내일 다섯 시쯤 사무실에서

면 좀 인간적인 접촉을 가지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다.

지는데, 그런 상업적인, 이거 이런 말이 합당치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이튿날, 다섯 시에 그는 또 거기엘 갔다. 그러나 이 선생만 있을 뿐, 조 선생

동기에서 만나고 그 문제가 끝나버리면 그냥 헤어지고, 한다는 게 거 얼마나 슬

은 없었다. 여섯 시가 지나 일곱 시가 되어, 모두들 그에게 달갑지 않다는 시선을

픈 일입니까?”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총무를 맡아 보기 때문에 내

보내며 퇴근 준비를 하도록까지 조 선생은 그림자도 안보였고, 이 선생은 그때

주고받고 하는 것만이 직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생

인자한 걱정을 해주었다. 그는 견디다 못해 이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

님과 인간적인 접촉 운운한 것으로 해서 선생님에게 대한 제 할 일을 게을리 하
겠다든가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 하, 하…….” 하고 웃었다.

“결국 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나 총책임자이신 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
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는 제 원고의 채택 여부인데, 요전에 해 온 것은 하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십시
오.” 하고 홍기는 대답했다.

나의 테스트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고, 선생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책 한 권을 맡겨 주시느냐, 맡기어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후 문제입니다. 그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많이 합니까?” 하고 그는 또 물었다.

러니까 가부만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피차에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일은

“대개 학생들이 하는데 소개받아서도 하고, 또 이 선생(‘호랑이 눈’씨이다.)이

별로 유쾌한 일도 아니구요.”

문학을 좋아해서 무슨 그룹이라 할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네, 근데 조 선생이 이야기 할 것이 있겠는데…… 결국 말씀드리자면 사정은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토론은 주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하는데

이렇습니다. 편집 위원회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매달 29일에 열리게 됩니다.

대개 그 학생들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

그러니까 사흘 남았지요. 그래 그 때에 모든 원고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

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와 직접 접촉을 많이 갖는 사람을

다. 그러니 제가 책임자라고는 하더라도 어떻게 단독으로 제가 좋다든지 해서 결

먼저 생각하게 되지 좀 재능이 났다든지 또는 권위 있는 분의 소개를 받았다든지

정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29일이 지나야만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해서 생소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느냐는 말과, 그런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교우

가 있겠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오, 사정이 그러니 어떻게

(交友)관계도 좀 넓힐 겸, 또 어떤 귀한 단계가 되어 줄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니,

합니까? 괜히 다니시게만 해서…… 뭐”

몇 가지 점으로 보아 ‘이 선생’의 그 그룹과 접촉을 가지는 것이 해롭지 않으리라

자, 말은 잘했는데 왜 진즉에 말하여 주지 못했을까……. 제길.

는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주소를 적어 놓고 가시면 29일이 지난 다음에 가

거짓말 한 마디로 인한 시련기(詩練期)는 지났지만, 그래 땀도 거두었지만, 이
야릇하고도 복선(伏線)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내기도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 그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결국 이튿날 다시 와서 ‘이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그날은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한 가지 꺼림

부간 서신으로나 인편으로나 곧 틀림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꾸 오시라고 하
기도 안됐고…….”
홍기는 최후까지 굴복했다. 억지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주소까지 적어
놓고 노리티한 미소를 던지며 정중한 인사를 하고 고요한 사무실을 퇴거했다. 그

칙한 것은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 – 윤 목사와 친척이라는 거짓말 – 이 탄로가 난

러나 그는 단념한 것은 아니었다. 제법 흉하지 않게 희망이라는 것을 매만져,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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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뒤 29일이 지난 다음의 어느 날짜에다 걸어 놓을 줄을 아는 철이 다 난 그였다.

