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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참모총장이 동 비행대 조종사들과 악수를 교환하는 장면

		 茨城 → 이바라키(茨城)

然이나 → 그러나

		 橫須賀 → 요코스카(橫須賀)

此(에) → 이(에)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등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3000명 → 3,000명

		 目黑 → 메구로(目黑)

등등

		 昭和 → 소와(昭和)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

		 나포레옹 → 나폴레옹

국, 일본 제외).

		 나폴레온 → 나폴레옹

◆ 나라이름

		 에밀·솔라 → 에밀·졸라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트루만 → 트루먼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스타―린 → 스탈린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처어칠 → 처칠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꾀에테 → 괴테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등등

		 모스코봐 → 모스크바

◆ 지명

		 베르링 → 베를린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오랭캐 → 오랑캐

		 헝가리이 → 헝가리

		 왔오 → 왔소

		 불가리야 → 불가리아

		 마조 → 마주

		 토이기 → 터키

		 발르고 → 바르고

		 포올랜드 → 폴란드

		 무우 → 무

		 등등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미룰려 → 미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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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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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메트 제41호 목차(目次)

		 테이불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목차(目次)·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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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미니크 도(島)의 풍물(風物)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폴 고갱

화보(畵報)
◇ 하늘의 제전(祭典)
◇ 이런 일 저런 일
◇ 제7항로보안단(第七航路保安團) 단기(團旗) 수여식(授與式)
<권두언(卷頭言)> 송구영신(送舊迎新)

소상영(蘇尙永)

2

군(軍)의 효과적(效果的) 관리운영(管理運營)
공군(空軍)이 당면(當面)하고 있는 제문제(諸問題)
정병(精兵)을 위(爲)하여
방첩(防諜)과 국토통일(國土統一)

이규성(李圭星)
이복현(李福鉉)
이영석(李永錫)
이무재(李武宰)

10
19
24
30

특집(特輯) 한국(韓國)의 현실(現實)과 전망(展望)
통일(統一)에의 노력(努力)과 분단(分斷)의 비극(悲劇)
1959년도 한국통일문제(韓國統一問題)의 회고(回顧)
외국원조(外國援助)와 한국경제(韓國經濟)
한국(韓國)의 현실(現實)과 역사철학(歷史哲學)

장택상(張澤相)
오종식(吳宗植)
고승제(高承濟)
최재희(崔載喜)

80
86
92
94

금강산(金剛山)에 노던 생각 <화(畵)·문(文)>
동남아(東南亞)와 구미여행(歐美旅行) 여담(餘談) <기행(紀行)>

고희동(高羲東)
오재경(吳在璟)

7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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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
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

전후(戰後)의 세계사(世界史)
민석홍(閔錫泓) 117
- 미소(美蘇)의

국제무대(國際舞臺) 주역(主役)으로서의 진출(進出)과
미래(未來)의 평화(平和)에의 길 -

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동양(東洋)의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최문환(崔文煥)

42

수필(隨筆)·수상(隨想)
서구인(西歐人)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싸움
사랑이 고파
서울의 설
크리스마스카드

조의설(趙義卨)
이건호(李建鎬)
권순영(權純永)
권오순(權五淳)
김요섭

107
109
110
112
114

군축(軍縮)은 세계평화(世界平和)에의 길인가
김창순(金昌順)
- 군축론(軍縮論)의 현 단계(現段階)와 평화(平和)에의 전망(展望) -

4

만화(漫畵)
동심(童心)의 크리스마스
굿바이 1959
공중사제(空中四題)

신동헌(申東憲) 134
김경언(金庚彦) 138
정운경(鄭雲耕) 136

미국(美國)의 연방정부(聯邦政府)와 주정부(州政府)의 권한(權限)

이상조(李相助)

48

영국(英國) 보수당(保守黨) 집권(執權)의 역사(歷史)
한태수(韓太壽)
-당(黨)의 지도자(指導者)와 중요정책(重要政策)을 중심(中心)으로-

54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재검토(再檢討)
조종사(操縱士)의 구명문제(救命問題)
대형항공기(大型航空機)의 발달(發達)과 장래(將來)
비행고도(飛行高度)의 연구(硏究)
미사일 Missile 유도법(誘導法)
시원(詩苑)
송년음(送年吟)
서가(書架)
알리바이

구범모(具範謨)1) 102
플라잉 지(誌)에서
외지(外誌)에서
유진 F. 팀페
이양명(李陽明)

150
154
160
140

서정주(徐廷柱)
박목월(朴木月)
유정(柳呈)

60
62
64

1) 목차에는 模로 되어 있고 원문에는 謨로 되어 있으나 謨가 맞는 것으로 보임.

조광조(趙光祖)의 생애(生涯)와 그 시책(施策)
서울시(市) 교육(敎育)의 현실(現實)과 전망(展望)

유홍렬(柳洪烈) 123
김영훈(金泳薰) 74

전쟁시(戰爭詩) 감상(鑑賞)
-1차대전(一次大戰) 당시(當時)의 전쟁시인군(戰爭詩人群)-

문경성(文景聲) 130

세계(世界)의 음악(音樂)
교향곡(交響曲) 발달소사(發達小史)

이호로(李胡露) 164
랠프 힐 171

소설(小說)
감이 익는 오후(午後)
정비원(整備員)
탈출(脫出)

손소희(孫素熙) 178
송기동(宋基東) 188
최상규(崔翔圭) 196

명작(名作) 서양화(西洋畵)

거울 앞의 여인(女人)
파블로 피카소2)(1881~1973)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도미니크 도(島)의 풍물(風物)
폴 고갱(Paul Gauguin) 작(作)
폴 고갱은 1848년 6월에 파리에서 출생했다. 유년시대를 남미의 페루에서 지
내고 선원, 은행원 등 파란 많은 생활을 하면서 도락적(道樂的)으로 그림을 그리
다가 피사로3)를 알게 되어 그의 화풍을 배웠다. 1883년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예술에 전념해 일부로부터 천재가 인정되었으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빈궁하여
그는 처자를 처가에 맡기고 파리를 떠나 브르타뉴, 서인도제도 등으로 전전하다
가 1891년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그는 남양(南洋)[남태평
양]의 원시적 풍토 가운데서 쾌적한 표현의 경지(境地)를 발견하고, 회화와 조각
에 전념했다. 1893년 파리에 돌아왔으나 1895년에 다시 영주(永住)를 결심하고
타히티에 갔다가 1901년에는 도미니크 섬으로 건너가서 1903년 이 섬에서 55세
로 그의 생애를 마쳤는데 그의 파란만장의 운명은 한 권의 책이 되고도 남는다.
이 그림은 1902년 작으로 열국(熱國)의 풍물이긴 하지만 인상파의 화려한 색광
의 분해를 하지 않고 정서화(情緖化)된 색으로 통일함으로써, 감각 만능의 사실
대신에 그의 소위 사상에 의한 단순화와 장식적 포치(布置)를 탐구해 원시적인
범신론(汎神論) 정조(情操)와 한고(閑古)한 영구감(永久感)에 충만되어 있다.

2) Pablo Ruiz Picasso

3) Camille Pissaro

건군11주년(建軍11周年) 국군(國軍)의 날 기념(記念)

하늘의 제전(祭典)

↓능
 숙한 우리 조종사의 묘기를 관람하시는 
이(李) 대통령 각하 내외분

↑대
 지공격(對地攻擊)에 명중염상(命中炎上)하는
지상의 가상 적

특수비행하는 T-33제트기 편대

이런 일

↓이
 임하는 미 6146고문단장 캘리 대령에게 
김(金) 참모총장 기념품을 증정(9. 16)

저런 일

↓대
 한결핵협회에서 
한국공군에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10. 27)

↑미
 국방장관 매켈로이 씨 내한 10전투비행단을 시찰
(9. 29)

↑공
 군중앙도서관 개관 테이프를 끊는 
김(金) 참모총장(11. 3)
← 공군
 장병을 대표해 정훈감 소 蘇( 대
) 령이 
한국보육원 韓(國保育園 에) 성금을 기탁 (7. 31)

← 한국
 정전위원회
신임인사차 김 金(
군 수석대표 매덕스 공군소장
UN
참
) 모총장을 예방 (10. 22)

← 신 申( 참
) 모부장 국군체육선수단 
인솔하고 로마 향해 출발 (10. 16)

← 자유중국 공군에서 한국공군에 
의연품 義( 捐品 을) 전달 (10. 27)

↓자
 유중국 국방대학 참모 일행 
내한 인사차 김(金) 참모총장을 
예방 (10. □)

→미
 상원의원 스테니스 씨 일행 
10전투비행단을 시찰(9. 23)



제7항로보안단 단기수여식
=K-2기지에서 성거(盛擧)=

코메트
THE COMET
← 새로 제정된 단기(團旗)

→김
 (金) 참모총장으로부터 
단기가 단장 홍윤범(洪允範) 
대령에게 수여되었다.

제41호
↑식
 전에서 훈시하시는 김(金) 참모총장

<권두언(卷頭言)>

을 것이다.

송구영신(送舊迎新)

이렇듯 우리는 혁혁(赫赫)한 발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공중 우월이란 당대 군
사(軍事) 사조(思潮)의 당연한 귀결로서 국토방위에 임한 우리 공군이 갖추어야

정훈감(政訓監) 소상영(蘇尙永)

지구의 공전(公轉)은 물리현상이나 ‘시간의 흐름’은 감각을 초월한 초물리현
상이라고 하지만, 의례(依例)히 세모(歲暮)가 되고 보면, 시각을 통한 모든 색채와
움직임 속에서 송년의 정취를 느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듯
한 현실감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모의 감흥 속에서 또 하나의 연륜을 가산하면서 기해년
(己亥年)을 보내고 경자년(庚子年)을 맞으려는 송구영신의 인간사를 되풀이하려
는 것이다.
연륜이 하나씩 늘 때마다 어린 수목이 살이 찌고 공간에서의 그 위용을 갖추어
가듯이 우리 공군도 또한 춘풍추우(春風秋雨), 성상(星霜)을 거듭함에 따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명실 공히 현대적 전술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지난 1년을 회고할 때 각급 일선 비행대대에서 3,000시간의 무사고 비행기록
을 수립하여 영예로운 비행안전 상패를 수여받은 일은 일취월장(日就月將) 빛나
는 발전을 거듭하는 공군의 전투기술을 입증하는 것이요, 지난 4월 26일 우방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극동지역 전(全) 공군사격대회에서 우리
공군이 참가 각국의 공군을 물리치고 최우수의 성적을 획득하여 민주 우방으로
부터의 절찬을 받은 사실은 이를 방증(傍證)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7월 15일 오산(烏山)기지에서 대공경보관제기구를 미 공군으로부
터 인수한 것은 한국영공의 경보관제권을 전면적으로 인수하여 우리의 하늘을
우리만의 눈과 귀로서 방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9월 15일 수도 주변에 또 하나
의 전투비행단이 대통령 각하로부터 단기(團旗) 친수(親授)로서 정식으로 발족한

할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진일보했다.
생각건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그늘에는 항시 형극(荊棘)의 길이 수반되는 것
이려니와 우리는 지난 1년간 건군 10년사에 아로새겨진 공군의 전통을 계승하여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헌신한 보답으로서 위와 같은 영예를 얻게 되었음을 기뻐
해 마지않는 바이다.
한편 위와 같은 업적을 생각하며 기쁨을 나누면서도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
은 지난 1년간 과연 찬란한 업적만이 있었으며, 어떠한 과오(過誤)나 오점(汚點)
이 뿌리 깊이 남아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좌하여 민족적 양식에 또는 군인으로서, ‘나’라는 인간으로서의 양심
의 거울에 자신을 노출시켜 똑바로 응시해봐야 한다. 이는 오류와 추악(醜惡)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방법이며, 향상발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
할 것이다.
그릇된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흑백청탁(黑白淸濁)은 분명히 식별되어야 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 아래 수치스럽고 지탄받을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
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거두어 놓은 업적을 건설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또 새로운 업적을 그 위에 쌓으려고 노력하는 데서만 가는 해를 회고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용공(容共) 일본의 망동으로 겨
레의 분노와 원한이 가실 줄 모르는 가운데 저물어져 가는 기해년을 보내면서 소
회(所懷)의 일단(一端)을 엮어보았다.

사실과 더불어 창군 이래 우리의 누년(屢年)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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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軍縮)은 세계평화(世界平和)에의 길인가

군축론(軍縮論)의 현 단계(現段階)와 평화(平和)에의 전망(展望)

김창순(金昌順)

간략(簡略)한 회고(回顧)

화의 속성과도 같아서 평화와 군축은 분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다만 정책론 치중의 현실적 조건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피차의 입장 때
문에 평화와 군축의 불가분리(不可分離) 관계가 원칙적인 궤도에서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고통인 줄 안다.

지나간 일이지만 1922년 제네바 회의4) 때 레닌 정권의 대표

가 돌연히 군축안(軍縮案)을 내걸고 한 손에 평화 한 손에 군
축을 팔았던 사실은 상기해 볼 만한 일이다.
그때로부터 소련은 1931년에 이르기까지 제네바 회의 때 제안했던 군축론 원
칙을 계속 부단히 제청(提請)하고 있었지만 실지 행동은 발광적인 군확(軍擴)의
지속이었다.
그렇다면 소련이 일삼는 집요한 평화 제창이라든가 또는 군비철폐, 군축 제
(諸)원칙이란 도대체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군비철폐, 군비축소를 내걸고 그 배후에서 거창한 군사집단의 육성, 발광적인
군비확장을 일삼았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군축을 논하는 자리에서
는 망각할 수 없는 여비적(餘備的) 지식이어야 한다.
그 다음은 2차 대전 후의 일로 미국이 원자무기를 독점하고 있을 당시에 미국
이 솔선해 핵 생산의 통제와 보유를 국제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을 때 소
련이 그것을 반대한 사실이다.
세계에서 원자무기를 독점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미국이 원자물(原子物) 생산
수단을 모든 인류를 위해 유엔 관할 아래 둘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그 계획에
는 원자무기의 제조가 중지도리 것과 원자력은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될 것
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소련은 무엇 때문에 미국의 그와 같은 평화 제안을 기어코 반대했던가. 이
사실은 군축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망각되어서는 안 될 예비적 조건에 들어야 한다.

군축(軍縮)의 심리적(心理的) 용의(用意)는 여하(如何)?

누구든지 평화를 원한다는 사람 치고 군축을 반대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평화건설에 노력하지 않고 다만 평화에 대한 망상을 꼭
만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진대 그들은 군축을 평
화에 결부시키는 논리의 합법칙성(合法則性)만을 지상(至上)것 외치고 있다. 그래
서 군축을 이념상으로만 전개하고 실제적 문제로 처리하기를 경원(敬遠)하는 심
리가 있으니 그것이 누구일까.
지난날의 일은 그만두고라도 2차 대전 후에 곧 국제정치의 과제로 된 군축문제
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현실적 해결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는 군축에 대한 확고한 심리적 용의가 사실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념상의 군축에 대해서는 동·서방의 정치가들이 모두 이구동성(異口
同聲)이건만 실제적 군축문제가 되면 상대방의 진의를 타진하기에 지루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냉전의 복잡한 무력 균형관계로부터 초래되는 줄 아는데 가
령 냉전이 열전화(熱戰化)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세 가지 사태를 상
정할 수 있으리라.
그 첫 번째는 국지전, 한정(限定)전쟁으로 아시아 지역과 중근동 지역이 가능
한 무대로 될 수 있으며,
그 두 번째는 유럽을 무대로 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전쟁형태일 것이며,
그 세 번째는 미국과 소련의 정면충돌에 의한 제3차 대전의 양상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하면 국지전, 한정전쟁 형태는 2차 대전 후에 한국전을
비롯해 벌써 대소 70여차를 치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3차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핵무기의 견제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평화의 지

냉전의 복잡한 무력 균형관계에서 군축의 가능성 여부를 논한다는 자체부터

가 탁상공론(卓上空論)이거나 지상방담(紙上放談)으로 들리는 경향도 없지는 않

주로 간주하는 사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군축에 대한 불신성과 의혹은
점차 높아졌고 전면 군축의 심리적 용의는 더욱 불안해지고 말았다.
그러면 누가 국지전, 한정전쟁을 원했으며 원하고 있는가?
3차 대전을 치르지 않고 세계 제패를 가능케 하자는 것이 핵무기시대의 국제

4) Geneva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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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이다. 2차 대전 후에 대소 70여 차의 국지전, 한정전쟁을 경험하게 된

고 동서동수의 10개국 군축위이어야만 군축의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

주된 요인을 캐보면 그 모두가 국제공산주의의 정치생활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하는 전제부터가 냉전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즉 3차 대전을 치르지 않고 세계 제패를 가능케 하자는 국제공산주의의 정치생
활은 곧 국지전, 한정전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기는 핵실험 정지 동·서 전문가회의라든가 또는 기습방지 기술가회의라는 것
이 있어서 군축에 대한 동서간의 거리를 약간이나마 집약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

그것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세계평화는 당장에 침해되고 만다는 현실적 조건

지만, 그것만으로 군축의 가능성이 단시일 내에 개척되리라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가들의 방위전략이 수립되었으며 또 미국의 세계

현 단계에서 본다면 군축론은 냉전을 해소하자는 냉전에 불과한 것이다.

정책은 하는 수 없이 방위전략 중심으로 되고 말았다.

2차 대전 후의 군확(軍擴)이 냉전의 산물이며 그 냉전의 발원은 소련의 공적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시아와 중근동 지역에서 국지전이나 한정전쟁이

준수(公的不遵守)와 파괴 및 팽창정책에 있는 것이므로 오늘날 군축을 실현시키

일어났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우위성은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것이 있다. 그래서

자면 우선 냉전을 해소시켜야 하는 바 그 냉전해소는 냉전발원을 없애야만 가능

이 지역에서의 현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를 보장하는 데는 미국의 현재 보유한 군

할 것이다.

사적 우위성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공산 측은 미국을 제국주의 침
략자로 허위고발을 늘어놓고 미군 철수를 강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축의 가능성은 오로지 소련의 행위에 변화가 있어야만 조성되는
것이며 또 소련의 그 행위 변화는 믿음직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극동지역에서 핵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소련 제청은 극동지역에서
의 미군의 군사적 우위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아닌가의 불신을 야기한다.
그 다음 유럽 지역에 대해서 말할진대 여기서는 대규모의 국지전, 한정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소련이 군사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미국으로서는 NATO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며 서독의 핵무장을 서두르지 않
을 수 없는 형편인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냉전 해소가 되지 않으며 냉전 발원(發源)의 청산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군축
이 실현되지 못 하는 것도 요컨대 여기에 달려 있는 줄 안다.

흐루쇼프 군축안(軍縮案)의 액면(額面)과 실재(實在)

흐루쇼프 소련 수상의 유엔총회에서의 군축제안은 지나치게 초현실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군사력 균형문제
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다.

흐루쇼프 군축안을 성의껏 음미해 보면 그것은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철
폐”와 “군축의 부분적 조치”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줄 안다.

이에 대해서 소련은 미국을 유럽에 대한 간섭자로 고발해 미국의 군사적, 정치
적, 영향력을 유럽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흐루쇼프의 군축안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철폐”는 비현실적인 이상론
인바 그는 이 제안 가운데서 4년 기한 내에 3단계로 나누어서 쌍방의 합의에 따

그것은 결국 소련이 유럽 지역에서의 자기네의 군사적 우위성을 이용해 소련
의 영향 하에 유럽을 지배하려는 건 아닌가의 불신성과 예감을 초래하게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거 있는 사실들 때문에 군축의 심리적 용의는 확
고해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라 무기 이외의 전 군비를 파괴하고 징병과 군사훈련을 폐지하며 모든 군사 참
모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흐루쇼프 제안대로 전면적인 군비철폐가 가능하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
겠지만 요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신임의 설정이다.
상호간의 신임을 설정하는 방법은 사찰감시제도와 관리기구의 확정이 선행되

냉전(冷戰)을 해소(解消)하자는 냉전(冷戰)

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상호간의 신임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 10개국 군축위원회가 생겨서 내년 봄부터 활동을 개시하기로 되어 있다.

표명했던가. 그렇지가 않았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정도의 의사표시에

유엔에 군축위원회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동수(東西同數)(각각 5개
동서동수를 가질 수 없는 유엔 군축위(軍縮委)에서는 이야기가 성립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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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루쇼프 군축안이 사찰감시제도와 관리기구의 설치에 대해 명료한 언질을

이상 5조를 분석해 보면 흐루쇼프 군축안은 소련 영토를 국제 조사감시제도

주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줄 안다. 그것은 서방측이 강력히 주장하고

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습방지

있는 사찰감시 및 관리기구의 설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며, 동시에 서방측의

협정을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조항은 모두 소련 국경 밖의 유럽 대륙에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형편에서 그와 같은 모호성을 지니게 된

국제조사감시제도를 통용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누가 생각하든지 소련 국경 밖의 유럽 대륙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보기

그러면 소련은 왜 군축에서 완벽의 사찰감시 및 관리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시
원스럽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가.

관을 통해서도 알고자 하는 것은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흐루쇼프 군
축안의 제2부분은 소련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밀유지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은 지금껏 무정부상태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요컨대 소련은 강대국들이 4년 이내에 전면적이고도 완

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차의 엄격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비밀을 지킨다는

전한 군비철폐에 합의하는 조건 하에서만 국제조사감시제도에 동의하겠다는 것

것은 일종의 군사적 자산이 된다.

인가 보다.

그런데 소련은 철의 장막으로 봉쇄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개방국가인 미국보
다는 비밀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만일 완벽의 국제 사찰감시제도가 수립되는 날이면 소련
은 비밀유지의 이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爲)한 평화(平和)와 군축(軍縮)의 온실(溫室)인가?