그래 그는 웃음을 웃었다. 홍기라는 사람의 옹졸로서는 도저히 알지 못한 어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보름이 넘도록 그는 아무런 통지도 받지를 못했다. 그

떤 사유가 있었던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을 발견해내려 든다는 것

는 물론, 주인아주머니도 풀이 죽었고 그렇게 수다를 떨던 것도 깨끗이 치워 버

은 너무나 애달픈 관대이기에 그것은 아예 집어치워 버렸다. 그러고서 마음을 꾹

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했다. 홍기는 혼자 분했다. 이젠 죽으면

눌러 먹고 웃어 보는 것이다.

죽었지 다시 거기에 고개를 내밀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날로 줄어 가는 쌀

그래서 웃음을 웃은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방구석에 쌀자루를 보았다. 금시

자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거기를 찾아갈 때, 그것을 생애를 건 생

웃음은 사라져 버렸다. 웃음과, 쌀자루와, 그리고 배가 고팠다. 웃음과 쌀자루

활방도로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와. 그리고 일어서야 했다. 그의 수명은 그 쌀자루의 수명보다는 길 것이었다. 그

을 잃은 것이 생애를 잃은 것이어서, 그가 두 손을 맞잡고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니

더 긴 만큼의 수명을 위해 저 쌀자루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정치(精緻)하고도 쓸

었다. 당장은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무료히 밥을 먹고 무료히 앉

모 있는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

았기가 싫어서 혼자 그들을 나무라보는 작전(作戰)을 개시했다.

고 자도 없고 제도기는 더구나 없었다. 모두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랐다. 아까

그러나 그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가 우연의 실책으로 조작해 놓은 어마어

의 웃음이 그것들을 집어삼키었는지도 몰랐다. 그랬다. 그 아까의 웃은 정말로

마한 거짓말이 탄로 났다면 그가 설사 천하가 다 놀랄만한 붓대를 휘두르는 재

그 설계도를 위해서는 눈곱만큼도 관계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주를 가지고 있대도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그

것들을 모두 정말로 삼켜 버렸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는 교인이 아니면서 교인인 척 했다. 그것보다도 교인이 아닌 체를 하지 않았고,

서 웃음은 웃었던가? 무엇 때문에 그까짓 웃음을 한번 웃어 보기 위해 그렇게 바

교인이 아니지 않은 체를 하려 들었다. 이것이 근본적인 사건의 ‘오해’요 삶의 운

득바득 애를 썼던가? 웃음과 쌀자루와 수명과 설계도와…….

행 가운데 하나의 ‘오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일은 틀리게

그러나 그의 삶은 웃음이라는 개가(凱歌)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마련이다. 또 하나 그에게는 도무지 남의 글을 번역해 낼만한 능력이 없었던 탓

웃음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잡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

이었는지도 모른다. 만 사람이 다 그를 칭찬 한 대도 그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그

번 분했다. 그리고 쌀자루를 위해 자신의 수명을 위해 그는 일어서야 했다. 무척

만인데, 하물며 이름 없는 대학생인 그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물러서기

이나 필요하기도 했던 하나의 어마어마한 결의(決意), ‘너희들은 나쁘다. 자, 내

는 싫다. 물러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나의 굳건한 방축(防築)을 자신과, 자신

칼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달라! 악한 너희들과, 더 악한 나와, 쌀자루와

을 배반하는 또 하나의 자신 사이에 쌓아 놓고 배반하는 자신을 쳐 없애야 했다.

굶주림과…….’ 이제서 책 한 권을 맡겨 준대도 도저히 번역할, 마음은 생겨나지

그렇게 그는 철두철미하게 저속했다. 그래서 그는 무료히 밥을 먹고 무료히 앉아

않을 것이고, 숫한 생명들이 헛디딘 삶의 바탕을 꽉 디디어 볼 불길 같은 욕망도

있지 않으며 합네 하고 기어코 그들을 혼내는 깃발을 들고야 말았다.