올해 유엔총회에서 군축 토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유엔 군축위와 동서 10

개국 군축위로 하여금 군축안을 계속 심의하게 한 것은 외관상 평화 전망을 순

바로 이와 같은 분석에 의거한다면, 흐루쇼프 군축안은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조롭게 한 것 같다.

군비철폐가 실현되어야만 안심하고 모든 군사정보의 비밀을 내버릴 수 있는 일

그러나 군축합의의 도달은 먼 곳에 있는 표적이며 예를 들면 그 표적에 근접

이지 그렇지 않고 잠정적이거나 점진적인 군축인 한에서는 소련이 현재 보유하고

하기 위해 동서 쌍방이 성의껏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무슨 일이 부단히

있는 비밀유지의 이점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완

진행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다.

벽의 국제조사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선 핵실험의 정지문제만 하더라도 지하폭발은 대기오염의 걱정이 없다는 전

흐루쇼프는 그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철폐안이라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

문가들의 보고이고 보니 평화목적을 구실로 하는 핵실험(지하폭발)은 금지할 구

과제일 수는 없다는 점을 자인했음인지 “군축의 부분적 조치”로 내세웠는데 이
것은 5조항으로 나누어졌다.

그런 경우에 평화 목적의 핵실험이 핵무기 제작과 전혀 무관하리라는 신임과

1조는 서구의 일정 지역으로부터 외국군 철수와 조사감시제 창설을 요구한 것
이고,
2조는 소위 라파츠키

실이 서지 않는다.
보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일인가.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흐루쇼프를 ‘평화에 대한 망상을 만연시키려는 자’로

안5)의

재현으로 서독, 핀란드, 체코를 포괄하는 한정지

역에 핵무기를 금지하자는 것이며,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인 줄 안다.
흐루쇼프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군축을 원하는 열병환자이거나 몽유병자

3조는 유럽 전역으로부터 모든 외국 기지 철폐와 외국군 철수를 요구했고,

로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세계를 ‘평화와 군축의 온실’로 삼아 자기

4조는 NATO와 바르샤바 동맹국 간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했고,

는 그 속에서 딴전을 벌려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

5조는 기습방지협정을 요청한 것이었다.

평화의 전망은 이래서 아직도 불안정한 것이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래
적 침해성은 ‘평화와 군축의 온실’ 속에서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5) Rapacki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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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의 효과적(效果的) 관리운영(管理運營)

공군 대령 이규성(李圭星)

수 있다. 하나는 군의 임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둘째는 군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군의 임무에서 오는 이유란 그 임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군
이 단지 군 자체의 기구를 통해 인원과 장비의 현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군대는 필요 없는 군대가 될 것이며 국민의 쓸데없는 부담이 되

1. 머리말

고 말 것이다. 군이 가지는 그 중요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6·25의 큰 동란을 겪고 많은 곡절과 과정을 거쳐서 조용한 마음을 갖게 된 지

군 자체의 목적과 동일시되어 할 문제다.
왜냐하면 군대는 그 힘을 위해서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그 힘이 필요해서 군

이미 여러 해가 된다.
오늘날 우리들은 점차 냉정한 눈으로 남의 주시를 받고 있으며, 우리들 자신
과 우리들 주위를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
다. 우리들은 해방 후 짧은 시일에 너무나도 큰 과업과 시련을 한꺼번에 직면해

대를 만든 것이지 결코 군복을 입은 사람 그 자체가 필요해서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군의 성격으로 보아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군의 환
경의 특수성에서 온다. 군은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인 존재이며, 군인은 신분이 보

왔고 또 현재 당하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방대한 조직과 많은 자원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힘든 일

장되어 있으며, 또한 군대는 그 능력의 평가를 받아서 더욱 노력해야 할 자극을
매일매일 느끼지 않는다.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우리들의 역사적인 과업이며 또한 우리

“군이 비생산적인 존재이다.”라는 관념은 군의 모든 자원의 소비절약에 대한 연
구를 등한시하기 쉽게 하며, 모든 소비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들만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잘못 알게 되기 쉽게 만든다. 군인은 신분이 보장되

더욱 잘해야 하는 문제, 역시 동시에 우리에게 과해진 큰 문제이다.

2. 효과적(效果的) 관리(管理)의 뜻

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욱 많고 힘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보다 안일한 생각을 하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일찍이 프랑스의 앙리 파욜(Henri

가 선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며, 따

Fayol, 1841~1925)이 정의한 바와 같이 기획, 조직, 협동, 지시 그리고 통제의 5

라서 얼마만큼 더욱 노력해야 적을 이길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자칫하면 자

가지 기능이라고 오늘날 널리 이해되고 있다.

기도취에서 침체에 빠지기 쉽다. 이상 기술한 상반된 군대의 임무와 특수한 성격은

기 쉽다. 또한 군대는 평소에 적과의 전투를 통한 능력의 평가나 승패의 결정을 누

어떠한 조직이거나 간에 그 조직체를 위한 위와 같은 관리기능이란 그 조직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성과나 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나 조직체의 활동과 운
영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인원을 구성해 관리를 위한 기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조직체가 바라는 바와 같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훌륭한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없다.

4. 관리향상(管理向上)을 촉구(促求)하는 제조건(諸條件)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군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잘 해야 할 기본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관리기능을 발휘한다는 것과 성과를 올린다는 것과는 다르다.

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이유 이외에 더욱더 잘 해야 할 몇 가지 사정을 들어보기로

훌륭한 관리, 즉 효과적인 관리란 그 조직체가 목적으로 삼는 성과를 반드시

한다.

기할 수 있는 관리, 나아가서 보다 적은 자원과 힘을 들여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처음에 들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군 운영에 이용하고 있는 자원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원조는 해마다

수 있는 관리를 뜻하는 것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3. 군(軍)의 효과적(效果的) 관리(管理)가 역설(力說)되는 까닭

지난여름에는 신년도예산심의를 앞두고 미국 조야(朝野)가 표시한 원조에 대

군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커다란 이유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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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효과적인 관리를 부르짖고 힘을 기울여야 할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The comet

한 관심 그리고 비판 그리고 강력한 삭감의 논의는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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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熱戰)의 흥분(興奮)6)이 식어가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작금의
정세에서 볼 때 또한 장기간의 과중한 세금에 대한 반발에서 원조 삭감이 논의되
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일지도 모른다.

달러의 원조물자 그리고 100억의 국고예산을 사용하는 우리 공군은 결코 값싼
조직운영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군을 하나의 민간기업체로 생각해 보자. 공군이 가진 인원만큼의

피원조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외국의 원조는 점차 줄어들 것이며 우리

종업원을 갖고 공군이 1년 동안에 소모하고 사용하는 만큼의 돈과 물자를 투자

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원 그것이 어떠한 자원이든 간에 감소한다는 것은 임무가

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주는 얼마만한 양의 성과를 바라고 얼마만한 이익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 한 그만큼 더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많

을 얻어야만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업체의 모든 간부들은 바라는 성과, 얻어야 할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편 우리 국고예산에서 군사비는 군사원조와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구석구석의 비능률과 비효과를 축출하려고 혈안이 될 것이며, 그것을 보장할 수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국민소득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들

있는 수단만 있다면 그 수단을 채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은 국민소득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군이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군사원조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모든 자원의 철저한 효과적 사
용을 위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5. 군대관리(軍隊管理)의 목표(目標)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음에 들어야 할 것은 기술의 발달과 군 운영의 고가성(高價性)이다.
전쟁무기와 후방 지원 장비의 발달은 그 무기와 장비의 운영기술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요구하며, 기구와 모든 제도절차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이는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기구와 인원 그리고 업무제도의 유기적 결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각 부분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고도로 발달되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체 군력의 향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조직단위별 나아
가서 군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군 관리를 위한 행정운영은 더욱 치밀하고 신속하고 또한 정확한 사전과 사후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관리운영이 적절하고 우수함으로써 좋은 장비를 갖춘 상대편보다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일반사회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계속 발달하듯이 군의 모든 장비는 더욱 좋은 성
능과 더욱 많은 능력을 가진 장비로 대치된다.
새로운 장비는 낡은 장비보다 값이 비싼 것이 예사이며 보다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유지 운영함으로써 군의 전반적 경비는 자연적으로 올라간다.
10년 전의 T-6에서 오늘날의 F-86으로 장비한 우리 공군이 한 달 동안에 약
20억 원(圓)에 해당되는 돈과 물자를 소비하고 있다. 1년에 3,000 내지 4,000만
6) 원문의 흥구(興舊)는 흥분(興奮)의 오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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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엄격한 수지계산 관념(Business management approach)은 값비
싼 군 운영의 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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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하고 있는 것은 민간기업체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
며, 이 경쟁에서 견뎌나가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며, 또 그 영향을 매일매일 느
끼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체는 이윤의 추구와 사업의 유지, 확장 그리고 시장의 독점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 동업자 간의 경쟁, 나아가서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행세를 하고 승리를 하려면 그만한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승리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철저하게 연구 개선해야 하며 모든 조건에서 되도
록 타 동업자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남의 것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해질 수 있을
까? 상품의 판매량을 올리려면 어떠한 방법을 세워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생산기업체들이 항상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자기 기업체의 대
내적인 관리 목표는 모든 운영을 합리화해 투하자본과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 이 생산성이야말로 생산기업체의 힘을 표시하는 것
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그 힘에 있다 함은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지만, 군의 관리
목표 역시 군력 향상에 있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있다
면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끊임없이 기른다는 것이 평상시 매일매일의 목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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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우는 힘, 조직단위 하나하나의

어 있다.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들은 감독자를 훈련시키고 사기를 조사하고 또한

싸우는 힘, 나아가서 군 전체의 싸우는 힘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간생산기업체의

독창성을 앙양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간기업체들은 기업체 운영과 이익획득에 관계되는 각 국면에서 연구노력하

군대의 생산성 향상은 곧 군력의 향상이므로 군대의 모든 행동 목표는 직접

며 또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원가관리를 하며, 또

간접의 군력 향상에 귀일되어야 하며 그 목표는 더욱 높은 목표를 지향해야 할

한 여러 개 분야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적 방법을 채택

것이다. 모든 자원 또한 그러한 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자원의 투하로 발휘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실
지로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군대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많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 훌륭한 관리에 능

하고 있다. 개개의 문제의 해결과 개선, 나아가서 기업체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오늘날 선진국이 각 기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국가
적인 운동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있다.
군대의 관리가 민간기업체의 관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민간기업체의

숙한 간부와 고도의 목표와 성과를 능히 달성할 수 있는 장병을 가진 군대가 같

그것이 생산능력의 향상에 그 목표가 있듯이 군대의 그것은 전투능력에 있다면

은 조건 하에서 승리의 가능이 보다 많은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민간기업체에서 연구되고 이용되고 있는 관리태도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6. 더욱 나은 관리(管理)를 위(爲)하는 길

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훌륭한 관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 다시 말하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

두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이 있으며, 관리의 기능을 정의한 페욜은 이러한
요소로 16개 사항을 열거한 바 있다. 이 요소들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
게 하며 관리자가 의도하는 목적 하에 힘을 합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며 또한
오늘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이와 같은 모
든 요소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에 있다.
테일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장생산 작업능률의 향상을 주안(主眼)으로
한 10여 종의 방법을 연구해냈지만, 그 후 민간기업체는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에
기인된 국가경제와 세계경제의 격동에 즈음해 기업경영이 각 국면에서 각종 방법
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원자재 판제품의 재고량을 조절하는 문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과정 모든 작업과 모든 재료의 유기적 운영에 도움을 주는 생산 일정 계
획 문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문제와 갱신과 보전 등은 생산관리에서 중
요한 문제로 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되어 있는 작업방법의 개선

을 위한 연구로 그들은 표준적 기본동작을 연구제정(研究制定)(METHODS-

ENGINEERING)해 실지작업능률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

상품소비자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상품의 공급상태를 구명(究
明)하며, 나아가서 장래를 예측해 자기 회사의 판매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장조사(MARKETING RESEARCH)는 판매관리를 위한 중요방법으로 되

14

The comet

민간기업 운영에서 이용되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군에 적용해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연구와 군으로서 필요한 획득한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백 가지 천 가지의 방법보다도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정신적
인 문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관리 태도의 문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군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어떤 신기한 방법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
는 문제를 평상시 절실히 느끼는 바 있기 때문에 적어 볼 뿐이다.
첫째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임무에 대한 철저
한 인식이다. 관리를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 또 관리를 받는 사
람 모든, 즉 조직체 내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은 왜 해
야 하며, 또 남이 하는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은 군 전체를
위해 어떠한 공헌을 하는가에 관한 충분하고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충분
한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관리를 하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상하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노력으로만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기능은 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조직체를 구성하는 데 여러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정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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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정비하는 것과 같이 관리하고자 하는 기능을 맡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
로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관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 전부가 목
적의식에 투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관리자가 처음에 설정하는 목표 그 자체
를 더욱 가치 있고 권위있는 것으로 만들게 한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운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관리자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상하 모든 사람들의 임무에 관한 인식은 군 전체의 사기를 왕성하게 하며, 적

그 관리자는 진행성과를 철저히 검토해 볼 의욕이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태도는

극적이며 강력한 행동 그리고 공동 목적을 위한 유기적 통합을 지향하게 한다.

관리자의 권위와 실지성과를 보장할 수 없게 하며 정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뿐만 아니라 각기 맡은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가져오게 하며 임무와

세우는 능력은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적에 끝나는 행동과 움직임에 민감하게 만든다.

제2차 대전 후 영국은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거국적

이 원동력이야말로 관리의 향상, 즉 더욱 많은 성과를 올리는 기본이 된다.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 당면 과업으로 미국 산업계에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의

과학적 관리의 연구에 많은 공로가 있었던 미국의 테일러(Fredrick Winslow

각 산업의 높은 생산성의 원인을 조사·연구했다. 각 사절단의 보고는 이구동성

Taylor)는 1912년 1월 의회의 특별위원회에 출두해 과학적 관리법은 무엇이냐

(異口同聲)으로 미국 산업체의 경영관리가 능률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의 상하 그리고 동료에 대해 그리고 자기 의무

했으며, 경영 회계 사절단의 보고는 주목할 만한 것이며, 경영관리에 관한 대표적

에 관해 철저한 정신적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다.”고 답했다. 테일러가 말한 철저

인 보고서로 그 보고서의 결론에서 나타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적어보면

한 정신적 혁명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더욱 열성을 갖게 하는 원동

다음과 같다.

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미국이

낮은 원가로 높은 생산을 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경영

둘째로 들어야 할 것은 관리기능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관리가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기능 중에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실천의 평가통제의 철저한 수행이다.

(2) 미국의

경영자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과 방법은 우리나라(영국)에서도 널리 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목표 도달을 위한 통제조치는 관리를 위한 여러 기

알려진 것이다. 단지 미국에서는 그것이 매우 널리 또한 열심히 실행되고 있다.

능 중에서도 가장 관리기능다운 기능이다.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 하

(3) 미국의

경영관리 담당자는 항상 장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사건이

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관리자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다음에 할 일은 그

발생해 부득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건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결정을 내리며 거꾸로 그것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단지

아무리 좋고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갖
추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전례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지 않는다.
(4) 만일

그들이 장래계획 방법 절차, 조직을 변천함으로써 목표의 달성이 더

목표나 계획은 어디까지나 장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내외
정세의 변동으로 인해서 실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포함된 것이다.

욱 쉽다고 생각되면 그 변천을 하는 데 하등 주저하지 않는다.
(5) 또한

현황의 변화에 따라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극히 용

우리가 일단 세운 목표가 기필코 도달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달성되고 있는가 또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해야겠고 만일 그렇

이하게 되든지 하는 경우에는 목표의 변천에 주저하지 않는다.
(6)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결과를 수시로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 계획의

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가를 밝혀내가 한다.

실행이 잘 되고 있는가 또는 정책의 변천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목표를 재검토해 수정해야 할 것이

무릇 개인이나 조직체이거나 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도중에 지

다. 즉 현재 위치의 정확한 파악과 능력의 평가 그리고 시정을 위한 통제조정조치

나간 일을 더듬어보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를 시정

등 일련의 관리 과정은 보다 나은 관리, 전반적인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해 끊임없이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어떤

일인 동시에 관리자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실지행동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실지행동을 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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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空軍)이 당면(當面)하고 있는
제문제(諸問題)

철저한 검토와 시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등한시함으로써 당초의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공염불로 그쳐버리는 예를 우리들은 주위에서 너무나도
흔히 보는 일이다.

계획성(計劃性) 있는 운영(運營)의 필요성(必要性)

군에서 관리자들이란 각급 지휘관과 그들을 돕는 참모요원들이다. 이러한 사
람들의 매일매일의 행동 중에서 진심으로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

공군 대령 이복현(李福鉉)

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좋은 관리기능을 발휘하고 보다 훌륭한 조절통제를 하고

공군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를 써달

나아가서 더욱 많은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와 장래를 위한 희망과

라는 요청을 받고 생각해 보니 역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자신을 위한 노력을 우리들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들의 관리기구 속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

깊고 또 근래 그 중요성이 더욱 요망되고 있는 계획성 있는

와 인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실지로 군을 운영하는 데 얼마만
큼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운영에 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느껴졌다.
지금 우리 공군은 전술공군으로서 종합적인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온갖 노

물론 우리들의 환경은 이와 같은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
다. 그러나 관리□ □□시키기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한 실질
적인 성과의 향상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그날그날을 적당히 보내는 관리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
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시정하는 데 용감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여유를
얻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귀중한 여유는 개선과 향상에 바쳐져야 한다.

력을 다하고 있다. 객관적인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곤란을 주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경제력이 미약하고 공업의 기술 수준이 저위에 있
다는 사실과 군사력을 운영, 유지하는 데 대부분의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공여
(供與)받고 원화(圓貨) 자금의 일부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고 있는 우리로
서는 너무나도 제약이 많으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은 극동에서의 자유진영 국가
들의 공동방위태세의 확립이라는 명제와 결부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과

7. 맺는말

의 국가이익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도 있으며 합치되는 데서부터 오는 것도 있다.

군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무슨 신비로운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 아래서 본인이 공군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론 선진국가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추려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방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개의 문

예를 들면 Operating research programing 등의 방법들이 있다.

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피하나 다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보유 중인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기

전술부대의 능력을 향상 또는 더욱 증강하는 것을 비롯해 신기종으로의 전환,

술한 기본적 업무태도의 혁신에서 대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

작전 교육 시설의 영구화 및 증가, 후방체제의 확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다.

이러한 중요사업들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생각이 이르렀을 때 본인은 무엇

우리들은 좀 더 잘 할 수 있고 또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것뿐이다.

<필자(筆者) 공군본부(空軍本部) 관리국장(管理局長)>

보다도 먼저 정확한 가정 밑에서 세워진 적응성 있고 융통성 있는 계획의 필요성
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6·25사변을 계기로 국군은 대폭 증가되었으며- 그동안 근 10년간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군사원조를 받아왔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원조계획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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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주관하고 있었고 한국군은 요구량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책정해 제시

우리의 자주권과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였던 것이나, 우리가

하면 미국 측이 검토해 승인하는 식의 소위 품목, 사업별 인가방식의 수동적이

지금 깨닫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이 제도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계

었다. 그래서 한국 측은 오래전부터 주동적으로 계획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 왔

획상의 난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러한 방식의 군사원조계획은 과거 어느 때도

던 것인데 최근에 이르러 미국 측에서도 다각적인 검토 끝에 이에 동의하게 되어

해 본 일이 없으며 계획의 불충분 또는 착오로 말미암아 어떠한 부문에 대한 것이

1962 회계연도부터는 소위 한도액 제도(Dollar ceiling system)로 전환될 것이

과다하게 되었을 경우 한도액 제도 하에서도 필연적으로 타 부문은 과소(過小)하

확실시되었다.

게 될 것인데 이러한 착오에 대한 구호나 회복 방책은 없게 된다. 과거에는 품목이

이 한도액제도는 예비계획으로 한국군의 소요(所要)를 사전에 제의하면 미 태

나 사업별로 인가를 받게 되니 어느 정도의 시정될 기회는 엿볼 수 있었다.

평양지역 총사령부에서 심의해 한도액을 통고해 오면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

근래에 와서 각 군마다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점차 이

수요를 계획하고 우선순위의 결정에서도 한국 측이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두

부문의 기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 계획의 능력도 약간 향상되어

가지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추려 보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군도 이 계획부문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 품목, 사업별 제도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을 확신해 마지않는 바이다. 정식으로 한도액제도로 전

장점

환하기에 1년 앞서 1961년 회계연도에는 이 한도액 제도가 시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획득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겠

(1) 별로 특기할 것이 없으며 있다면 계획상의 복잡성이 없다는 정도

단점

는가 하는 데 많은 노력을 집중해 왔던 것이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1) 군사원조 품목과 사업별로 허가됨으로써 운영계획과 불일치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올바르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

(2) 인가되기 쉬운 품목 및 사업을 남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와 과잉의 조장

조될 것이다. 우리의 국가예산은 군사면으로 볼 때 군사원조사업을 뒷받침하는

(3) 한국 측의 자주성이 없음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서는 최대의 공헌을 하고 있

(4) 정상적인

운영비율, 계수(係數) 및 기준을 책정하기가 곤란해 후방업무의

다. 국민의 정성어린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가방위력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므로, 효과적으로 군사원조를 획득하고 국가예산으로 균형

안정성이 결여
-. 한도액 제도

있게 뒷받침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조그마한 예하부대(隸下部隊)의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 공군

장점

본부의 참모 경험이 없음에 더구나 근 3년 동안 국방연구원에 봉직한 관계로 공

(1) 제한된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이 적극화

군본부의 사정에는 대단히 어두웠던 것인데 이번에 공군본부의 참모직에 있게

(2) 군 운영의 자주성이 획득되고 계획성이 증진

되면서 몇 가지 느낀 바를 말한다면 다소간 외람된 감이 있으나 하나는 본부에

(3) 물자와 예산의 절약이 가능

서 예하부대의 실정을 파악해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

(4) 한국군 고유의 운영비율과 계수, 기준이 책정되고 후방이 안정화

는데,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좋은 경향임에는 틀림없다.

단점

(1) 별로

없으나,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계획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곤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품목, 사업별 군사원조제도로부터 한도액 군사원조제도로의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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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것이 시급하고 흥미가 있으며, 반면 예견하기 어려운 수년 후의 계획을

바이며, 본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일방

한다는 것이 따분하고 흥미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금후로는 필

적인 논술이 된 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의 공군운영에서 계획의 적부

연적으로 계획업무에 대해 더 많은 정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실정으로 사태

(適否)가 초래하는 영향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한도

는 변동되고 있다.

액 군사원조 제도로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의 노력은 효과적으로 군사원조 및 국

최근 미 고문단 측에서 1962 회계연도와 1963 회계연도를 위한 예비계획의 제
출을 요구해 왔다. 우리의 회계연도로 보면 단기 4295년과 단기 4296년에 해당

고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해 군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만
은 확신한다.

되는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군사원조의 한도액을 심의하고 책정하는 기초자료

<필자(筆者) 공군본부(空軍本部) 기획실장(企劃室長)>

이며, 한도액 군사원조제도로 전환되는 첫 단계이다. 3년 내지 4년 후의 군사원
조물자의 소요량을 산출해야 하는 데서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가 문제인데 연간
의 운영비율이나 계수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없으며, 과거의 통계를 그대로 답
습하고 있을 따름이고, 증강계획에서는 1963년에 관해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어
당연히 전쟁계획의 중기판단(中期判斷)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로는 중기
판단 그대로를 반영할 수는 없어 좀 더 확실한 가정을 세우고 가능성을 검토해
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올바른 가정
밑에서 세워진 장래계획은 장래의 공군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증강을 가
능하게 할 것이나, 반면에 불만족스러운 계획이 가져오는 폐단은 닥쳐올 해당연
도의 공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연차의 계획은 상호 연관성

☆ 롤렉스시계(時計)에 방사능위험(放射能危險)

미(美) 원자위(原子委)서 재제조(再製造) 명령(命令)☆

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 연간총액은 대략 일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미 원자력위원회는 17일 방사능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

군사원조의 한도액을 수년간 분을 종합적으로 통고해 줄는지 1년분씩 통고해

든 스위스제 손목시계의 칠을 다시 하는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계는

줄는지 아직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의 최대의 노력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국고

핵폭발 시에 발생하는 방사능의 스트론튬(strontium)을 다량으로 지니고

예산의 편성에서도 더욱 많은 계획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 스트론튬은 라듐(radium)과 같이 발광물질로 이용

과거에는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다 관리참모부에서는 계획 자료의 부족으로

되므로 어두운 데서 시계를 알려주기에 편리하다.

막대한 곤란을 받아왔던 것인데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곤란이 없도록 충분

즉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뉴욕에 있는 롤렉스시계의 야광 글자판의 칠

한 자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군사원조계획과 국고예산편성은 적절

을 다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어느

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래 공군본부의 참모부는 계획기관으로서 장

미국인이 해외에서 산 롤렉스시계에 있는 마크와 표침 등에 스트론튬-90

래계획과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적절한 참모 감독을 하는 것이 본래의 형태이기

의 방사물질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원자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의 영향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상당히 많은 노력

력위원회에서는 이 결과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지점에서 재고품을 조사한

이 소비되었다.

결과 똑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만한 양의 방사능은 시계

본래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객관적인 견지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이

를 찬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관적인 점이 너무나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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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精兵)을 위(爲)하여
1. 서언

왜선을 무찌른 것이나, 적은 신라가 이웃의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3국을 통일한

공군 중령 이영석(李永錫)

것이나, 스파르타[Sparta]의 300병사가 페르시아[Persia]의 200만 대군을 테르모
필레7)의 험악한 요새에서 맞이해 최후까지 결전을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다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인류는 이제 그들의 이지(理智)에 의해 이룬 현대과학의 소산인 핵병기의 가공

물론 병력이 많아야 하며 장비가 우수해야만 강군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할 위력 앞에 떨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 까닭에, 인류의 영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정신적 요소가 병력과 장비에 앞서야 한다. 군인

원한 평화를 희구하는 양심은 전쟁의 전면적인 회피를 호소하고 있다.

각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 신념을 가져서만 비로소 우수한 무기와 다수의 병력은

세계의 평화는 인류가 지향해 나아갈 방향이요, 목표이기는 하나, 이에 조급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상과 이념의 싸움을 의미하게 된 현대전에서

나머지 위장된 평화에 안주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인류의 진정한

는 군인 각자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되어서만 전승을 기할 수 있게 되었

평화에 대한 노력과 협상을 거부할 사람은 없으려니와, 전쟁을 기피하고 평화를

다. 고금의 사실에 의하더라도 안일과 사치와 물욕에 마음을 둔 군대나 국민이

갈구하는 자유인의 심리를 이용한 소련의 이른바 평화공세에는 오직 ‘힘’의 응수

조국의 영예를 선양케 한 일은 없다.

가 있을 뿐이다. 군축의 제의, 핵실험 중지선언 등은 자유민을 우롱하려는 선전

현대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하겠지만 군인은 적어도 그들이 ‘대의(大

에 불과하다. 그들이 진정 평화를 원할진대 평화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있었어야

義)’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과 민족의 영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단 한 번도 성실을 보여준 일이 없다. 그들의 위장된 평

원한 번영을 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 하지만 그 조국, 민

화에의 호소는 자유인들의 전쟁 의욕을 저상(沮喪)시키고 내부적 혼란을 야기하

족, 세계와 인류의 의미 나아가 그것들과 ‘나’와의 관계를 알지 못할 때 참으로

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그것은 변형된 전쟁, 곧 심리전이다.

그것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쳐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군인은 마땅히 필승의 신

이러한 국제정세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남북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

념과 왕성한 공격정신으로 싸움터에 나서야 하려니와 그 신념과 공격정신은 위

키 위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능히 이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준비가 우

에서 말한 ‘의미(意味)’를 깨달아서만 가질 수 있다.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병력과

리에게는 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세계 제4위의 대군을 자랑한다. 그러나 수의

장비와 함께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군인의 정신’이 중요하다. 두말할 필

우세가 반드시 강군(强軍)을 의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군이 아니라 강군이 되

요도 없이 군에서의 정신적 요소는 병력 및 장비와 함께 강군을 이루는 또 하나

어야 한다. 여기에 정병(精兵)의 문제가 있다.

의 절대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군대의 ‘정신’은 전(前) 시대의 그것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현대의

2. 대군(大軍)이 반드시 강군(强軍)은 아니다

전쟁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인 까닭에 군인 각자는 이념적으로 통

군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우선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병력의 다

수와 장비의 우수는 능히 대군을 이룰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군이 곧 강군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신예무기로 장비된 대
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신념의 결핍으로 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비록 적은 군대와 빈약한 무기밖에 못 가졌으되 위대한 신념에 불타는

3. 우리는 단지 전투기술자(戰鬪技術者)일 수는 없다

냉전이란 이름 아래 무기 없는 전쟁이 민주 공산 양대 진영 간에 치열히 전개되

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투 기술자일 수는 없다. 현대전에서의 모든 군인은

정병만 같지 못할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이 저 울돌목 해전(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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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만, 완전한 의미의 전투원일 수 있다.
현대의 전쟁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단순한 권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

4. 시대사회(時代社會)와 군인(軍人)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좀 더 고찰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도

라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세계 제2차 대전의 결과 독립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헌법을 제정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며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는 비폭력적인 전도

하고 그 가치체계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傳道戰)을 통해 대결하고 있는 이념이요, 이상이다.

구시대를 지배하던 낡은 가치규율은 비판되고 부정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념과 이념의 대결을 의미하게 된 현대전에서 자기 이념을 갖지 못한 군대는

아직 새로운 가치체계는 정립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쟁의 목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쟁의욕도 갖지 못한다. 그들을

부족하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시대사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는

위해 싸울 ‘대의’를 찾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도저히 강군을 기대할 수 없다.

아무런 훈련도 가지지 못하면서 그들의 풍토와 전통에 따라 발전된 이른바 ‘서

물론 우리에게는 의식 이전의 ‘소박한 애국심’이 있다. 위험한 조국을 바라보

구적인 것’들을 그대로 직수입했다.

고는 민족적 정기에서 혹은 국민적 의분(義憤)에서 나아가 과감히 싸울 수 있다.

여기에 정신적 행동적 혼란이 있게 되었다. 이기적인 ‘나(Ego)’의 과장된 주장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되 시대는 변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

이 결코 자유(Liberty)를 의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

적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못하다.

나 자유주의를 위장하면서 자기지배를 고집하고 있다. 서구적인 사상들을 왜곡

‘소박한 애국심’으로 다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 -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 이
우리 앞에는 전개되고 있다. 6·25전란을 보라. 그것은 결코 이민족 간의 싸움은
아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다.

이해해 안일과 사치와 허영과 방종이 그들의 ‘성실’에는 눈을 감아버린 채 마치
그들의 참모습처럼 나타나게 됐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디디고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여기에 이념의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

채 헤매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정열을 불사를 ‘이념’을 갖지 못한 까닭에, 일찍이

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불발의 신념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실의(失意)하거나 그 정열을 그릇된 사회의 물결에 가담시켜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를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죽음으로써 지킬 강한 기

버린다.

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데올로기’ 교육을 충분히 받은 공산주의자라면 누

이들은 사회에서 아무런 정신적 지도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군에 입대해 군

구나 그들의 이념과 이상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를 구성한다. 이들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장시켜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

무상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뚜렷하지 못한 감이 있다.

하게 하려면 적은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움에서 승리하자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에
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수한 전투기술을 가지고도 ‘대의’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까닭에 장병

5. 군대훈련(軍隊訓練)과 교육(敎育)

그러나 군에서의 교육은 단기간의 군사훈련과 기술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물

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

론 그들의 ‘정신의 개조’가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물욕과 안일과

며 정신적인 교육과 훈련이 전투기술자로서의 훈련과 병행 또는 앞서 행해짐으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의 정신적 교정에는 충분한 것이

로써 정신적 이념적으로 세련된 무장을 겸해 강화해야 한다.

되지 못한다.

단순한 전투기술자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군에서의 교육이 장기간으로 연장되고 또 군사훈련이나 기술교육과
함께 정신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정신적 무질서 속에서 자라
난 ‘젊은이’들을 교정해 ‘군인정신’이 충일(充溢)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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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없다. 까닭에 사회는 청년을 군문에 들여보내기 전에 - 그들이 참으로 군인이

장병 중 1인의 탈선이 있을지라도, 그 불명예가 지휘관 자신에 돌아온다는 사실

되기를 원한다면 - 청년들을 충분히 정신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허세와 향

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휘관의 부대원에 대한 정신지도의 불충분을

락주의(享樂主義)를 멀리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를 가지도록 청소년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지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강군육성을 위한 공리(功利)적
타산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야 할 것이다.

7. 결어(結語)

우리는 맡은바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강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정군 내지 강군 육성을 위한 군의 내핍교육(耐乏敎育)과 엄한 훈련 삼
엄한 기강을 통해 임전(臨戰)에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대군이 곧 강군을 의미할 수는 없다. 강군은 병력 및
장비와 함께 장병들이 사상적·정신적으로 완전무장 되어야만 가능하다.
뜻있는 독자는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의 신(神)’에게 물어보라. 안일과 사치와

우리가 나아가 싸워야 할 전장을 상상해 보라. 그곳은 결코 우리의 평시 근무

향락과 물욕에 마음을 빼앗긴 군대가 조국의 영예를 선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처럼 안이하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후방지원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이념에 불발(不拔)의 신념을 갖지 못한 군대가 조국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이 둔한 붓으로는 못다 표현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선을 넘으면서 싸워야 할

것인가를.

것이다. 이 고난을 싸워 이기고 사선에서 능히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강건한 육체와 불굴의 정신을 갖도록 해

평소에 온갖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육체와 불굴의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

야 하며, 이에 앞서 확고할 사상과 이념의 소유자가 되어, 정군육성에 이바지해

다. 그것은 오직 평소의 내핍교육과 엄한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러한 ‘민

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부대의 정병 여부는 부대장에 달려 있으며, 그 부대의 정

주군대’의 육성이라는 표제 하에 공허한 이념의 교설(敎說)적인 강의에 흐르는 경

화(淨化)는 곧 그 부대장의 기본적 책임이다.

<필자(筆者)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차감(政訓次監)>

향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6. 지휘관(指揮官)의 책임(責任)

이제 장병의 정신지도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 간단히 논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각급 부대에는 정훈관 혹은 정훈장교가 장병의 정신

과 사상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훈관 1인이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사상과 정신을 지도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에 가깝다. 더욱이 정훈 업무나 정훈요원에 대한 이해가 전연 없다시피
한 부대에서의 정훈관의 활동이란 너무나도 미미하다.
각급 지휘관은 마땅히 예하장병들의 정신적 지도에 현재 이상의 특별한 관심
과 책임을 져야 하며, 씩씩하고 성실한 기풍과 영예로운 전통의 확립을 위해 항
상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인 까닭에, 군에
서의 행정이나 작전처럼 명령 하나로 되지는 않는다. 부단한 사상교육과 정치훈
련을 통해 서서히 장병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각급 지휘관은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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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防諜)과 국토통일(國土統一)

2. 공산주의(共産主義) 전술(戰術)과 수법(手法)

공산주의자들이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원래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무재(李武宰)

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허위와 기만을 일삼으며 그 연막 뒤에서 자
기들의 음흉한 야망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얼

내용(內容)

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 소련의 현 집권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1·2차 세계 대전

1. 머리말
2.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전술(戰術)과 수법(手法)
3. 북한괴뢰(北韓傀儡)의 기만(欺瞞)과 음모(陰謀)
4. 북한괴뢰(北韓傀儡)의 대남공작(對南工作)
5. 우리의 방첩태세(防諜態勢)
6. 결언(結言)

전후를 통해 그렇게도 영웅시하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얼마 후 그를 독재자로 규정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의한 과오와 이에 대한 내외의 비난을 모두 그에게 돌리고 일
시나마 공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이는 그들의 독재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며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수십만의 자유민에
게 자유 대신 총탄을 주고 평화 대신 암흑을 가하던 소련의 흐루쇼프가 오늘날 평
화와 공존을 내걸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하는 등 소위 친선이라는 구

1. 머리말

무릇 국가 민족이 각기 그들의 국가안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강대한 군

사력과 더불어 적에 대한 국민 전체의 협동적 방위 경계가 승리의 요소임은 고금
을 통한 동서의 여러 전쟁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처럼 적에 대한 국민 전체의 경계, 즉 방첩의 실천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때는 역사상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불과 4킬로미터의 휴전선 북방에 적을 둔 채 치열한 사상전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방첩이란 실로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또 방법이
며, 민족적 염원이자 과업인 남북통일의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으로서는 엄정한 군기와 더불어 군 존위의 명맥을 이루
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첩이다. 우리 한국은 북한 공산도당의 불법 남침으로 인
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25 동란의 극심한 피해와 온갖 고통을 몸소
체험했기에, 우리의 방첩이 지금 일각이라도 소홀해진다면 이 참극의 재판(再版)
을 다시 겪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일·베트남의 통일을 방해하며 전 세계에 대한 정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중공 또한 이례가 될 수 없다. 소위 평화5원칙이니, 반둥 정신8)이니 외치고 있
기는 하나 그 적과(赤瓜) 아래에는 1천여만 평방미터에 6억의 인구가 삼권분립의
민주정치 아닌 공산독재의 인민공사제도 하에서 삶 이하의 삶을 겨우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괴수의 무리들은 여전히 베트남과 인도를 침범하
고 라오스를 위협하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탐내고 있으니 이들이 내걸고 있는 평
화 애호란 실로 가소로울 뿐 결코 무력에 의한 침략을 포기했다는 담보물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독이 그렇고 북한괴뢰가 또 그러하다.
6·25 당시 북한괴뢰는 암암리에 무력에 의한 남침의 흉계를 완성해 놓고도 표
면으로는 소위 평화통일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 우리 국민의 사상적 교란
을 꾀하는 한편 당시 남한에 피체(被逮)되어 있던 남로당(南勞黨)계 김삼용(金三
龍), 이주하(李舟河) 등과 북한괴뢰가 감시하고 있던 조민당(朝民黨) 당수 조만식
(曺晩植) 선생과의 교환을 제의해 오는 등 실로 그 허위와 기만성이란 이루 헤아

여기서 우리는 방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공산당의 기만, 수
법과 야욕, 음모를 충분히 지득(知得)해 이들에 대한 경각을 더욱 높이고 온 국민
의 방첩의식을 계몽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30

실 아래 자유세계를 왕래한 바 있으나 이들은 그 이면에서 여전히 우리 한국과 독

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동서가 똑같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
8) Bandung 精神; 1955년에 반둥 회의에서 채택한 평화 십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ㆍ아프리
카 여러 나라 사이의 연대 정신. 중립주의와 협력을 기본으로 기본적 인권과 주권의 존중, 인종 평등,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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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면상 표방은 어찌되었든, 내심 세계 정복의 야욕
에는 아무런 변이가 없는 것이다.

3. 북한괴뢰(北韓傀儡)의 기만(欺瞞)과 음모(陰謀)

6·25 발발 시의 전후를 통한 북한괴뢰의 음흉한 수법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도

공산주의가 만일 민주주의에의 도전을 포기하고 야욕을 버린다면 공산주의의

있거니와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8·15 해방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소련

존재의의는 그 즉각 무로 돌아갈 것이다. 즉 공산주의란 항상 움직임(동(動))을

공산당의 주구(走狗)가 되어 민족적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북한 동포들을

택하는 데에서만 그들의 위치를 정초(定礎)시키고 존립할 수 있을 뿐이며 고요함

공산 노예로 만들어, 가진 포악을 자행하는가 하면 또 남한에서는 남한대로 박

(정(靜))을 택하는 날에는 이 지구상의 인류에 대한 반세기에 걸친 죄악만을 남긴

헌영(朴憲永) 일파가 선봉이 되어 정치사상에 어두운 국민 대중을 기만하고 소위

채 영영 자멸하고 말 것이다.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그럴듯한 허위선전으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안으로는 숙청의 연속을 이루게 하고 상

로 많은 국민의 두뇌를 혼미하게 만든 것이다. 이리하여 소위 남조선공산당이라

호감시와 불신의 불안을 조성케 하며 밖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과 세계정

는 것이 공공연히 활동을 개시하고 미군정 초기의 미온적 정책에 편승해 1946년

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의 전국철도파업을 위시한 1948년 4월의 제주도 소요사건 등을 야기했다.

유화(宥和)를 자청하는 수가 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도 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미군정으로부터의 경찰권이 우리 정부에 인계되어 공산

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마다 혹자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해

주의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강경정책이 실현되자 이들은 다시 지하조직으로 잠입

오던 것을 철회하는 징후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것

해 발악적인 제주도폭동사건과 여수· 순천반란사건을 도발하는 등 갖은 만행을

은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전환을 위한 일시적 수단방법일 뿐이지 결코 공산

자행했으나 이와 같이 무모한 불장난이 오래 지속될 수 없어, 1950년 3월경까지

주의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에는 우리 군경의 토벌작전에 의해 거의 섬멸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공산주의가 출생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서 그러한 실증은 많다.
레닌이 소비에트 정권을 강취한 후 나치스 독일과의 사이에 체결하게 된 독소불
가침조약, 이것을 불가침조약이라고는 자칭했지만 사실 폴란드와 발틱 제국을 목
표로 하는 나치스의 일방적 침략조약으로 당시 레닌에게는 격심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으나 혁명 이래 ‘피의 난쟁이’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예조프9) 대숙청 등으로 말

그러나 북한괴뢰는 남반부(남한)에는 50만 명의 지하당원이 건재하고 있어 이
들의 호응 하에 쉽사리 무력에 의한 남한 전체의 정복이 이루어지리라는 오판 아
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대거 38선 전역으로부터 남침을 개시했다.
이로 인해 만 3년간 동족상쟁의 민족적 불행은 계속되었고 막대한 국민의 경
제토대가 파괴되고 말았다.

미암아 극도로 약화된 소비에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레닌이 이를 받아들이지

또한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바 있는 휴전협정 체결의 전후를 통한 북한괴뢰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실로 대폭적인 양보를 표시했지만, 그

의 기만과 음모를 고찰하면 동란 발발 후 아군은 UN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마침

이면에서는 곧 소비에트 조직을 정비 강화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 포식하는 데

내 16개 우방국의 참전을 얻어 불리하던 한때의 전세를 역전시키자 북한괴뢰는 다

일층 급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1·2차 세계 대전을 통해 그들은 항상 적 측의 세력

시 중공으로부터 소위 의용군을 불러들여 전세의 만회를 기도했으나 UN군의 막

이 막강할 경우 정면충돌을 회피하고 잠시 후퇴하는 우회전술로 피차간 일시적인

강한 화력과 제공(制空), 제해(制海)의 위력 앞에는 쉬운 일이 못 됨을 알게 되자 드

냉각기를 만들어놓고 그들의 세력이 만회될 때까지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한편 공

디어는 표면상 소련을 중개국으로 내세워 UN 16개국과의 휴전협정을 체결하기에

산주의에 대해 강경책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국가의 처지를 약화시키려 해왔다.