없어 무딘 식칼을 움켜쥐고 가냘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고 얄팍한 한숨을 내

백보를 양보한다 치자.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놈, 무식한 놈이라고 하자. 악마
와도 같은 자를 벌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몰고 다니다가 말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밀어치워 놓는다는 것은 악덕이다. 욕을 하던지, 욕이 하기 싫으면 조건을 내세
우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다만 간단하게 굿바이 쯤은 말해 주었어야 할 일

어 쉬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하나의 슬픈 포즈! 웃음과 쌀자루와, 설계도와
그리고 칼과 파란 핏줄과 한 숨과…….
“…… 이렇게 해서 그의 쌀자루보다 더 긴 수명은 쌀자루 없이 하루하루 연장
되어 갔다.” 그는 긴 이야기를 여기에서 문질러 버리는 것이었다.

이다. 왜 통지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서 그 약속을 어기는가 말이다. 거짓말하는

“그럼 도대체 결론은 뭐야? 응? 결론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말야?”

자에게는 거짓말로 벌을 내리라는 법은 세상 아무 데에도 없다. 그런데 뭐냐? 더

그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명랑한 어린 대학생들이 한때 왁자지껄 강의실 안으

구나 그는 사뭇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힘차게 외치는 것이다.
나는 패배자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이 가장 미워하는 악덕을 발

로 들어오고 있었다.
“결론은 없지 뭐야” 아주 애먼 목소리로 제일 나이가 적어 보이는 학생이 말했

견했기 때문에 나늪 배자라도 좋다. 승리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것이다. 보라!

다. - 그렇지 결론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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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 하…….” 웃음, 저렇게 영롱한 웃음, 삶의 변두리까지라도 울려나갈 수
있는 저렇게 영롱한 웃음도 있다.
싸늘한 기아가 그의 온몸을 뒤틀어 대는 것 같았다. 그는 일어섰다. ‘역사와 변
증법’ 그는 기억력을 탓하고 칠판을 훑어보았다. 어슴푸레 긴 자국이 역시 무덤
처럼 엄숙한 침묵을 지니고 칠판 위엔 가로 그어져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무 것한테 쫓김을 당하지도 않으면서 학문을
등지고 돌로 지은 학교 밖을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로부터 나가는 입은
커다란 돌(石) 아가리처럼 벌어져 있었다. 푸른 고독이 서린 발자국 소리를 내며
그는 돌아가리를 나선다. 기아(飢餓)가 휩쓴다. 그러나 밖엔 여전히 밝은 여름이
빛나고 있었고, 태양은 엄숙하게 작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는 수없이 나
가고 들어오는 교우(敎友)들 틈에서 무의미한 귀로(歸路)에 오르며 중얼거린 것
이다.
“홍기 여전히 무상(無常)하오.” <끝>

편집후기(編輯後記)

장병 여러분에게 삼가 신년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내일(來日)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
아갈 탄탄한 새 길을 닦기 위한 건투(健鬪)를 빈다.
편집자가 가장 마음 아플 때 가운데 하나가 편집을 마치고 이 ‘편집후기’를 쓸 때이다. 그
것은 언제나 만족스럽게 책을 만들지 못했고, 이 책이 장병 앞에 나갔을 때 독자 여러분의
부족감을 예상하고 난 뒤의 한탄과 죄송스러운 느낌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좀 더 애써서,
한 해를 보내는 마당에 귀한 벗이 될 수 있는 ‘송년호’를 보내드리려고 했었다. 그래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으나 불행히도 송년호가 독자 여러 장병 앞에 나가기 전에 해는 저물
고 새해가 밝아 버렸다. 이것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애석히 생각해 마지않는 바다.
그래 이번엔 송구(送舊)와 영신(迎新)을 겸하여 ‘회고와 전망’이라는 특집란을 마련해 보
았다. 늦으나마 반갑게 읽어주신다면 편집자의 영광이겠다.
편집계(編輯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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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메 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겸편집인(發行兼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소상영(蘇尙永)
인쇄처(印刷處): 공군교재창(空軍敎材廠)

인쇄인(印刷人): 공군대령(空軍大領) 김석환(金石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