이르렀던 것이니 이것이 곧 전술한 바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일시적인 냉각기의 조

이것이 곧 공산주의의 교묘한 전술이며 수법인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

성에 의한 전세만회의 수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해 휴전 당사국인 우리 한국

가 겪은 6·25 동란의 발발이나 또한 휴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의 서명 없는 채 휴전협정은 체결되었으나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루

9) Nikolai Ivanovich Yezhov

헤아릴 수 없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전력의 불법 강화에 광분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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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당시만 하더라도 실로 보잘것없던 북한괴뢰군이 오늘날 양적인 증강은 물

니고 단지 간첩을 통해 남한의 정치 군사 경제력 등을 보다 혹심하게 파괴 교란

론 장비와 편제도 급속도의 발전을 기했고 수백 대의 제트기를 비롯해 전차·화포

시켜 사상전의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인 3개월 내지 6개

등이 대량으로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 건너 만주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

월 동안 간첩들은 시종 이 부문에 관한 교육만을 받는 것이다.

공군 역시 북한괴뢰군과 더불어 과거의 구식 체제를 벗어나 화력과 신예 제트전투

이렇게 해서 밀봉교육이 끝나면 이들은 해상, 지상 심지어는 홍콩, 일본 등 제3

폭격기를 증가 도입하고 소련으로부터 제공된 원자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일단

국을 경유하는 해외 루트를 통해 대한민국에 잠입한 후 실제적인 간첩활동을 개

전단(戰端)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훈련도 필(畢)하고 있다.

시하는 것이다.
침투된 간첩들의 최초 목표는 우선 대한민국 내에서의 합리적인 거주 획득이

4. 북한괴뢰(北韓傀儡)의 대남공작(對南工作)

다. 합리적인 거주 획득에는 법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있으니, 즉 법적인 합법

북한괴뢰가 오늘날 무력증강보다도 더욱 전력을 경주해 막대한 재력을 투입

거주 획득이란 남한에서 일정한 주소에 기류계(寄留屆)를 계출하고 시·도민증을

하며 강력한 포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상전에 의한 대남간첩공작(對南間諜

위시한 각종 소요증명서(所要證明書)를 자기 명의로 정당하게 교부받아 검문이

工作)이다.

나 조회가 있어도 신분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인 합리 거

그들은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백 명의 간첩을 계속 남파시켜 우리
후방에 대한 국민생활의 불안조성과 사상의 동요 또는 치안의 소란을 일으키고
정국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편 국가·군사기밀을 탐지함으로써 그들의 재침을 위

주 획득이란 타인으로부터 하등의 의혹을 사지 않고 주변인물이나 사회 일반인
으로부터 온건한 사상의 보유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자기 신변보호책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지령에 의한 본격적인 간
첩활동에 착수하는데 이들은 각기 소질과 임무에 따라 정치인, 군인 또는 군속,

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아군의 전력약화를 책략하는 중에 있다.
북한괴뢰의 첩보공작은 이의 주도기관인 노동당 연락부와 소위 인민군 정찰

의사, 기술자, 공무원, 실업가, 상인 등 각양각색의 위장직업을 가지고 정부기관

국, 내무성, 안전국 등 3개 부서에 의해 계략 추진되고 있으며 공작에 필요한 간

이나 군부, 경찰, 경제계, 교육계 및 기타 필요한 요소에 직접 침투하거나 또한 같

첩의 인선은 노동당 중앙간부가 적임 인물을 수차에 걸친 소환심사 끝에 결정해

은 직장 내의 불순분자 및 사상적 동요분자 등을 탐색 매수해 실로 가공할 만한

노동당 연락부를 비롯한 앞서 말한바 인민군 정찰국, 내무성, 안전국 등 첩보공

암약과 준동을 감행하고 있다.

작기관에 적의배당(適宜配當)하고 있다. 이들의 인선 방법부터가 실로 비인도적

휴전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경의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남파간첩의

이며 기만적인 것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인물이건 일단 괴뢰의 대남첩보공작

수는 남녀거물급 이하 말단분자를 합해 무려 1만 5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

에 적합한 인물로 발견되기만 하면 세대주건 독자건 남녀 간 유별하지 않고 소

포 경위를 보면 대략 지령에 따라 요인암살, 중요 시설물에 대한 방화, 파괴, 군인·

환심사 후 남파간첩으로 결정해 버린다.

군속 또는 항공기, 함선의 유인 납북을 비롯해 허위와 기만에 찬 모략선전으로 국

남파간첩으로 결정된 자는 즉시 소위 초대소라고 말하는 안전가옥에 감금되
어 가족은 물론 외부와의 면회, 연결, 외출을 일절 금지당한 채 밀봉교육을 받게
되니 행방도 모르고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처자의 애통은 오죽하며 거처와 소식
을 전하지 못하는 그들 자신은 또 얼마나 비통할 것인가.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인도주의를 표방하면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꾀하
고 있는 북한괴뢰의 흉모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다가 체포되거나 또는 침투·귀환 도중 우리 측의 사찰망에 발각 체포되고 있다.

5. 우리의 방첩태세(防諜態勢)

전술한 바와 같이 무수한 간첩들이 우리 사찰기관에 계속 체포되고 있기는 하

나 북한괴뢰가 간단없이 남파하고 있는 간첩의 수와 그들의 활동에 대비해 이것

괴뢰의 밀봉교육이란 물론 간첩의 교양이나 지적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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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격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의무이다.

3월의 ‘KNA’여객기 납북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북한괴뢰가 천인공노할 죄악적(罪惡的) 만행을 스스로 전 세계에

혹자는 방첩이란 경찰이나 또는 특수기관에 의해서 담당되는 업무일 뿐 자기

폭로하는 기회가 되기는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의 방첩에 대한 유념과 시

들의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

책·협력이 이의 미연 방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견해도 이에 불관(不關)하는 수가 있다.

휴전협정의 체결로 불과 4킬로미터의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실질적인 무력

이러한 데서 간첩들은 쉽게 그들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공작 목표를 달성

전은 언제 다시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중단되고 있지만, 북한괴뢰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형식상인 방첩을 지양하고 진실로 간첩을 검거하

간첩을 통한 대남공작은 일익 그 도를 격화시키고 있다.

며 이들의 활동을 봉쇄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명실 공히 방첩전사의 일원으로서

무력전에서의 모든 무기는 일정한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만 그 위력을 발휘하

적이 획책하는 첩보전에 대항해 간첩 격멸의 태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방첩이

는 것이지만 첩보전에서의 간첩이란 실로 거의 무제한한 능력을 가지고 후방을

란 표언(標言)의 나열이나 구호만의 외침으로 효과를 기할 수 없는 것이니 각자

교란할 수 있는 장거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그 처하고 있는 일터를 공고히 해 수상한 언사와 행동을 감시하며 이유

특히 북한괴뢰가 남파하는 간첩들이란 우리와 동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민족
간의 첩보전과는 달리 인종이나 관습, 언어 또는 문화적인 차이의 난관 없이 용
이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방 사정에 익숙하거나 혹은 가족, 친척 등 연고자들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유리한 조건 하에 후방 깊숙이 파고 들어가 노골
적인 파괴공작은 물론 도의(道義) 사상의 마비에 의한 사회질서의 파괴와 사치,

없이 자기에게 접근해 직장의 실황을 탐지하고 유언비어(流言蜚語)의 유포와 파
괴, 방해 행위를 자행하는 자를 항상 경계해 당국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6. 결언(結言)

남북통일의 대 성업을 달성하는 길이 비단 ‘방첩’이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흥의 권장으로 경제의 파탄을 꾀하는 등 실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손을 뻗

어떠한 국가든 그것이 주권국가일 경우 그 나라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

치지 않은 곳이 없다.

보안상 절대적인 것이 평화시나 전시를 통해 요구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국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와 같이 항상 간첩과의 관계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
니 아무리 일선장병의 사기가 왕성하고 치안관계자들의 활동이 민완하다 할지

현실로 보아서 방첩 없는 남북통일의 실현이라는 것도 현재의 국제정세에 커다
란 변이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도 국민 전체의 협동 방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기서 공간지대가 생겨 간첩

북한괴뢰가 무력전보다 사상전을 중요시하고 이에 주력해 간첩의 남파로 우

들을 도량발호(跳梁跋扈)케 하며 도리어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리 내부를 붕괴시킨 후 가능하다면 무혈로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가공할 흉

현대전은 그와 내가 서로 일선 전장에서 자웅(雌雄)을 가리는 무력전이 양국의

모를 꾀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만일 방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방심한다

승패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무력전, 경제전, 사상전이 혼연일체(渾

면 이는 곧 오늘의 안일에만 도취되어 내일에 올 흉사를 모르고 사는 우미(愚迷)

然一體)가 되어 싸우는 국가 총력전이다.

를 범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방국민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원인도 실은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사상전에서
의 참패에 있었던 것이다.

과 더불어 전 장병이 혼연일체 적의 야욕을 분쇄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는 날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가 이룩된다면

우리가 만일 현대전이 국가 총력전이라는 특색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첩에 대한

북한괴뢰가 쓰러지는 날 우리의 소망인 남북통일도 성취될 것이니 우리는 상호협

주의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원자탄도 수소탄도 혹은 포탄 1발도 사용하지 못하고

력과 단결로 철통같은 방첩망을 이룩해 그들의 조직을 발본색원(拔本塞源)하고

6·25와 같은 공산도당의 재침을 겪지 않는다고 그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붉은 무리들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해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달성하자.

<필자(筆者) 공군(空軍) 26특무수사대장(特務搜査隊長)>

남파간첩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적극적인 방첩으로 그들의 활동을 봉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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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年)의 세계적(世界的) 사건(事件)들

고제경(高濟經)

1959년은 전년(前年)에 이어 중공의 상습적인 침략행위와 자유 민족을 억압하는 만행이 계
속되어 국부적으로 소란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볼 때 전후 굳어져만 가던 세계의
긴장이 느슨해질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또 인류의 꿈에 지나지 않았던 우주여행에 대한
뚜렷한 가능성을 약속해 주는 해였다. ‘문화교류협정’에 의한 미소의 교환 박람회와 아이젠하
워 대통령과 흐루쇼프와의 거두회담으로 동서 양 진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두 나라 사이
에서는 전후 처음 보는 평화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앞둔 세계정세는 만일
흐루쇼프의 언동이 성의 있는 액면 그대로라면 평화로의 전환기를 맞은 듯한 전반적인 분위기
를 띠고 있다. 한편 소련 우주로켓의 달나라 도착과 아울러 급진전하는 미소의 우주과학은 우
주여행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럼 이제부터 사건발생 시일순(時日順)으로 올해의 세계적인 대 사건들을 몇 개 골라서 설
명해 보기로 한다.

△ ‘쿠바(Cuba)’의 혁명(革命)
3년 전부터 게릴라전을 감행해 오던 카스트로10) 반정부혁명군은 지난해 말부터 승리를 거
듭해 왔었는데, 올해 정초에는 쿠바 전역을 장악하고 1월 2일에는 수도 아바나[Havana]를 점
령함으로써 혁명에 성공했다. 독재자 바티스타11)는 혁명군의 수도 입성 하루 앞선 1월 1일에
도미니카[Dominica]로 망명했고, 카스트로 혁명군은 마누엘 우루티아 예오12)를 임시대통령에
추대해 혁명정부를 수립했다.
이 카스트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공산주의자라는 평이 자자했으나, 그 자신이 미국을 방문
했고, 미국에서도 혁명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혁명 성공 후 카스트로의 피비린내 나는 바티스타 파 대량 숙청은 수만 명에 이르러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또 카스트로의 지나칠 만큼 엄격한 토지개혁은 이로운 점도 있었지만, 외국인
재산을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났었으며, 자신이 수상의 직을 사임한다는 간계를 써서 7월 17일
우루티아를 몰아내고 후임 대통령으로 오스발도 도르티코스13)를 취임시켰다.
△ 티베트(Tibet) 의거(義擧)
중공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자 소규모나마 계속적인 저항을 해오던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
맥[Himalaya山脈] 기슭의 새 교국(敎國) 티베트에서 지난 3월 헝가리에서와 같은 의거사건이
발생해 공산주의자들의 포악성을 또 한 번 폭로하게 했다.
중국 본토를 병합한 중공은 티베트까지 공산화하려고 1951년에는 달라이 라마14)를 위협해
소위 17개 조항 ‘자유조약’을 맺고 평화적으로 티베트의 적화를 계획했다. 중공은 이 강압적인
조약에 의해 수도 라싸[Lhasa]에 달라이 라마를 수반으로 하는 지방정부를 그리고 그들의 괴

10) Fidel Castro
11) Fulgencio Batista y Zaldívar
12) Manuel Urrutia Lleó
13) Osvaldo Dorticós Torrado
14) Dalai 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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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 판첸 라마15)를 판첸 감포 회의청위원회(會議廳委員會)(혹은 판첸 라마 정권)의 장으로 해
이 두 교황 간에 서로 세력을 견제하게 하는 동시에 중공파견 티베트 군관구사령부(軍管區司令
部) 아래 각 지방을 자치(自治)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문제로 중공은 자치를 허용할 리가 없고 불교의 신앙 속에서 사는 티베트 인민
에게 지나친 간섭의 도가 높아가자 캄16)족을 주로 하는 의거사건이 도처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중공은 조약위반을 구실로 모든 세력을 그들의 괴뢰인 판첸 라마에게 주고 달라이 라마
에게는 더한층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달라이 라마 정부에서는 드디어 참아오던 분노가 폭발해 3월 19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중
공과 무력전이 벌어졌으며, 달라이 라마 자신은 험준한 산길을 타고 인도로 망명해 버렸다.
그런데 이 티베트 의거사건은 중공이 무기 없는 인민을 학살했다는 데서 전 자유인민의 격
분을 산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때가지 동조해 오던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 불교 제국의 반
감을 산 결과를 나타냈다.

△ 덜레스 씨 서거(逝去)
암으로 그간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덜레스17) 씨는 5월 24일 아침 향년
71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덜레스 씨는 서거 전 4월 중순에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이미 허터18)
국무장관이 후임으로 발령되어 있었는데, 마침 동서 외상회담을 앞둔 때가 때이라 서방측은 덜
레스 씨의 서거를 더욱 애석하게 생각했다.
근세사상 덜레스 씨만큼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외교관은
없을 것이다. 미국 외교정책이 세계의 진로를 결정하는 바탕이 되었다면 그 미국 외교정책이야
말로 곧 덜레스 씨가 수립한 덜레스 외교노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920년대 외교계에 투신한 이래 민주·공화 양 정부에 걸친 덜레스 씨의 업적은 쉽사리 헤아
려 볼 수 없을 만큼 많고 큰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후 대공전선(對共戰線)에서의 그의 ‘전쟁
1보 전(前)’, ‘대량 보복’ 정책 등은 서방측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공산 측을 굴복시키는
데 위대한 역할을 했다.
덜레스 씨는 또한 우리 한국과 가까운 친구이며 이해가 깊은 원조자였다. 6·25전란 때 물심
양면(物心兩面)으로 우리를 도와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몸소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어쨌든 덜레스 씨의 서거는 자유세계의 커다란 손실이었다.
△ 라오스 공산반란(共産叛亂)
54년에 휴전 체결을 본 인도차이나[Indo-China] 전쟁 이래 한동안 잠잠했던 이 지역은 7월
에 들어서 본격화한 공산반란으로 한때는 인도차이나 전쟁의 재판이 되지 않나 하고 우려된
때도 있었다.
이 라오스[Laos] 반란은 파테트 라오19)(반정부 공산 라오스 저항군) 2개 대대가 정부의 무력해
제에 반기를 들고 북부 라오스인 ‘퐁쌀리’와 ‘쌈느아’ 두 현으로 도피해 반란을 일으킨 데서 시작

15) Panchen Lama
16) Kham
17) John Foster Dulles
18) Christian Archibald Herter
19) Pathet Lao

The comet

Vol.41

39

되었다. 정부군은 6월에 이 반란군을 공격했는데 반란군은 북부 베트남으로 일시 도피했다가 우
기에 들어서자 반격으로 나와 7월 말에는 상기 양 현 수도에까지 육박해 들어왔었다. 물론 공산
군의 반격은 병력과 무기를 중공이나 공산 베트남에서 원조 받은 것이었고, 그들의 주장은 라오
스 내에서의 공산활동을 정부에서 강압하는 것은 휴전협정의 위반이라고 했다.
공산군이 반격해 나오자 라오스 정부에서는 미국·유엔에 호소했고, 미국은 급히 무기를 공
수했으며, 미국이 SEATO(동남아방위기구)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방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SEATO 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라오스 내전에 중공
이나 베트남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미(美)소(蘇) 박람회(博覽會)
58년 체결된 미(美)소(蘇)의 ‘문화교류협정’에 의해 6월에는 뉴욕에서 소련 부수상 드미트리
코즈로프 인솔 하에 소련박람회가, 또 7월 23일부터는 모스크바에서 미국박람회가 교환 개최
되었다.
모스크바에서의 미국박람회는 총 경비 460만 달러를 들여 6주일간 개최되었고, 미국 최고
대표로서 닉슨20) 부통령이 참석했었는데, 개막식 날 소련 수상 흐루쇼프와의 날카로운 설전은
이 박람회를 더욱 유명한 것으로 했다.
이 미국박람회의 의의는 철의 장막 내에서 갇혀 공산 지도자들의 허위선전만을 듣고 있던 소
련 인민들에게 몰락과정을 걷고 있다던 서방측의 번영을 직접 눈으로 보게 했다는 데 있다. 소련
인민들이 얼마나 서방측 문화와 생활방식을 보는 데 굶주리고, 이 미국박람회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가는 입장권 25센트가 50배로 암매되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쉽사리 알 수 있다.
△ 아이젠하워·흐루쇼프 회담(會談)
미국박람회의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닉슨 부통령의 초청으로 소련 수상 흐루쇼프는 미국을
방문했다. 크렘린의 두목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인 흐루쇼프의 미국 방문은 때마침 같은 날인
9월 15일에 개막된 유엔총회를 무색케 할 정도로 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흐루쇼프는 그 후 2주일간에 걸쳐 몰락하리라고 믿고 있던 자본주의 국가의 총 본산인 미국의
번영을 구경했는데, 떠나기 4일 앞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회담21)을
가졌다. 이 양 거두 회담에서는 주로 1. 베를린 위기문제, 2. 독일의 장래문제, 3. 동서간의 군축문
제, 4. 미소 양국 간의 문화교류 문제 등 예상한 대로의 안건이 토의되었다. 비록 이 회담에서는 어
떤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지만, 동서 양 진영의 주도권을 쥔 양 수뇌가 가슴을 헤쳐 놓고 의견
을 교환한 분위기는 이후의 세계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 계기가 되었다.
흐루쇼프는 귀국 후에도 또 중공을 방문했을 때에도 ‘아이크(아이젠하워의 애칭)’와 약속한
세계 평화를 위한 성의를 재확인했는데, 만일 그것이 액면 그대로의 진심의 토로라면 ‘캠프 데
이비드’ 회담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회담이 있은 후, 흐루쇼프와의 교환방문을 금년 내에 하지 않고
내년 6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소련(蘇聯)의 달로켓
흐루쇼프의 미국 방문 전날인 9월 14일 모스크바 방송은 소련의 달로켓이 달나라에 착륙
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흐루쇼프의 미국 방문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제스처로서 소련이 하필
그러한 시기를 골랐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보도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인류사상
처음 있던 일이며, 이 달나라 도달을 계기로 인류의 꿈이었던 우주여행의 가능성이 확고한 가
까운 장래의 현실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정시간을 불과 24초 차(差)로 로켓이 달나라에 도착했던 경이적인 사실과 예정항
로를 거의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소련은 이 로켓에다 해머와 낫이 그려진 소련의 도장(圖章)을 달아 쳐올렸다고 해서 성급한
사람들은 달나라의 영토소유권 문제를 떠들어댄 것도 재미난 일이었다.

△ 영국(英國) 총선거(總選擧)
지난 10월 8일 시행된 영국 총선거에서 보수당은 전후 세 번째로 승리해 맥밀런22) 정부는
그냥 남게 되었다(보수당 365석, 노동당 258석, 자유당 6석).
이번 영국 총선거는 때마침 동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보수당이 승리하면 되지만 만일
노동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서방측 통일에 이상이 생길 것은 물론 분열의 위기까지
생길 우려가 있어 더욱 자유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의 현명한 국내경제정책으로 이번 보수당이 세 번째로 노동당을 패배시킨 무
엇보다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민의 매력을 잃은 노동당은 새로운 정권 수립도
하지 못하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당내 좌우파 분열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 재일교포(在日僑胞) 북송(北送) 문제(問題)
제4차 한일회담이 일본의 고집으로 난항을 거듭, 거의 좌절이 확실시되던 10월 30일 일본
하토야마(구산일랑(鳩山一郎)) 외상은 돌연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재일 한국인들을 북한으
로 송환한다고 언명해 한일 관계를 험악한 사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미명까지 붙이고 국제적십자에 조사
단을 파견해 줄 것을 의뢰했다.
우리 한국에서는 즉시 ‘재일 한국인 북송반대 전국위원회’를 조직해 거족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국 적십자 대표 이범석(李範錫) 씨와 최규하(崔圭夏) 참사관을 국제적십자
위원회에 파견하고 뒤이어 민간대표로 장택상(張澤相), 최규남(崔奎南), 유진오(兪鎭午) 3명을
보내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잘못을 설명하는 외교활동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 북한괴뢰와 접촉하고 강제로 북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국제적십자
부위원장 주노23) 씨가 실정 파악차(次) 한일 양국을 방문했고, 제4차 한일회담도 8개월 만에
허정(許政) 씨를 한국 수석대표로 해 7월 중순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송문제는 점차 악화 방
향으로만 걸어 나가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재일교포를 북송하려고 하는 것은 제2차 대전 당시 징용이니 뭐니 해서 강제
로 동원해 간 교포를 이제 와서 보상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알고 공산괴뢰에 팔아넘기려
는 뱃심임이 뻔하다.
<필자(筆者) 서울신문(新聞) 편집국장(編輯局長)>

20) Richard Milhous Nixon
21) Camp Davi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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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urice Harold Macmillan
23) Marcel Jun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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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東洋)의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다. 이와 같이 토지제도는 촌락공동체의 공동소유 위에 봉건영주의 토지소유가

최문환(崔文煥)

고 있었다. 이 봉건국가의 기초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촌락공동체이다. 그런데

세워져 있었다.

- 빈곤(貧困)에서의 해방(解放) -

중국에 서구 자본주의가 침입할 때 중국은 전국을 통일한 봉건국가를 형성하
중국의 촌락공동체는 공동체적 요소를 많이 잃어버리고 농민의 토지소유는 대

1.

부분이 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지주는 농민에게서 소작료를 받고 갖은 수

동양사회를 한 지리적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는지 또는 문화적인 통일체로서
볼 수 있는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적어도 유럽에는 근세 이전에 한 보편
주의(Universalism)를 가졌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었고 이어 중세
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로마제국에서 상징되는 유럽공동체의 이념(Corpus
christranum; 그리스도 공동체)을 가졌다. 그래서 근세 이후로 각 국민국가가
성립되어도 그것은 한 공동체의 다원적 분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양에
는 이러한 정치적 통일체도 없었고 공동체의 이념도 없었다. 그러므로 동양과 같
은 의미로 동양을 생각할 수 없다. 동양이라 할 때 불교권에 속하는 인도, 유교
와 도교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중국, 우리나라, 또 독특한 발달을 한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양의 말은 막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
로 고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연합
체와 같은 의식을 갖게 된다. 그것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2차 세계 대전
까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서 외족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
치적으로 예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왜 동양은 자주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
으며 정치적으로 이제까지 예속되었는가?

단을 행사하면서 농민을 지배했기 때문에 농민의 지위는 예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농민이 예속상태에 놓여 있고 빈곤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농업생
산력을 높이지 못했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각국의 상
태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간단히 거긋의 특징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촌락공동체에 있는 농민은 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들은 가내공업을 겸
하고 있었다. 물론 촌락 내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은 촌
락의 공동 사용인으로서 현물지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촌락의 수공업
에 종사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보수를 받지 않고 촌민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
대신 토지 및 수확물의 할당을 받고 있었다. 공업의 발전은 농업과 가내공업과의
분리에 있는데, 동양에서는 농업과 수공업이 결부되어 촌락공동체가 그 자체 자
급자족적인 경제권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족적인 촌락공동체가 사회의
기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사회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자본주의를 촉진시키지 못
하고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을 받게 되자 종래의 경제관계는 더욱 더 악화되어 갔
다. 외국의 자본주의가 침입해 오면 농촌의 수공업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그들
의 생산물과 공업제품과의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을 감수하게 되고 정부의 농
민에 대한 과세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농민의 토지상실도 격화해졌다. 이러

2.

한 과정으로 중국 같은 곳에서는 농촌의 총 인구 중 지주는 불과 4퍼센트, 부농

주지의 사실로 동양사회는 외국의 자본주의의 침입에 의해 비로소 재래의 경

도 역시 6퍼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국 토지 면적의 70~80퍼센트를 소

제체제가 무너졌다. 그런데 재래의 경제체제는 경제발전단계를 달리하고 있었다.

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업인구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빈농, 고용농, 중농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 일대에 걸쳐서 있었던 농업의 형태는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

20~30퍼센트의 토지 면적을 소유할 뿐이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토지소유관계

있었다. 토지의 소유제는 없고 원시적인 농촌공동체가 광범히 있었다. 그래서 토

가 있을 뿐 아니라 가혹한 지주의 착취가 있었다. 인도에서도 역시 농민의 상태

지는 촌락공동체의 공유로 되어 있었으며 토지는 촌민에게 정기적으로 할당해

는 참담했다. 인도를 정복한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1765~66년에 증수한 지조(地

경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곳에 따라 이러한 촌락공동체 위에 봉건국가가 있어 토

租)는 무굴제국[Mughul帝國]의 증수한 지조보다 1.8배나 많았다. 그리고 동시

지는 국유라는 이름 아래서 촌락에게 일정한 세금(지조(地租)를)을 국가에 납부

에 이후에는 지조는 더욱더 증수되었다. 마드라스[Madras] 지역에서 이를 보면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나 토지의 처분권은 여전히 촌락공동체에 맡기고 있었

1801년~11년에 109만 5972파운드였던 지조는 1837~38년에는 343만 1,270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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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로 약 3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농민이 지조로 납부하는 것은 대체로 수확물

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서구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산업혁명이 급속이 일어났을

의 5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상태는 암담했다.

때 인구의 비약적인 증대가 일어났다. 산업혁명을 전후해 의료기관이 발달하고

이에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한 ‘고정소작제’란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의 효

이에 따라 인구의 사망률이 저하되어 인구증가가 일어났다. 그래서 맬더스(R.

과도 별로 나타내지 못하고 토지는 일부의 대지주 고리대업자 상인의 수중에 집

Malthus)24)의 ‘인구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경제적 생장률(生長率)이

중되어 농민은 75퍼센트가 토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기타의 다른 나라에서는

비약적으로 증진된 시대여서 그다지 인구 압력을 느끼지 않고 이 문제는 해결되

다소 사정이 다르나 농민이 빈곤한 것은 대동소이(大同小異)의 상태였다.

었다. 그러나 현재의 동양에서는 경제 생장률보다도 인구증가율이 격심하기 때
문에 굉장한 인구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으

3.

이러한 처지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해 많은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재
생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업국가인 농민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즉 “많은 나라에서 농업구조, 특히 토지제도는 식량
공급의 증대를 저해하고 국가의 주요한 경제활동인 농업을 정체화함으로써 소
농과 농업노동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농업구조의
특징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것은 농토의 비경제적인 규모이다. 즉
불충분히 이용된 대토지소유의 집중에 의한 토지소유관계의 불균형적인 분배,
농업 인구의 대부분의 토지 없는 상태, 농토의 영세, 높은 지대와 많은 소작관계
의 특징적인 보유조건의 불확실성, 부채 및 소농에 대한 적합적인 신용편의의 결
여, 토지와 관개(灌漑)에 대한 확고한 소유권의 결여, 저임금을 가져오는 재식제
경제(裁植制經濟; Plantation economies) 및 경작자에 대한 경영의 참가권이 없
다는 것, 소농에 농업노동자에 부과하는 부당한 조세정책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
업생산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자극에 관한 불충분한 조치 등.”이다.
유엔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관계에 여러 가지의 봉건적, 반
봉건적인 요소가 농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해방 후 각 국가는 다투어 농지개혁
을 실시했다. 그러나 소농, 과소농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일단 농지개혁을 해도
‘자유로운 토지소유’에 의한 부유한 자영농민층을 이루지 못하며 그들은 상품
생산을 통해 향상발전하지 못한다. 농업생산력의 발달 위에서 상품생산을 해야
농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것인데 그들은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했음에도 불
구하고 화폐를 얻고자 판매하기 때문에 ‘궁박판매(窮迫販賣)’(Forced selling)로
된다. 그러므로 영세의 소농경영은 그대로 농지개혁만 해도 생산력의 정체와 경
제적 빈곤만을 가져오는 결과로 된다.
뿐만 아니라 동양사회에서는 이제 무서운 인구 압력(Population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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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늦는 데 인구증가는 값싼 의약품이 들어와서 사망률이 줄기 때문에 서구의
맬더스가 우려하는 정도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를 이루고 있다 노테슈타인(F. W.
Notestein)은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만약 생산에서의 취득이 인구증가에 알맞은 정도라면 개선은 주로 인류 대다
수의 대중을 생존의 한계에로 접근시킬 것이며,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서
의 모든 충격에 손상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재난을 일으키는 것과 같
다. 동양의 많은 나라는 위험하게도 이 상태에 접근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이 인구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과 잠
재실업(Invisible unemployment)가 나타나고 있다. 대개의 농촌에는 농촌인구
의 15~20퍼센트 또는 심한 곳에서는 30퍼센트나 잠재실업이 있다고 한다. 이러
한 잠재실업자는 농촌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의 증산에 기여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
므로 농민의 실질소득이 낮다. 대부분의 국민을 차지하는 농민의 실질소득이 낮
기 때문에 생존하기에 급급한 처지이다. 따라서 저축할 여유도 없고 저축할 의욕
도 없다. 저축 및 저축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형성될 수 없고 따라서 자본
의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자본의 수요도 적다. 자본의 수
요는 투자유인에 의존하는데 투자유인은 국내의 대부분의 농민이 빈곤하기 때
문에 구매력이 적고, 따라서 국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적다. 구매력이 적은
것은 국민의 실질소득이 낮기 때문이며 실질소득이 적은 것은 생산력이 낮기 때
문이다. 그리고 생산력이 낮은 것은 자본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생산력이 낮고 따라서 실질소득이 낮아 저축능력을 저하
시키고 있다. 결국 이곳에 빈곤하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24) Thomas Robert Mal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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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면서 이를 공업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농촌 중심으로 분산, 확

이러한 빈곤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농업을

대시켜야 농촌의 잠재실업이 흡수된다. 그래서 농촌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이 발전해야 구매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국내 시

라서 공업의 발달도 확대된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있어야 국민의 토대가 굳어

장이 확대되어 건전한 공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민의 소

지고 국민의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

득을 높일 수 있는가?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1. 농업의 노동생산력을

이러한 농업과 공업의 발전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뮈르달(G.

높이는 것, 2. 농산물의 가공공업화 3.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의

Myrdal)26)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즉 “후진국의 공업화는 실로 제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조공업의 육성에 집중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한 사회계획이 필요하다. 선진

농업의 노동생산력을 높이려면 농업 자본이 농민에 들어와야 한다. 이러한 자

국의 산업혁명은 농업과 교통기관의 근본적인 발전의 전행 또는 병행에 의해 일

본이 농촌에 들어와야 농업생산을 과학적으로 경작하게 되며 농업경영을 다각

어났다. 그것은 결코 제조공업에만 집중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 식민주의의 기

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을 가공, 공업화해야 농민의 실질소득이 높아

억이 후진국민에게 제1차 산업에 대한 어떤 경멸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강조할

진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의 발전을 농민에게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농민은 생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동시에 관념의 발달이 있어야 한다. 서구에

산, 판매,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협동

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문예부흥, 종교개혁, 계몽사상의 사조가 이를 준

조합에 의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에서도 19세기의 7, 80년대 이후로

비하고 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관념적 변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 타격을 극복해 오늘날의 번영을 촉진시킨 것은

혁이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순이 일어나고 있

협동조합을 이용해 농촌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과잉인구, 인

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빈곤에서 해방되려면 여러 가지의 사

구 압박을 극복하려면 산아제한, 이민 등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회관계를 조절하고 정신적 혁명이 있어야 한다.

5.

외부경제 및 공업화해야 한다.
수많은 잠재실업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외부경제(外部經濟)를 강화하는 것
이 좋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이다. 산업의 일반적 발달을 촉진시
키고 관개, 수리, 교통기관, 항만시설 기타의 일반자본시설을 정비, 강화하면 그
만큼 잠재실업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부경제의 이득을 보게 된다. 이
러한 외부경제를 강화하고 잠재실업으로 자본축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넉시
(Nurkse)25)의 주장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넉시의 견해에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
이와 동시에 공업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업화를 하려면 거대한 중공업화
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양과 같이 인구과잉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는 경
공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경공업도 산업부문에 따라서는
대경영보다 못지않게 유리한 것이며 특히 많은 인구를 흡수해야 할 처지에 있는

이제까지 나는 동양의 과거 역사, 현상 이의 해결 방법을 주로 농업을 중심으
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야 비로소 동양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 빈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균등 사회의 지반을 닦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해결책만이 일반 대중에게 정치적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을 수 있다. 정치적 민주
주의가 뿌리 깊게 국민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건전한 사회가 이룩되는 것이
다. 건전한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동양사회에는 새로운 희망과 서광이 빛날 것이
다. 동양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빈곤, 예속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 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어디까지든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빈곤에서의 해방을 진지하게 해
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筆者) 서울대 문리대교수(文理大敎授)>

동양사회에서는 이것이 유리하다. 광범하게 농촌에 공업을 분산시켜야 한다. 각
지방에는 제각기 지방경제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방경제에 적합한 산업을
25) Ragnar Nurk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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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Gunnar Myr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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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연방정부(聯邦政府)와
주정부(州政府)의 권한(權限)
- 통치권(統治權)에 대(對)한 권한(權限)의 분배(分配) -

이상조(李相助)

타의 단일제 국가에서 사용하는 ‘Nation’ 또는 ‘National’이라는 문자는 전부 결
의문 중에서 제거하게 되었으며, 오직 합중국만을 공식의 명칭으로 사용해 종래
와 같은 모양으로 ‘United States’라는 복수적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다수 국가
의 연합을 표시하게 되았다. 즉 어디까지나 국가연합에 불과한 것이며 단일제 국
가(Unitary State)와 같은 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합중국 헌법을 다수의 독립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견해는 각 주의 의회 또는 합중국 의회에서도 누차 결의상에 표현한 바 있다.
예컨대 1798년의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연방정부의 권력은 각 주 간의 조약에
기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의했고, 또 같은 해의 켄터키 주의회에서는 “이 조약

1. 법리상(法理上)의 권한문제(權限問題)

(합중국 헌법)은 각 주가 각각 1국가로서 가입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이다.”라고

미국이 합중국(United States)으로서 연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를 구성하게 된 것은 미국의 독립 당시로서는 인류사상 초유의 사실이었다. 그러
므로 단일제(Unitary)의 주권국가만을 유일한 국가형태로 인식해온 공법학자 간
에는 미합중국의 국가성(國家性)을 부인하는 학설과 긍정하는 학설로 격렬한 대
립을 보였다.

민이 각 독립한 주권자로서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결의했다.
이와 같이 합중국 헌법을 ‘독립국 상호간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사상에서는
연합 각 주가 ‘무효선언의 권리’와 ‘탈퇴의 권리’가 있다는 이론이 들어 있다. 이
것은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국제연맹 같은 가맹국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임의로

국가성을 부인하는 학설은 “각 주가 독립국가로서 상호간의 국제적 조약에 의
해 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합 각 주는 역시 완전히 그 주권을 보유하는 것이
다. 따라서 법률상의 성질로서는 헌법 제정 전의 연합규약이나 헌법 제정 후의 합
중국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종의 독립국가 간의 상호조약에 의해 그
권력의 일부를 합중국 정부, 즉 공동기관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합규약 시대에는 합중국 정부가 연합 각 주를 구속할 수 있는 권력을 소
유했을 뿐이고 직접으로는 국민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하등의 권력도 소유하
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 제정 후에서는 연합 각 주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도 합중
국 정부의 권력에 의해 직접으로 국민을 구속하고 명령하며 강제할 수 있는 권
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연합 각 주의 권력이 약화하고 합중
국 정부의 권력이 강화해 권력상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연합 각
주, 즉 독립성을 보유하는 주권적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며 국가연
합(Confederation, staatenhund)에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결의안에
제시되었던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의 명칭을 삭제하고, 그 대신 합중
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라는 명칭으로 개정했다. 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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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했다. 또한 1817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합중국 헌법은 각 주 인

The comet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만약 합중국 정부
가 합중국 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행했
을 경우, 연합 각 주는 자기의 영역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권
리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합중국의
통일적인 국가성을 부정하고, ‘다수 독립국의 연합’, 따라서 그 헌법도 국제조약
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인설에 대해 합중국의 국가성을 긍정하는 학설은 합중국이 어
디까지나 하나의 ‘연방국가’(Federal State, Bundesstaat)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합중국의 헌법은 결코 다수의 독립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고 합중국이라
는 1국가의 최고기본법으로서 합중국 자신에 그의 최고해석권이 있으며, 연방
각 주는 그 해석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다.
또한 합중국의 권력은 연합 각국에서 위임된 것이 아니라 직접 전 국민의 의
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고유의 권력이다. 따라서 연합 각 주는 임의로 그 위
임을 해제할 수 있거나 그 권력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다. 따라서 ‘무효선언의 권리’나 ‘탈퇴의 권리’는 연합규약 시대에는 인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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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헌법의 성립과 더불어 이미 어떠한 권리는 각 주에 보유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의 연방국가로서 전체의 집합적이고 통일적인 1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직접 인민을 지배하는 권력을 합중국이 보유하게 되었다. 환언
하면 합중국은 다수 독립국의 국제적 연합이 아니고 그 자체 하나의 새로운 국가

적 배경을 의식하면서 주제에 대한 권한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2. 연방정부(聯邦政府)와 각(各) 주정부(州政府)의 권한(權限)

연방제 국가에서는 연방정부와 그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 정부 간에 ‘통치권

형태로 연방국가라는 1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다수의

에 대한 권한의 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게 되어 있다. 단일제 국가에서

지분국(State)이 단일 주권 하에 강력히 결합해 그 자신 하나의 국가로서 구성되

는 아무리 지방자치를 확대할지라도 통치권은 전부 국가에 통일되며, 다만 국가

고, 어떠한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지방국(支邦國))는 연방의 의사결정에 참가하

의 허용 하에 어느 정도의 범위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

며, 혹은 광범한 자주조직을 보유함으로써 단순한 지방 자치제와 구별된다. 다른

다. 그러나 연방제 국가에서는 통치권의 일부분은 연방정부에 기타의 잔여 부분

면으로는 그 최고성(주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 독립국가와 구별된

은 비록 헌법 상의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각 주 정부에 속하게 되어 있다. 따

다. 그러므로 합중국은 연방제국가로서 다수의 지방국(주)으로 구성된 하나의 연

라서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연방 헌법에 의해 위탁된 열기사항(列記事

방국가이며, 국제적 연합을 형성한 국가연합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項)에 한정되고 있다. 이것을 분권주의 또는 분권제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연

미합중국이 이와 같이 연방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장기간 대영제국의 식민

방정부의 권한이 헌법상에 열거된 부분에 한정된다는‘열거권한’(Enumerated

지로서 그 통제와 억압 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을 갈망해

Powers)에 제약되는 것이므로, 이른바 ‘한정적 정부’(Limited Government)라고

투쟁해 왔고, 독립 후에는 영국 본토의 중앙정부 형태와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

도 호칭하는 것이다.

는 정부를 수립하고자 ‘자유이고 독립인 13방(13 states)의 우호동맹’이라는 연합

이와 같이 통치권의 분배가 헌법에 의해 ‘열거된 사항에 한정’하도록 명시된 제

체(Confederation)를 형성했으며, 최소한의 공통된 중앙기관으로 그치자는 합

정적(制定的) 정부로 되어 있는 것을 연방제의 특색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방제

의 하에 연합체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연방정부도 통치권에 대한 권한을 한정당하고, 주 정부도 연방정부

13의 독립 제방(諸邦)은 각기 광범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중앙기관으로서의 연

에 속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한정적(限定的) 정부가 되는 것이다.

합회의(Congress)는 외교회의에 그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것은 제방(諸邦)

미국에서 연방 부와 주 정부의 권한 분배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면 연방정부의

에서 서부의 주민은 대체로 소농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좌파가 세력을 점하

권한은 ① 외교, ② 군의 편성 및 통수, ③ 국제 및 주 간의 통상규제, ④ 과세, ⑤

고 있었던 까닭에 급진적인 모든 입법을 시행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동부의 주민

대통령에 대한 여러 종의 권한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의 권한

은 상인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우파가 세력을 점하고 있었던 까닭에 신

은 상술한 헌법상의 열거사항(헌법 제10조 수정규정 및 제2조 제2절의 규정)을

생국가로서 대내적으로는 그 국내 시장을 통일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세력과의

제외한 기타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주 정부의 권한은 광

경쟁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조장하기 위해 강고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확립을 요

범한 것으로서 앞서 말한 열거사항 이외에는 비록 헌법상에 명문(明文)이 없다고

망했던 것이다. 또한 각 방(邦)에서 상실되어 가는 지배권을 각 방의 우위에 국가

할지라도 일체 보유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단 특정의 사항은 주에 대해 금지되

기구를 형성하고 그 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회복 또는 확보하려고 했다. 이와 같

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헌법 제1조 제10절 수정 제5제에 규정되고 있다.

이 해서 본래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적 요망과 절충 내지 수정하려고 하는 중앙

그러나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 정부의 권한이 반드시 그 분기점을 명백히 표시

집권적 요청이 타협의 결과로 시현(示現)하게 되었다. 이것이 즉 연방제 국가라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장해석하려는 경향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연방제도 하에서 연방정부와

과 될 수 있는 한은 협소하게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어서 양자 간에는 대립을 보

주 정부 간의 권한 분할은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위와 같은 역사

이고 있다. 전자는 통상규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연방의회 및 연방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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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권한으로 주장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연방정부가 집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 걸쳐 확대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명시된 연방정부의

필요하고도 적당한 법률을 연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명문으로 규정된

권한은 의연히 외교권, 육해공군의 편제 및 통수권, 각 주 간의 통상에 관한 규제

권한 외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권한 또는 연방정부의 보유하는 다른 권한에 조응

권, 과세권, 인권보호권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주 정부의 권한은 연방

해 당연한 결과로 생기는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방정부에 속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그 권한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리

권한으로 확대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후자는 엄격한 해석

고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각 주 정부

을 주장하고 합중국 헌법을 의연히 독립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인정해 헌법상에

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에 특히 각 주 정부의 금지사항으로 규정

열거된 사항 이외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예외(例

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권한과 병립되거나 경합해도 무관

外)의 원칙에 의해 될 수 있는 한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부와 주 정부의 권한은 광범위에 걸쳐 공동

이미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의 권한을 옹호하려는 이론에서 ‘무효선언의

의 권한으로 경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각 주의 법률이나 각 주 정부의 권한이

권리’와 탈퇴의 권리까지 의연히 보유한다는 견해이다.

연방정부의 그것과 명백히 저촉되지 않을 것만을 제한규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치권의 분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분배와 형식적인 권한

이상과 같은 관계로 각 주의 권한은 상당히 광범해 타의 모든 연방주의 국가

분배로 구별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실질상의 권한과 형식상의 권한

에 비하면 의연히 강대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미국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연방

이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강고한 중앙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던

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은 교묘하게 타협되고 있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각 주

헌법 제정자, 즉 연방주의자(Federalist)들이나 현재 정부의 집권자인 여당의 세

정부는 일정한 권한을 분장해 분권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의 범위 내

력은 항상 확장 해석의 입장을 취해 왔다. 야당의 입장에 처한 모든 세력은 의례

에서는 상호간에 독립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원리를 적절히 구체화하고 있다.

엄격해석을 주장했다. 여기에서 야당도 일단 정권을 장악하면 종래의 엄격 해석

그러나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양자 간에 교섭이 적고 상호간에

을 철회하고 정반대로 확장 해석을 받아들여 전체로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

권한의 한계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각 주는 연방의 일원으로서 상호작용하고 전

장하려고 항상 이론적 변동을 보였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권한은 점차 확대일

체로 연방제 국가를 소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접한 관계의 유지와 더불어 권한

로(擴大一路)를 보여 왔다. 그래서 금일에는 연방정부의 권한은 합중국 헌법상

상의 저촉과 대립으로 인한 분규는 빈번히 야기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분

에 규정된 열거사항을 훨씬 탈출한 분야에까지 확대하게 되고 주 정부의 권한은

권제의 원칙이 엄격히 유지되더라도 최근의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인 중앙집권

그만큼 축소된 실정에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은 주 간의 통상관계를 발전

적 색채가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제1,2차 세계

하게 했고, 그 결과는 종래에 주 정부의 전할(專轄)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경찰, 후

대전을 계기로 해서 연방정부에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과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생, 노동, 교육, 보건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항도 연방정부가 경합적(競合的)

다. 그러나 단일제 국가의 지방자치와는 달라서 연방제 국가의 지방분권제가 엄

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1929년의 경제공황에 대처하는 뉴딜(New Deal) 정

연히 기본원칙으로 되고 있는 이상은 일정한 한도까지의 집중화에 그치고 보다

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연방정부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강력한 협조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연방정부

따라서 연방제 국가의 기본적 원칙인 지방분권주의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의 권한과 주 정부의 권한을 상세히 분석해야 할 것이나 지면 관계로 이만 그치

의 관대한 형태와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주 정부의 권한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기로 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에게는 미국의 헌법과 정치제도를 비교 고찰

온 것이다. 특히 주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주의 상대적 지위를 현저히

하도록 부언하는 바이다.

약화시켰고 제2차 세계 대전의 모든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결정적으로 연방정부

<필자(筆者) 서울대 법과대학교수(法科大學敎授)>

의 권한을 확대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 정부의 권한도 인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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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英國) 보수당(保守黨) 집권(執權)의
역사(歷史)

왕이 함부로 인민을 체포 감금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논쟁 중에서 국회에는 휘
그당과 토리당의 2당파가 발생하여 서로 주장을 다툰 것이다.
휘그당은 혁명 당시의 국회당의 파에서 온 것이다. 주로 귀족, 상인 등으

- 당(黨)의 지도자(指導者)와 중요정책(重要政策)을 중심(中心)으로 -

로 조직되고, 신교 신자로 국교와 일치하지 않는 논콘포미스트(비국교도,

한태수(韓太壽)

Nonconformist)도 용인했으며, 헌법을 국왕, 국민 상호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국왕과 인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의 군주에 대한 반항권을 인정했다. 또 의

1. 보수당(保守黨)의 성립(成立)

회의 자유를 제창하며 국헌 위반의 왕족은 왕위상속에서 배제하기를 논했다. 자

영국에서는 제17세기 찰스(Charles) 1세 당시에 기사당

유당(自由黨)(Liberal)은 실로 이 휘그당의 후신이다. 토리당은 향사(鄕士, Gentry)

(騎士黨)(Cavaliers)과 원두당(圓頭黨)(Roundheads)이 생

와 승려(僧侶)로 조직되고 원래 군주당의 유파로 국교통일(國敎統一)을 주장했다.

겼는데, 전자는 군주당(君主黨)이요, 후자는 의회당(議會

그래서 왕권이 국민에서 나왔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군주의 대권을 고조(高調)하

黨)이었다. 찰스 1세는 잉글랜드(England)와 스코틀랜드(Scotland) 2국의 통일

며 인민의 국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왕위상속의 순서는 정통에 의해 규칙적

을 기도하고 스코틀랜드 국민에게도 감독교회의 잉글랜드 국교를 신봉케 한 것

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보수당(Conservative)은 이 토리당의 후신이다.

이다. 스코틀랜드 국민은 캘빈(Calvin) 파의

프레스비테리안(Presbyterian)27)

파

를 신봉했기 때문에 이에 반항해 도리어 잉글랜드에 침입했다. 그래서 왕은 국회
를 소집하고 그 군자금을 요구한 것인데, 국회는 이에 불응하고 왕의 비 입헌적

2. 보수(保守)·자유(自由) 양당(兩黨)의 대립(對立)

휘그당과 토리당은 제임스 2세의 왕위상속 문제로 격렬한 대립을 보았다. 전

행동을 꾸짖었으며, 왕군에 대항하고자 국민군을 편성했다. 이 양자의 대립이 곧

자는 제임스가 구교를 신봉한다고 해서 왕위 상속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후자는

기사당과 원두당의 대항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회정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에 반대한 것인데, 결국 후자의 승리로 제임스 2세가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즉

파당(派黨)이었던 것이다.

위했다. 그러나 그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고집하고 구교를 지지해 관용령

이것이 명예혁명기를 통해 휘그당(Whig)과 토리당(Tory)의 양당으로 발전해

(寬容令)을 발포하며 심사율을 중지해 구교도도 문무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나갔다. 즉 앞서 말한 내란 중에 찰스 1세는 국회당의 명장 올리버 크롬웰(Oliver

해 잉글랜드에 구교를 회복시키려 하고 전제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은 이

Cromwell)의 손에서 처형되고, 영국은 일시 공화국으로 되었다, 그러나 크롬웰

에 반항해 왕의 장녀인 ‘메리’28)가 출가한 네덜란드 군주 윌리엄29)을 초청해 혁명

의 아들 때 그의 어리석음으로 공화국은 전복되고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을 기도했다. 이에 왕은 프랑스로 도망하고 국회는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 3세
를 공동의 왕으로 하고 ‘권리의 선언’을 결성해 권리의 원칙을 세우고 또 1689년

국회에 영접되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찰스 2세는 프랑스 루이 14세를 모방해 왕권의 확장을 기도하고 민권

‘권리장전’으로 의결해 왕과 왕후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해 국민

을 무시했으며, 또 종교상으로는 구교를 지지했기 때문에 점점 국회의 신망을 잃

과 국회의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영국은 이때부터 내각책임제도가 형성했으니, 윌

게 되었다. 때마침 런던에는 악성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큰 수재가 일어나 인민은

리엄 3세는 영국, 네덜란드 양국에 군림해 제임스 2세와 아일랜드의 반란을 돕는

극도의 곤궁에 빠졌다. 그런데 궁정은 여전히 영화와 환락에 빠져 재정의 빈곤을

프랑스에 대항하고, 국정에서는 하원의 다수당인 휘그당을 등용해 내각을 조직

초래하고 그 결과 수뢰(受賂)와 매수(買收)가 공공연하게 행해져 정부는 완연히

하게 하고 정당 내각의 단초를 제공했다(1694년).

부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국회는 열심히 민권과 국교를 옹호하려고 해서 1673년

이후 2대 정당은 의연히 존속하고 제18세기 프랑스 대혁명까지는 양당의 주

심사율(Test act)에 이어 1679년 인신보호율(Habeas corpus act)을 제정하고 국

의(主義)는 거의 무의미하게 되고 양당은 오직 정권쟁탈을 일삼아 일방의 정권

27) 장로교파.

28) Mary
29)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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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면 다른 당을 재야당(在野黨)이라고 하는 데 불과했다. 프랑스 대혁명
에 즈음해 토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휘그당은 이에 찬성해 제18세기 전반기부터
하나는 보수당(保守黨)이 되고 또 하나는 자유당(自由黨)이 된 것이다. 즉 1832년
선거법 개정에는 토리당은 반대하고 휘그당은 찬성했으며, 1846년 자유무역안
의 통과에 즈음해서는 양당이 분열했다. 하지만 반대자는 역시 토리당이고 찬성
자는 자유당이어서 휘그당이란 명칭은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내각의
변천을 요점만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당
휘그당
보수당
연립(連立)
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자유당
보수당
보수당
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자유당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자유당
자유당
연립
연립
보수당
보수당
노동당
보수당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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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1846년
1846~1852년
1852년
1852~1855년
1855~1858년
1858~1859년
1859~1665년
1865~1866년
1866~1868년
1868년
1868~1874년
1874~1880년
1880~1885년
1885~1886년
1886년
1886~1892년
1892~1894년
1894~1895년
1895~1902년
1902~1905년
1905~1908년
1908~1915년
1915~1916년
1916~1922년
1922~1923년
1923년
1923~1924년
1924~1929년
1929~1931년

수상 Sir Robert Peel
수상 Lord John Russell
수상 Earl of Derby
수상 Earl of Aberdeen
수상 Palmerston
수상 Earl of Derby
수상 Viscount Palmerston
수상 Earl Russell
수상 Earl of Derby
수상 Disraeli
수상 Gladstone
수상 Disraeli
수상 Gladstone
수상 Marquis of Salisbury
수상 Gladstone
수상 Marquis of Salisbury
수상 Gladstone
수상 Earl of Rosebery
수상 Marquis of Salisbury
수상 Balfour
수상 Sir Henry Campbell Bannerman
수상 Asquith
수상 Asquith
수상 Lloyd George
수상 Bonar Law
수상 Baldwin
수상 Mac Donald
수상 Baldwin
수상 Mac Donald

The comet

연립(거국(擧國))
연립(거국)
연립(거국)
연립(거국)
연립(거국)
노동당
보수당
보수당
보수당

1931년
1932~1935년
1935~1937년
1937~1940년
1940~1945년
1945~1951년
1951~1955년
1955~1957년
1957년~

수상 Mac Donald
수상 Mac Donald
수상 Baldwin
수상 Chamberlain
수상 Churchill
수상 Clement R. Attlee
수상 Churchill
수상 Eclen
수상 Macmillan

3. 보수당(保守黨) 정책(政策)의 변천(變遷)

위에서 기술한바 내각의 변천에 따라 주장된 보수당의 정책을 일일이 상술하

는 것은 한정된 지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변천의 중요 요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1차와 2차 대전 사이의 보수당 정책을 보기로 하자. 1916년에
성립한 로이드 조지30)의 연립내각에 보수당은 참여하고 있었는데, 1916년의 입
후보 공인 선거에서 대승했다. 1921년 3월에 보너 로31)가 보수당 지도자의 지위로
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 물러나고 후임에 체임벌린32)이 보수당 의원 총회에서 만장
일치(滿場一致)로 당 지도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연립내각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보수당 내에서는 정책과 당 자체를 이유로 반대가 점차 높아졌다. 연립내각
의 반대파에 속한 자들은 아일랜드의 자치에 반대했다. 그래서 1922년 10월 19일
저녁에 칼튼 클럽에서 개최된 보수당 의원 총회에서 스탠리 볼드윈33)이 영도(領
導)하는 연립내각 반대파들을 보너 로가 그들 편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의 승리를
확정시켰다. 그리고 챔벌레인의 견해를 거부하고 보수당은 독자적으로 선거전에
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187표 대 87표로 통과되었다. 로이드 조지의 사임에
즈음해 보너 로가 수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보수당의 당수가 되었다.
당시 체임벌린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당의 보호무
역을 위한 선거민 획득은 좌절되었으며 1922년의 총선거전에서는 보너 로가 재
집권하면 관세(關稅)문제34)를 제기하지 않도록 보수당으로 하여금 공약하게 했
30) David Lloyd George
31) Andrew Banar Law
32) Arthur Neville Chamberlain
33) Stanley Baldwin
34) 1919년 영국은 낮은 노동조건을 통해 값싸게 제조된 일본 면제품의 수입이 자국의 면산업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재퍼니즈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보너법(Banar Law)을 제정, 영국보다 낮은
노동조건하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출을 모두 소셜덤핑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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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선 결과 보수당이 347석으로 압승하고 로이드 조지파와 애스퀴스35)파로

으므로 바로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에는 보수당은 급속히 세력을 만

분열된 자유당이 118석, 나머지 142석이 노동당의 의석이 되었다.

회해 다시금 집권하게 되었다. 그 조직은 견고화하고 확장되었으며 1952년에는

다음해 5월에 보너 로가 사임하고 스탠리 볼드윈이 수상 직을 배수(拜受)했으

종래 백만 미만이던 당원수가 275만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숫자로 격증했다.

나 후에 정식으로 보수당 지도자가 되었다. 새로운 수상 스탠리 볼드윈은 2개의

여기에는 보수당 정책의 일대변혁(一大變革)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

긴급안건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하나는 실업자의 증가와 무역의 쇠퇴이며 또 하나

다. 즉 그네들은 노동당의 사회개혁에 관한 기본요지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는 연립내각 반대정쟁으로 인한 끊임없는 악화상태에 있는 보수당 내 두 파벌의

1946년 보수당 연차대회에서 진보적인 당 지도자들의 동정을 받던 목적을 실

재통합에 대한 책략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개의 문제의 해결점을 관세개혁에

현하려는 청년보수당원들의 반발이 야기되었고, 보수당 정책에다가 노동당이 성

서 찾으려 했다. 그래서 1923년에는 1906년에 일어난 것과 같이 보호무역정책이

립시킨 많은 사회개혁안을 취입하자는 요구가 대두했다. 그 결과 1947년에 ‘산

선거민에 의해 결정적으로 거절되었다. 이 패배로 인해 당내의 두 파가 재통합된

업헌장’이 발표되고 또 1950년에는 ‘영국의 정도(正道)’가 발표되었다.

것이다. 이상한 일은 스탠리 볼드윈 수상에 대해 반기를 든 당원이 없었으며 그

1950년의 연차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이 당 지도층을 탈퇴하고 보수당이 내건

보호무역정책을 묵살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1924년의 차기선거에서 보수당

‘정강’ 중의 가혹한 주택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래서 도저히 토론이라고

은 과격주의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를 많이 획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연설 중에서 연간 30만 개의 주택이라는 마술적인 목표량을 건설하

1924년에서 1929년의 5년간의 보수당 치하에서 보호무역 지지의 정강은 쇠

겠다고 선언하자 그때부터 대의원들은 이를 결의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결정

퇴했다. 그러나 보수당이 야당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한 후 영국을 엄습해 온 도

했다. 당 위원장 울튼 경(Lord Woolton)은 손을 벌리며 일어서면서 “이것 참 훌

도(滔滔)한 1929년의 불경기가 보호무역을 다시 한 번 높이 부르짖게 했다. 이때

륭하다.”고 대의원들에게 말했다. 이는 울튼 경의 상투적인 말투이며 “이는 정말

는 이미 보호무역은 스탠리 볼드윈에 의해 제창되지 않고 보호무역지지 전쟁을

귀찮은 일이다.”를 의미한다. 그때 대의원에서 대대적인 환호성이 일어나고 울튼

비버브룩(Beaverbrook)36)에

경은 지도권을 위해서 목표량을 수락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는 이 외의 일을 아

로더미어(Rothermere)와

의해 조종되었으며 이 두

사람은 모두 1923년에는 보호무역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다. 비버브룩의 제국

무것도 못 했다. 이와 같이 해서 이후는 누구나 연차대회가 과거의 묵종(默從)에

내 자유무역과 외국에 대한 보호무역의 ‘십자군’적 제창을 원내와 선거구에 비상

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 동정적 공명을 초래했다.

확실히 정강에 대한 대의원 석의 승리는 단순한 지면의 승리만이 아니었다. 연

1931년부터는 거국내각이 되었지만 1935년에 스탠리 볼드윈이 수반이 되면서

간 30만의 주택 건축 목표는 다음 해의 총선에서 보수당의 선전 속에 당당히 끼

처칠37)의 영도력은

었던 것이다. 곤란한 경제문제에 직면하면서도 보수당은 집권 후 처칠 내각의 통

보수당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현저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1945년

화긴축과 절약정책으로부터 주택계획을 제외해 우선 취급했으며, 재무장관의 주

의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한 것은 처칠은 물론 모든 보수당원에게 비상한 충격

장을 물리치고 주택장관에게 노동당보다도 더 대대적인 주택계획을 작성하도록

을 주었다. 이 패배는 득표수의 격감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이 패

허용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사실인즉 1951년 이후의 보수당 정부의 치적은 이

배는 영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의견의 소개(紹介)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

기대를 확인했다. 노동당 실업자의 증가 예언과 보수당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

다. 린제이(A. D. Lindsay)가 말한 바와 같이 이 패배는 노동당이 내건 입법계획

격에의 반격은 확실히 오류임을 증명했다. 보수당은 주택계획을 확장시켰을 뿐

이 국민이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영국의 전

만 아니라,‘영국의 정도(正道)’에서 복지에 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그 때

통적인 지배계급의 특수사업이라는 종래의 ‘공공연한 가정’을 여지없이 전복시켰

문에 보수당 정부의 사회사업 예산액이 상승일로(上昇一路)를 걷고 있다.

부터는 보수당 영도 하에 내각이 없고 특히 2차 대전을 통한

<필자(筆者) 연세대교수(延世大敎授)>

35) Herbert Henry Asquith
36) William Maxwell Aitken Beaverbrook
37) Lord Randolph Henry Spencer Chur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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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송년음(送年吟)
서정주(徐廷柱)

대추나무에 풋대추들 물디리러 오던

내 참아 십이월(十二月) 검은 소(沼)에 지는 이무기도 못되야

진사(眞砂)의 꽃싸릿빛 몰리여 다니는 길을,

님이여 언제던가 나를 쓰담으시던

꼭 그러헌 민족혈맥사(民族血脈史)의 길,

그대 손길 닮아 용(龍) 비늘만이 돋느니.

선덕여왕(善德女王) 거처(居處)로도 가는 길,

님이여 그대집 추녀 끝을 또 스쳐가려

문무왕(文武王)도 거기라 가르치던 길,

서리 묻은 눈 묻은 용(龍) 비늘만이 돋느니.

신시(神市)의 참 눈에 서언한 장(시(市))

용(龍)도 없는 용(龍) 비늘만이 자욱 자욱 돋느니.

도리천(忉利天) 삼십삼천(三十三天)

환웅(桓雄)이 내리시던
그 개벽(開闢)날의 하늘의 찬란한 장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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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書架)
박목월(朴木月)

친구들이 서가(書架)에 나란하다.

벗기고 보면

외로운 서제(書齊)

아아 놀라운 그 분의 하늘.

등불 앞에서

가만히

나와 속삭이려고 이런 밤을 기다렸나 보다.

나는 책을 덮는다. (아아니, 얘기에 실증(失症)이 나서가 아닐세)

반쯤 밤비에 젖은

돌아앉아

그들의 영혼(靈魂)……

그분의 말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

나도 외롭다.

- 과연

한 권을 뽑아들면

누구나 이처럼 인생(人生)은 서러운가, 하고.

커피점(店)에서 만난 그 분과는

때로는 긴 밤을 생각에 잠겨 밝히면

사뭇 다르게

새벽 찬 기운 속에

너무나 다정(多情)한 눈짓.

서가(書架)는 아아한 산맥(山脈).

외로울 때는 누구나 다정(多情)해 지나보다.

친구 없고……

따뜻한 영혼의 미소(微笑).

골짜기에 만년설(萬年雪)의 눈부신 빙하(氷河).

때로 말씨가 서투른 구절(句節)도 있군.
그것이야 대수롭지 않는 겉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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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 나의 1959년(年) 유정(柳呈)

나는 심령(心靈)의 주술사(呪術師)-

나는 날개도 못 가진 박쥐-

내 눈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내 귀엔 모든 것이 들립니다.

방(房)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의 열쇠도

이게 그 독약(毒藥)입니다.

시간(時間)의 흐름 속에 묻힌 ‘알리바이’도

어둠 속의 여우 모양 해롱거리면서

풍설(風雪) 속에 갇힌 새 새끼 마냥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전율(戰慄)하는
내 위에서 천사(天使)로부터 마녀(魔女)로 변신(變身)합니다.
피 묻은 내 시체(屍體) 위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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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紀行)>

동남아(東南亞)와 구미여행(歐美旅行) 여담(餘談)
<그 2>

어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다.
다음날 저녁은 한 공사가 그의 조그만 자택에서 우리 한국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 같
이 여겨 우리를 돕는 콘스탄틴 브라운 씨를 불러 베풀어주는 만찬을 대접받고 또 며칠
후에는 국무성의 한국 관계관들을 불러 오찬을 같이 해주었다. 오찬 후 그는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난 우리의 좋은 이해자인 국무차관보 로버트슨 씨의 영접을 받게 해주었다. 워

오재경(吳在璟)

싱턴의 첫 주일에 나는 우리 서울에 와 있던 적이 있는 여러 친구들을 만났다. 프랭크 토
100일 동안의 여행을 마친 지가 100일이 넘었으니 지나간 그 짧은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김빠진 맥주(麥酒)와 같다고도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사라져가는 기억을 더듬
어 가면서 이것저것을 회상하고 또 기록하는 것도 뜻 없는 일은 아닌 성싶어 또다시 펜을
드는 것이다.
어둡기도 하면서 또 밝기도 한 느낌을 주는 파리를 PAA제트기로 출발한 지 8시간 반
만에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UN주재의 이수영(李壽榮) 참사관과 뉴욕 총영사
관의 함(咸) 부영사가 마중 나와 있었다.
예정한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 12시이다. 이 참사관과 작별하고 어쩐지 잠이 오지를
않아 혼자서 밤거리로 나섰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이 번화한 거리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유난히 정답
게 쌍을 지어 나란히 걷는 젊은이의 모습들이 지나치게 나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날 UN대표부를 거쳐 총영사관을 찾아서 도착 인사를 치르고 그날 저녁은 이수영
씨의 아파트에서 정성어린 저녁을 대접받으며 임병직(林炳稷) 대사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
과 시간을 즐겼다. 인생이란 나를 알아주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옛 성현의 말씀
을 생각하면서-.
비행기로 워싱턴에 도착하니 국무성의 직원이 마중 나와서 그 분의 안내로 예정된 호
텔에 들었다. 프레지덴셜 호텔이라고 하는데 중하에 속하는 그러한 호텔이다. 다음날
ICA본부 앞의 조그맣기는 하나 훨씬 정돈된 클라리지 호텔로 옮겨 거기서 수일을 머물
면서 2개월간의 미국 체류계획을 세우며 옛 친구를 분주하게 찾아다녔다.
워싱턴에 도착한 즉시로 전화를 걸어 대사관에 도착 보고를 했더니 양유찬(梁裕燦) 대
사가 곧 만나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사관을 들러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날 저녁은 새
로 마련된 훌륭한 그 대사관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많은 반찬 중에서 김치가 제일 나의
구미를 당겼다. 저녁 후에 대사가 그날 저녁 라디오와 텔레비전 두 방송을 한다기에 따라
나섰다. 한(韓) 공사도 동행해 대사의 시중을 드는 풍이 자연스럽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
끝에 11시가 넘어서 나는 내 숙소로 돌아왔다.
대사의 하루의 생활을 따라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니 외교관 생활도 그리 쉬운 것은 아
니다. 더욱 이분들의 보다 나은 봉사는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봉사를 근거로 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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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 씨는 서울에서 맺어진 애인과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울에서 부영사로 일
하던 그 부인은 지금도 부군과 같이 계속 국무성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갖게
될 2세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 좋은 직분을 그만둔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가정을 찾으니
벽면에는 우리 한국의 병풍과 그림 등이 장식되어 있어 나로 하여금 이국만리(異國萬里)
에서 고국의 냄새를 그리게 하는 것이었다. 또 우리가 부산에서 피난살이 할 때 우리나라
에 와서 일 보던 부슈너 씨는 지금 국무성에서 태국 담당관으로 있었다. 그는 만년 총각
으로 일찍이 음악학교를 나왔고 비행사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을 사서 혼자
서 안팎을 페인트칠을 하는 등 아담하게 정돈해 놓고는 이번에는 국방대학에 입학하게
되므로 그 집을 세를 놓는다는 이야기였다. 국무성의 소장 직원으로서 유능한 사람만이
이 국방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여기서 1년 공부한 후에는 보다 나은 자리에 옮기게 된
다. 이 부슈너 씨의 집을 구경하고 그와 같이 워싱턴에서 아주 오래된 조그만 유럽식 요
릿집에서 저녁을 같이 하고는 헤어졌다.
또 대구공보원의 책임자로 있었던 카사리 씨는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미 대사관의 의
전관의 일을 본 일도 있었다. 그는 덜레스 국무장관 시대의 15명의 젊은 비서 중의 하나였
고, 지금은 계속 허터 국무장관 아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터 씨는 국무장관이 된 뒤
에도 기왕의 직원을 그대로 눌러 썼다 하며 다만 두 사람만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얘기였다.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이었던 윌 씨 댁에서 저녁 전의 칵테일을 나누고 우리가
대구에 피난해 있을 대 어떤 모임에서였던가 한국말로 축사를 한 것으로 나에게 깊은 인
상을 주었던 맥도널드 씨 댁에 가서 저녁을 같이 했다. 맥도널드 씨는 전형적인 뉴잉글랜
드 사람이라 근면성실한 사람의 표본이고, 그 부인은 대중적인 사교성을 십분 발휘하는
아주 온순한 가정부인이었다. 귀국 당시에 일등 서기관이었던 그는 현재는 극동관계 인
사담당관이다.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
공보실에 있을 때 나의 상담역의 일을 봐주던 그레이 씨는 지금은 미국에 돌아가서 필
라델피아 시 근교에 살고 있어 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른다. 일주일간
의 워싱턴 생활을 마치고 난 후 철강업으로 이름 높은 피츠버그에서 5일을 머물렀다.
피츠버그 대학 구내에 마련된 블루스 홀이라 불리는 그 대학 초대총장의 이름으로 불
리는 호텔에 머물며 학생들의 생활을 구경했다. 나의 숙소와 연결되어 있는 학생기숙사
는 우리 일류호텔의 시설에 못지않았다. 이 대학은 남녀공학이어서 대합실에는 사랑을

Vol.41

67

속삭이는 쌍을 지은 젊은이와 사랑을 속삭이기를 기다리는 남녀들, 그리고 그 틈에 끼어

지 않는다.
30분가량 기다리다, 하는 수 없어 여러 번을 공중전화로 그 친구의 숙소에 연결해 보

열심히 책을 펴 읽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띤다.
이 학교의 본부는 47층의 고층건물이었고 옛날의 그 높은 사원을 연상하게 하는 이

았으나 허사였다. 1달러의 통화요금을 허비하고 나서는 역 구내의 여행인수호소에 가서

건물의 1층의 많은 교실은 여러 색다른 나라의 특색으로 그 하나하나를 장식하고 있어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곳은 주로 자력으로 여행 못 해 구호를 요하는 자를 돌봐주는 곳

인상 깊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없었으나 다행히 일본 것도 없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다. 남자직원이 나의 입장을 난처하게 생각했는지 또다시 뉴포트 국방대학에 전화를

일본 것도 끼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서글픔을 금할 수 없었다.

걸어주었다. 나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 퍼슨 투 퍼슨(Person to Person)이라고

하루 저녁은 호텔 가까이에 있는 극장에서 구경하고 있노라니 뒷자리에서 우리말 소

하는 것인데, 번호만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을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거는 사

리가 들려온다. 어찌나 반가운지 - 그들의 말소리는 고향의 노래처럼 듣는 나에게 고향,

람에게 대주고 연결이 된 후부터 전화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교환수가 5, 6차나 통

그리고 나의 집, 나의 친구들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젖어들게 했다. 이러한 경험

화연결을 하려고 애써보았으나 결국 헛수고였고, 다만 그 친구가 외출 중이라는 사실만

은 콜로라도의 덴버에서도 있었다. 로키 마운틴을 구경하는 이틀 동안의 버스투어를 마

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는 나의 호주머니의 귀한 달러를 허비시키기만 한 것이

치고 돌아와 영화를 보러 가는 도중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청년을 만나 반가웠으

아니었음은 후에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을 단념하고 보스턴으로 향하기

나 혹시 일본인이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말을 걸지 못하고 극장에 들어갔더니 뒤편에서

로 작정했을 때 그 여행인보호소에 전화가 걸려왔으며, 그 전화는 바로 내가 그렇게까지
도 연결하려고 애썼던 그 친구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다. 그는 역에 나오지를 않고 비행장

우리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반가워 그들과 인사를 교환했다. 그들은 덴버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 방학

에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암만 기다려도 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우리

동안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날은 저녁부터 일이 시작되므로 낮에 구

가 약속한 비행장이 아니고 역이었음을 깨닫고 허둥지둥 전화한 것이라 한다. 그 친구는

경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저녁을 같이 하자고 권했으나 그들의 저녁 일 때문에 나의 청

내가 한때 그와 같이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보았던 처지였음을 상기하고 혹시 내가 이러
한 기관에 문의하고 있을 것이리라 짐작하고 그리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는 것이다. 이리

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츠버그 시에는 40명 가까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주일이 되면 자기들끼

하여 우리는 예정시간보다는 한두 시간 늦었으나 만나는 데 성공했다. 그의 건망증에 관

리 모여 예배도 보고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 학생 셋을 찾

해서는 전부터 알아 왔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은 나와 관계없이 된 기관과 인연 없어진

아서 점심을 같이 하고 오후를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보내고는 다음날에는 그들의 따뜻

계통의 사람들이 나의 기억에 남게 된 것이다. 1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의 일이지만 내가

한 대접을 받았다. 부산 태생의 귀여운 여학생의 숙소에서 베풀어진 이 오찬에는 우리 학

뉴욕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장하기 위해 온 우리 손기정(孫基楨)

생들 6, 7명이 합석했다. 나는 도중에서 식료품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골라 값을 치르니

감독과 두 선수와 동행하게 되어 내가 예약한 호텔에서 같이 하루 저녁을 머물기로 하고

6달러이다. 이것을 동행한 해군 중위와 나누어 들고 목적한 곳에 도착해 보니 20년 전의

택시를 탔었다. 그런데 멕시코 계의 운전수가 가까운 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바람에

나의 학창시대가 연상된다. 하숙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자취할 때 아파트에 들어 나의

3달러 얼마의 요금을 지불하여, 억울하게 시골뜨기 노릇을 한 일이 있었다. 11년 후인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며 살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서 들고 돌아올 때의 이 일 저 일이

번에도 같은 경험을 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려고 비행기 편으로 버펄로에 이르

눈에 선해 몹시도 그리워지는 것이다.

러 거기에서 리무진이라는 합승을 타려고 물었더니 그런 편은 없다고 하며 택시를 불러

피츠버그 시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이르러 필라델피아로 떠나는 나는 얼마 전에
일어난 비행기 사고를 생각해 비행장 안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12,500달러 상당의 보

주기에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타고 나이아가라에 이르니 12달러의 요금에 팁을 합해 13달
러 50센트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험을 걸고 이것을 우리 원화로 환산해 보고는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머릿속의

나이아가라에만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전부 구경할 수 있을 줄만 알고 있었는데, 폭

그 계산을 지우려고 애썼던 것이다. 사무 보는 직원은 영수증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보통

포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며 그것도 캐나다 쪽의 것이 더 크고 웅장하다는 것이어서 캐나

으로 할 것인가 비행기로 할 것인가 하고 묻기에 보통으로 하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다의 폭포를 보지 못하면 구경을 온 보람이 없다는 것이다. 미리 캐나다의 입국사증(入

내 비행기가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돈이 나의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고

國査證)을 얻어두지 못했으므로 체념을 하고 다음날 떠날 때 또 비싼 택시 신세를 져서는

생각 안 할 것을 생각하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안 되겠다고 버스 회사를 찾아 매시간 발차하는 합승택시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표를

뉴포트의 해군국방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역에 다다르니 그 친구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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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러 가지 않으려는가 하고 물으며 5달러만 내면 4시간을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다는

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처와의 전화는 3분이란 짧은 시간에 끝났고 요금으

것이다. 나는 캐나다 입국사증이 없다고 했더니 그는 나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차를 끌

로 12달러와 세금 얼마를 지불했으나 몹시 흥분되어 할 말이 궁할 정도였다. 그러나 귀

고 나와 나를 태우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걸려 있는 다리 옆의 이민국 출장소로 가

에 익은 그리운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이었다.

서 교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증교부를 받은 나는 뜻하지 않던 캐나다 구경을 하게 되

며칠을 그레이 씨 댁에서 머문 나는 그가 운전하는 차로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직행하
면 4시간 거리였으나 아이크38)의 농장으로 이름난 게티즈버그를 거쳐 가기로 했다. 게티

었고- 이리하여 나이아가라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뉴욕에 들를 기회가 3번 있었다. 한 번은 미국에 도착했을 때이

즈버그는 남북전쟁 당시의 격전지였으므로 그 유적을 구경하려는 것이다. 그 길에 펜실

고, 다음번은 필라델피아 근교의 조그만 마을인 웨인에 사는 그레이 씨의 집에서 일주일

베이니아 주의 수도 해리스버그의 교외를 지나므로 1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나의 미국

간을 머물기로 한 그 첫날 오후에 그들 부부의 권유로 같이 가서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된

구경의 한 토막을 재미있게 마련해 준 노파를 만나보기로 했다. 미국에 도착한 며칠 후에

것이 그것이다. 그 두 번째는 그레이 씨가 새로 장만한 60년식의 포드 차로 유료 자동차도

그 노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고령에다 오랜 심장병으로 고생한다기에 문병을 하고 싶었

로를 쾌속으로 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고속이다. 뉴욕까지 가는 데 지불한

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간다는 연락을 해 두지는 못했다. 도중에 초콜릿 한 상자를 사

통행료는 약 2달러이니 비싼 것은 아니다. 도중 개라지(garage)에서 가솔린을 주유하는

들고 그를 찾았다. 만나서야 알았지만, 그의 비서격인 여인이 그 전날에 나의 여행을 짜주

것인데, 그 주유하는 시간을 이용해 차 청소도 해주는 것이었다. 도중에 해가 저물어 자동

는 워싱턴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나의 여정을 묻고 그리 들러줄 수 없겠느냐고 알아보았

차 여행자를 위해 길가에 마련한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다시 달리기를 계속했다.

으나 허사였다는 것이었다. 그 노파는 나를 만나자 매우 흥분하는 것이었다. 잠시 그 흥

뉴욕에 도착해 우리가 머문 호텔은 그레이 부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그 졸업생과 졸업

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두어 시간을 보냈다. 갈 길이 멀어 그

생의 가족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남국풍의 호텔의 9층을 전부 빌려서 마련한

리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었다. 이 세상에서 또다시 만날 수 없을 그

것으로 동창회 사무실도 거기에 있었으며 때때로 학교관계의 모임도 가진다는 것이다.

여인이 10년 전 6·25의 참변으로 암담했던 나의 미국 체류 기간 중에 마음의 위안을 주었

다음날 아침 우리 일행은 같이 내가 고국을 떠날 때 처로부터 부탁을 받은 악보와 레
코드를 사러 나섰으며 점심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들의 아들로부터 대접받았다.

던 것이다. 사변이 일어나던 2, 3일 후 그 여인은 워싱턴으로 나의 거처를 문의해 디트로이
트 시에 체류하는 나에게 전보를 쳐주었다. 그 전화의 내용인즉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안내한 곳은 그가 속해 있는 클럽 식당인데 넓은 창을 통해 자유의 여신을 빤히 바

“우리 집은 항상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거나 당신이 필요할 때를 위해.”

라볼 수 있는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영국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들의 낮의

나는 그의 따뜻한 인정을 이러한 전문을 통해 마음속에 간직하고 7월 30일 많은 사람

생활에 못지않은 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동란의 우리나라로 돌아왔던 것인데, 그 후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활, 즉 사교생활이 필요하다. 형식이나 체면에 구애되지 않는 실
질적인 사교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많은 조건이 더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그러한 조건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볍고도 건전한 그들과 같은 사교는 여성들의 생

는 항상 그 분의 마음씨를 하염없이 그리워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지 못했던 그 여
인을 또다시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워싱턴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번 여행에서는 마지막이 된 뉴욕 방문을 세 번째로 떠

활에 더 필요한 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녀가 다

났다. 뉴욕에 도착하니 웨인에서 같이 한 주일을 묵은 그레이 씨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같이 생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발견

걸려왔다. 전화를 걸고 있는 장소를 물었더니 뉴욕이라는 것이다. 그와 나는 한미재단의

한다고도 하겠다. 이야기가 좀 비약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루를 뉴욕에서 보낸 후 또다

간부 몇 사람과 같이 UN본부에 가서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양복을 사겠다는 나를 안

시 차를 달려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친구 집에 머무는 동안 집 후원을 매만져주고

내해 거리로 나섰다. 가장 대중적인 양복점에 들어가서 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잡으니

잔디 깎는 차를 움직여보기도 하고 그의 손자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의 동무 노릇도 하

엄청나게 비싸다. 하는 수 없이 50달러짜리로 사기로 했다. 그러나 그때가 오후여서 그

고 하며 즐거운 수일을 보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내 처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장

기성복을 고칠 시간이 없다는 것이므로 보스턴의 숙소로 부쳐 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그

거리 전화를 걸었다. 미국 시간으로는 그 생일 전날 저녁 7시지만 서울 시간은 생일날 아

러면서도 약간 마음이 불안했다. 그리 비싼 것은 아니지만 모처럼 산 양복인데 과연 그리

침 8=7시가 되는 것이다. 퍼슨 투 퍼슨이라 첫 번에는 서울의 처가 이웃에 볼 일로 출타

로 배달이 될까 의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틀 후 그 물건은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 숙

중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앞뜰에서 저녁을 먹느라고 전화 연결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

소에 도착해 나의 방으로 전달되었다. 나의 마음은 흡족했다. 그것은 그때의 나의 심정

던 것이다. 얼마 후 다시 전화가 걸려 와서 받으니 조금 전에도 연결을 했다는 것을 부드

38) Ike;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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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확실히 50달러 이상의 가치였다. 어디에서 물건을 사든 그 물건을 정한 시간에 정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고맙게 느
껴지다니.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는 일을 당연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습성에 젖어 사는
탓이었을까?

◇딱정벌레의 안구(眼球)를 연구(硏究)

미(美) 공군(空軍)서 항공기(航空機) 안전착륙(安全着陸) 위(爲)해◇
미 공군은 하등동물의 뇌에 대한 집중적인 한 연구조사를 후원하고 있다. 어떤

보스턴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8시가 좀 지나서였다. 나는 아직 자리에 누워
있었다. 전화가 걸려 왔기에 무심히 수화기를 들었더니 뜻하지 않은 생일 축하 노래가 들
려온다. 그레이 씨 내외가 어디서 어떻게 알았었던지 호적상의 나의 생일날인 6월 2일인
바로 이날을 축하해주었다. 불행히도 나는 어려서부터 음력의 생일을 지내온 습성이었기
때문에, 좀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어떻게나 고마운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가 없
었다.

하등동물은 가장 우수한 과학기구로도 아직까지 해낼 수 없는 훌륭한 생래(生來)
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동물의 뇌와 감각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면 그와 똑같은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대부분은 보다 원시적인 곤충류에 속해 있는 딱정벌레의
눈(안(眼))과 뇌에 집중되어 있다. 딱정벌레 뇌의 매커니즘은 보다 진화한 곤충들의

보스턴에서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여 변호사로부터 점심 대접을 받았다. 점심 먹은 곳
이 보스턴 항의 부둣가의 ‘청조(靑鳥)’라는 생선 전문의 조그마한 요릿집이었다. 그 여변

그것보다는 훨씬 단순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고색창연한 튀빙겐[Tübingen]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연구의

호사는 나에게 그 식당의 유서를 설명해 주었다. 소위 보헤미안 식이라는 것이다. 중년

결과로 속도를 측정하는 종래의 것보다는 훨씬 민감한 기계를 제작할 수 있게 되기

신사가 나와서 정답게 영접한다. 그가 식당의 주인이고 그가 보헤미안 형의 사람, 즉 제

를 희망하고 있다.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는 그리 혼잡하지 않은 식당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피아노 앞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딱정벌레의 차고난 ‘속도계’를 모작(模作)할 수는 없다.

에 앉아 우리를 위해 또 그 자신을 위해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연주해 준다. 한 곡

현재 진행 중인 딱정벌레의 안구 뇌 연구는 튀빙겐 대학교의 하젠슈타인, 라이케

을 다 마치고 난 후였는지 혹은 연주 도중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는 다시 와

르트 두 박사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시작된 것이다. 딱정벌레는 다른 모든 곤충들

서 조용히 말하기를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의 이름을 알아맞히면 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과 마찬가지로 복안(複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안은 ‘오마티디아’39)라고 알려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아마 나일강일 것이라고 했더니 옳다고 하며 약

수천의 현미경의 것과 같은 극히 작은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속대로 가져온 상금을 펴보니 자유중국 지폐로 10위안(拾元)이었다. 그는 메뉴 몇 장을
종이 대신에 가져와서 내가 다정하게 지내는 친구 몇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써달라는 것
이다. 그대로 해주었더니 항공편으로 그 메뉴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후에 돌아와서
알았지만 그는 그대로 했다.

이 시각중추에서는 각 렌즈로부터 받은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통합되어 외
계에 대한 전모(全貌)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기 상이한 시찰이 통합 조정되는 곳은 딱정벌레의 뇌라고 튀빙겐 대학
교의 두 교수는 보고하고 있다. 이 벌레의 뇌의 시각중추에는 ‘오마티디아’로부터

과연 인생을 제멋대로 즐기는 타입의 사람인 성싶었다. 사회풍기(社會風紀)를 깨뜨리
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의 눈치에 꺼리지도 않으면서 무엇이든 남의 눈치 안 보고 제멋대
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를 부러워하기
도 했다.

오는 미세한 전기적 충격의 계기를 통합해 시도뿐 아니라 시간감각으로 변형시키
는 일종의 ‘분석기’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두 박사는 믿고 있다.
이 분석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공군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기
계의 제작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것은 착륙속도를 지시해 줌으로써 착륙 시의 과속

미국에서 보낸 2개월에 대해서는 쓸 것이 많다.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날아다니며 이

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가치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것저것 더듬다가는 또 어디론가 달려가는 이러한 행각은 오늘의 정지된 나의 행동 목표

주로 딱정벌레의 안구 연구에 힘입어서 비행기의 전단과 후단에 빛에 민감한 세

를 잡아보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또다시 그러한 현실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분석하고 정

포와 같은 것을 일종의 분석기와 연결시켜서 장치하는 방향으로의 진보의 자취가

리해보려는 그러한 나의 머릿속의 뜬 생각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끝)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필자(筆者) 전(前) 공보실장(公報室長)>

39) 원문의 오마티레는 오마티디아로 보임. 곤충의 겹눈구조는 수백, 수천 개의 오마티디아
(ommatidia)라 불리는 아주 작은 광학 구조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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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市) 교육(敎育)의
현실(現實)과 전망(展望)

하는 안건의 제출과 의결사항의 집행을 하는 한편 교원의 인사, 교과서, 취학사
무, 통학구역 등 국가사무를 담당한다.

2. 서울시(市) 교육(敎育)의 현실(現實)

김영훈(金泳薰)

6·25 동란을 계기로 급증하는 서울시 인구의 수용 활로 등 많은 민생문제가

현실과 장래라는 것은 ‘과거’라는 경험의 존재 위에 이루
어지는 것이기에 서울시 교육의 현실과 전망을 말함에 있
어서도 자연 서울시 교육의 과거라고 볼 자치제수립 전의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교육자치제로 전환된 동기라든가
자치제의 이념도 이 나눈 시기에서의 현실과 전망을 다루
는 데 부언할 필요를 느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야기되고 있음과 같이 우리 교육부문에도 200만을 헤아리는 시민의 자제양육이
오늘날의 중차대한 문제로 데뷔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양적 면을 보면 서울시 교육이 자치제로 전환되기 전에 초등학교[초등학
교] 수가 87, 중학교가 95, 고등학교가 91개교였는데 3년 후인 현재의 수는 초등
학교[초등학교] 96, 중학교 100, 고등학교 95라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형
편이다.
이것을 토대로 초등학교[초등학교]의 경우를 들어 논하면 3개년간의 증가학교
수인 9개교로는 기하급수적 증가율을 보이는 학생 수에 도저히 비례하지 못한다.

1. 자치제(自治制) 전후(前後)의 서울시(市) 교육(敎育)

그래서 1학급당 80명 내지 90명이라는 아동을 수용하고 이래도 모자라 3부

한국의 교육이 일제의 식민지교육 하에서 가장 중요시기에 조락(凋落)되었기

제·4부제라는 어마어마한 수업편제가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우

때문에 우리의 정신(민족)교육과는 자연 편벽되고 먼 코스를 밟았고, 또한 불의

리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법정 학급정원인 1학급당 60명이라는 것은

의 6·25사변 발발로 그나마의 교육시설도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치제수립

꿈과 같은 말로만 느껴지며 강당, 기타 가교실을 포함하고서도 1,140교실의 부

전의 사정이란 질서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참혹 그대로였다.

족이라는 비참의 극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제도로서의 교육 자치는 필연적
으로 그 존재가(存在價)를 발휘하게 되었으니

둘째, 질적 면을 고찰하면 의무교육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균등교육의 이념
에 배치된 현상인 학교차를 제거하고자 부심(腐心)한 구상 끝에 그 제1방안으로

○ 교육은

정치에서 절연해 엄정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
성하고

학구제(學區制)를 단행했던바 처음에는 이에 대한 각종의 잡음이 불소(不少)하더
니 올해 들어서는 유력자층에서 자기 학구 환원자(還元者)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 중앙집권적 체재에서 벗어나

박차를 가해 시내 교장급의 이동을 고려했던 바, 거의 90퍼센트라는 성과를 거

○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자는

두었고 이어 A. B. C지구의 순환근무제 시책으로 유형 무형으로 조성되었던 학

이념 하에서 전국적으로 8년 전에 우리 서울로서는 3년 전에 그 실시를 보게

교차의 완화를 보게 되었다.

된 것이다.

중등교육에서도 입시준비 교육을 지양케 하고 정과수업의 엄수를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교육이 3년이라는 자치역정을 걸어왔는데, 그 행정체계상의
구체적인 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제반 시책의 뒷받침이 되는 재정면을 보면 작년부터 교육세 제도가 실시
되어 교육의 모든 재정적 원천이 그에 의존하게 되었는바, 그 교육세는 국세 교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의장인 시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육세와 지방 교육세로 분리되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교육세는 서울시민의

구성된다. 이분들은 4년마다 반반씩 교체되는 것이니, 위원들은 당초에 서울시

교육에 사용되지 못하고 약70퍼센트가 지방 환부(還付)로 지출되고 나머지 30퍼

의회에서 선출된 덕망과 열성이 있는 분들로 사실상 민간인이면서 지역사회의

센트의 환부금과 영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로 운영되는 고로 확대

교육적 요구에 의해 이 지방 교육문화의 일에 대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다.

일로에 있는 서울시 교육의 뒷받침이 되기에는 너무도 궁핍한 실정이다. 여기에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의론하나 실지 기술면에 들어서는 ‘교
육감’에게 일임한다. 도 교육감은 휘하에 공무원을 통솔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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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놀라운 사실이 출현될 것이므로 여기에 서울시 교육관계자의 애로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교육공채를 생각했던바
다행히 많은 인사의 협조로 시의회의 통과까지 보게 되었다.
물론 50억 원(圓) 공채발행에 대해 기우에서 오는 반대론자가 없지 않으나 50
억이라는 수치가 우리 자체수입으로 10개년 간에 충분히 상환이 된다는 것, 발
행절차도 3단계로 나뉘어진 점, 목적이 교실의 증축이며 또 이자도 연 6퍼센트로
소화에도 용이한 점, 소화 방법도 평면 소화라는 등에 착안할 때 쉽게 수긍되어
질 것이다. 공채발행 목적인 교실 증축도 결코 현상 타개라는 적극성보다 5년 후
에는 현상을 유지함에 지나지 않는 소극성에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 현 사회의 물의를 독점하고 있는 학생 도의(道義) 면을 보면 학생의 내면
적 생사의 순화를 꾀해 도의를 앙양하고자 교도제(敎導制)를 실시했고 교도 양성
에 예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자치면도 고려해 지역별 교외지도위원회를 조직하게 했고 간부학
생 훈련도 계속했던바 의외의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3. 서울시(市) 교육(敎育)의 전망(展望)

교육이란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의미에서 그 성과 여하는 국가의

성쇠와 직결되므로 그 전망이란 항상 아름다워야 할 것이라고 보나 전술한바 모
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최첨단을 걷는 서울시 교육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첫 이상일 1학급당 60명 수용이라든가 학생 1인당 보건장(체육
관) 1평의 확보 등은 밀집의 도를 극한 서울시 사정으로는 도저히 실현될 것 같
지 않기에 말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타개를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공채로 다소나마 교실사정
은 완화될 줄 믿으며 지적 면에서도 건전한 2세 역군의 배출을 위해 현재 성과를
올리는 교도제 등 시책을 계속 강화해 참된 배움의 전당을 이룩하고자 한다.
바라건대 학부모 여러분들은 서울시 교육 담당자들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계
획에 뒷받침이 되어주면서 끊임없는 지도편달(指導鞭撻)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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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特輯>

한국(韓國)의 현실(現實)과 전망(展望)
금강산(金剛山)에 노던 생각

고희동(高羲東)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어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수립된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원통하고도 가엽게 금강산은 철의 장막 속에 유폐되고 말았다.
가려 해야 갈 수 없고 보려 해도 볼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의 둔한 화필을
잡아 그려서 보기를 여러 번째 했다. 이 그림도 또한 42년 전에 갔을 때 보았던
삼선암(三仙巖)이다. 깎아 세운 듯한 세 개의 봉우리가 늘어서 있다. 때때로 구름
이 왕래하고 그 밑으로 뒤로 돌아가면 만물상(萬物相)으로 들어서 가게 된다. 그
기이한 형상은 그림으로도 아니 되고 말로도 할 수 없다. 굽이굽이 돌아들어 가
는 대로 변화가 한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갖은 물상이 나타난다. 그
래서 이름을 만물상이라 한 줄 안다. 언제 한번 다시 가서 볼 수나 있을는지 애끓
는 듯 깊은 한을 품고 둔필(鈍筆)이나마 뽑아 들어 한 폭의 그림과 두어 마디 말
을 써서 모처럼 부탁하신 공군 본부에 드리는 바이다.

= 내용(內容) =
△ 통일(統一)에의 노력(努力)과 분단(分斷)의 비극(悲劇)
△ 한국(韓國) 통일문제(統一問題)의 회고(回顧)
△ 외국원조(外國援助)와 한국경제(韓國經濟)

△ 한국(韓國)의 현실(現實)과 역사철학(歷史哲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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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립의 경위는 대략 이상과 같거니와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분단(分斷)의 비극(悲劇)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 국가 건립이 우리 자력에 의해 획득한 그것이 못
되고 연합국에 의해 특히 공산 대 민주라는 주의사상의 심각한 대립이 형성된 미
소 양국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완전

장택상(張澤相)

히 양분되었다는 사실이여, 이로 인해 우리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되었다는 가슴

1.

아픈 일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나간 해방 14년간의
정치정세의 변천처럼 중대한 의의를 갖는 예도 없거니와
앞으로 민주국가 건설에도 이처럼 중요성을 갖는 때도 없
을 것이다. 유사 이래 4천여 년의 긴 한국사에 비긴다면 해
방 14년이란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14년이란 기간은 우리 민족사가
뿌리 깊이 박아 온 전제 봉건 체제적 요소와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수탈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적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첫 시련기였고 진통기였다.
대한민국 건립 전후를 잠깐 보자면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가고 우리 민족이 해
방의 기쁨에 도취됨도 일순이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목으로 북위 38도
선을 경계해 북한에는 소련군, 남한에는 미국군이 진주했고, 급기야는 남북한
이 모두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연합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이에 격분한 민족진영은
반탁운동을 맹렬히 전개했고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은
신탁지지운동으로 나가게 되니, 이 민족은 정치적, 사상적으로 2분했고, 이러한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립 이래 우리의 지상 과업은 무엇이었던가 더 말할 것도
없이 곧 잃어버린 땅을 회복함으로써 남북의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 주권의 북
한에의 신장이다.
대한민국 10여년 사가 보여주는 정치적 혼잡과 기복 그리고 반민주적 요소의
범람은 민주정치의 훈련이 없는 급작 정치인에 의해 노정(露呈)된 사실이라 이는
별도로 탓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위정자나 우리 온 국민이 조국의 국토통일을
위하는 마당에서 단결되었고, 과감히 반공전선에서 싸웠던 것은 사실이다.
공군본부 정훈감실로부터 ‘통일에의 노력과 분단에의 비극’이라는 제목 하에
글을 써달라는 청을 받았다. 한국의 현실이라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부문의 현실의 자태가 있을 것이요, 전망이라 할 때에도 이
같은 모든 부문에 대한 전망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성질의 것도 못 되며 또 이 글이 주로 반공전선, 다시 말
하면 통일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창공을 지키는 공군 동지들이 볼 것을 생각하고
한국의 현실과 전망을 국토통일에의 노력을 주로 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혼란의 와중에 2차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되고 말았
다. 그 후 좌익계열의 파괴 행동은 날이 갈수록 격화했고 그들은 우리 민족의 자
주독립을 의식적으로 방해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한국의 독립이 무한정 지연될 것을 우려한 미
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것을 결의해 1947년 9월 유엔총회에 제기했다. 유
엔은 한국독립 정부수립을 인정하고,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
했고, 한국위원회는 동년 12월에 내한했으나 소련의 방해로 북한 입국이 거부되어
1948년 2월의 소총회 결정에 따라 선거가능지역인 남한에서만 5·10선거를 통해 제
헌국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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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祖國統一)!

2.

이 명제는 우리 겨레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10여 년 내의 절통한 비원(悲願)
이요, 민족 최대의 지상과업임을 인식할 자없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하고 또 우리 국토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통일 민족이었다. 저 멀리 민족사회나 부족국
가 시대는 말할 것 없거니와 신라 통일 이후 8·15해방으로 인해 국토가 양단되기
전까지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국운의 성쇠와 소장(消長)은 있었을망정 하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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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統一)에의 노력(努力)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동족상쟁(同族相爭)과 골육반목(骨肉反目)을 밥 먹듯이 알고 선조와 친족을 원

이 민족 간에는 그래도 민족의 분열과 국토의 양단은 없었다.
지금의 세계는 국제사회 시대며 만민평등과 각 국가 각 민족이 서로 평등하며

수로 보면서 이를 정당한 과업으로 알고 있는 이 흉악한 철학은 4천여 년 인도주

자유와 행복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과 국제정의의 근본이념이다. 연합

의 정치철학을 기본으로 한 우리 민족으로서는 이들과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국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승인된 것도 이와 같은 국제정의에 입각한 것이거늘 어

없는 것이다.

찌하여 우리 민족은 민족의 분단과 국토 양단의 불행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 민

지금 우리 민족의 거의 반분과 국토의 절반은 공산 치하에 침해되고 있으니 인
도주의 이념에 의한 민주정치 실현은 국토통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족은 영영 국제사회의 희생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해방 직후 미소 양군이 남북한에의 분할 진주는 단지 일본군 무장해제의 명목

다음 경제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은일국(隱逸國)으로 그 발전이 뒤떨

에 의한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련의 북한에

어져 세계열강의 호사(好飼)의 적(的)이 되었다가, 마침내 일본에게 독식 당함에

대한 영토욕 그것이다.

따라 2차 대전 종결까지는 일본경제권 내의 한 구성분자로 그들의 경제착취의

러시아는 그의 제정 때부터 부동항 획득의 야심에서 한국 특히 북한의 청진(淸

대상이 되어 발전이 저지되어 왔다.

津), 원산항(元山港) 등을 호시탐탐해 왔으며, 구한말 한국 내에 일본, 러시아, 청

해방 후 38선으로 국토는 양단되어 북의 중공업 지대와 남의 농업생산지대로

나라의 세력이 서로 각축할 때에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러시아

양분되니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다. 다행히 휴전 후부터는 미국의 경

는 청나라에 대신해 일본과 세력 각축이 있을 무렵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제원조로 부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8·15 전 수준에 미달한 생산부문

한반도 내인 북위 39도선으로 중립지대를 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

이 수두룩하다 하며 또 미국의 경제원조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성질의 것도 아니

이 같은 사적(史蹟)을 고안(考案)할 때 한반도의 남북분할론은 러시아 일본 간
의 한국 요리방법으로 이미 논의되었던 바요, 이것이 급기야는 만주에서의 러일

다. 그러므로 국토의 통일로 지금 양단된 단일 경제체의 회복 없이는 참다운, 그
리고 영구적인 한국경제의 자립은 어려운 것이다.

양국의 이익상충과 더불어 각기 전 국운을 쏟아 전쟁으로 이끌게 된 것이지만,

이상은 조국통일의 중요성을 몇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 것이지만 전체

오늘의 소련은 제정 러시아의 후신이고 보면 해방 후 38선을 경계로 한 소련의

적으로 볼 때 국토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이룰

북한 점령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목 하에 제정 이래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수법임을 넉넉히 간파할 수 있다.

3.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온 세계는 이에 노력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국제연합이란 기구가 창설된 오늘에 우리 민족은 침략자 소련에 의해 침

국토 양단의 비극과 그의 역사성 그리고 조국통일의 필요성은 위에 말한 바이다.

략을 받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며,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통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완수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국

의 지상 과업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조국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적 내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릇 인류의
가치는 그 문화수준의 고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만년 인류사에 나타난 인류문
화는 유물주의의 산물이 아니고, 정신문화의 산물인 인정, 도의, 강상(綱常)에 반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외교요, 또 다른 하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이다.

영되어 있다. 유물주의가 빚어낸 잔학상은 우리 민족이 몸소 체험한 바 6·25 한

거듭 말하거니와 현 세계는 국제적인 사회요, 온 세계 인류는 우리들 세대에

국동란은 고사하고라도 최근 헝가리 사변에서 볼 수 있는 무서운 수법과 기교는

두 번에 걸쳐 참혹한 세계대전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 2차 대전 후 세계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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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된 국가로서 연면국맥(連綿國脈)을 보존해 왔으며, 구한 말 한일합병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된 국가요, 또 한국 통일에 대해서도 유엔

서 횡포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고 보면 위정자만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다.
권력이라는 과실은 지극히 감미로운 것이므로 누구나 한번 잡으면 좀처럼 내

총회에서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을 통일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놓으려 들지 않으므로 자연 무리가 생긴다. 그래서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과 반대
파를 제압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민주적 사고방식이 생긴다. 이것은 해방 14년

조치로 통일방안을 취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을 통일시키자는 것은 유엔의 일관된 정신이며 이를 위해 유엔은 온갖 노

간을 통해 정치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국민에게 자치능력이 뚜

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유엔은 소련 측의 반대에 직면하자 아무 성과 없는 결의안

렷하다면 이 같은 독재와 독선은 횡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각자가

만을 통과시켰을 뿐 그 이상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국동

반성할 점이기도 하다. 다음 민주정치란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민을 위해 법대로

란을 통한 절호의 통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속수무책이었다.

정치를 하는 데 있다.

이상에서 본 바는 유엔기구를 통한 조국통일을 위한 방안이며, 여기에는 물론

법의 평등이 있는 나라에는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법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국민의 열성적인 성원이 작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

평등이 없는 나라에는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것은

다. 앞으로 더욱 계획적이며 기동적인 외교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과거 서구 폴란드의 역사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오늘날 나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이다.

이제 국내정세를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하존비(上下尊卑)가 다 권태

국제적인 시기의 열성은 국내적인 힘이 뒷받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 빠져 기식(氣息)이 엄엄해 마치 영양실조 걸린 병자처럼 소생할 희망을 상실한

또한 조국통일의 관건은 곧 우리들의 힘에 있다. 여기에 힘이란 반공을 토대로

감을 주고 있고, 우리 수도는 반란도배가 포진하고 있는 단거리 지점에 놓여 있
어서 어느 때 당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몰지각한 유한무위도배들이

한 민주역량의 결속에 의한 ‘힘’을 말한다.
반공의 의식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도에 정비례할 것이요, 민주적 역

궁사극치(窮奢極侈) 생활에 넘쳐서 마치 로마 제국 말기의 현상을 그대로 연출하

량의 결속은 국민 개개인에게 의무와 권리가 제대로 나누어지는 불평 없는 사회

고 있다. 부와 권세의 차이가 현수(懸殊)한 국가는 국민의 불평이 그 도를 넘어

형성을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진다.

반드시 반국가사상이 배양되며, 이 반국가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기 어려

위정자들이 크게 반성할 점은 실로 여기에 있다. 입으로만 반공이다, 조국통일

운 것이다.

이다, 부르짖지 말고 자기들이 참다운 국민의 공복임을 인식하고 법에 따라 충실

부가 부를 가져오고 빈곤이 빈곤을 이룩할 때 그 다음 오는 것은 공산주의 이

히 맡은 바 직책을 다하면, 국민은 국가 내지 정부를 신뢰할 것이요, 반공을 위한

론에의 감염밖에 없다. 더욱이 공산괴뢰는 국민의 불평의 틈을 타서 공산선동을

민주적 역량은 자연 결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행함에 있어서야…….

그리고 민주정치란 우선 주권자인 국민이 각자가 주권자임을 명백히 자각하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원동력은 반공에 입각한 민주역량의 결속에

고 자기의 주권 행사가 누구의 힘에 의해 짓밟히지 않는 자치능력을 갖는 것이

있고, 민주역량의 결과는 불평 없는 사회, 각자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필요하다.

생기 있고 명랑한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관이나 민이나 모두 합심

민주주의 해석에 있어서 미국 학자

베크40)

씨는 그의 저서 『근세 민주주의』란

책에 “민주주의의 완벽은 개개의 국민이 자율적으로 통치할 줄 아는 데 있다.”고

진력해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의 지상과업을 완수
함에 민족 총역량을 경주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필자(筆者) 반공투쟁위원장(反共鬪爭委員長)>

했다.
40)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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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율적인 통치능력을 갖지 못할 때 마침내 독재와 독선이 이 틈을 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기구인 유엔을 구성했다.

한국통일(韓國統一) 문제(問題)의 회고(回顧)
오종식(吳宗植)

선거 대는 국제연합 감시 하의 선거를 중심으로 그 방안과 어구의 차이로 논란
을 거듭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간단한 것이니 미소 공동위원회 이래 수많은 통일론을 들었으
나, 그것이 실현되려는 성의도 안 보여주었던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카슈미르
[Kashmir]의 총선거가 국제위원회에서 결의된 지 오래나 아직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보건대, 그간의 경위를 더듬어 본다면 이상 더 간단하고도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선거는 말이나 결의로 되고 그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1.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투표와

표기한 난문제는 금년도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준비되

개표가 아무런 지장 없이 끝나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승복할 있는 안건이 양성

었던 숙제의 하나로 넘어갈 것 같다. 이제는 당사자인 우리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를 한다는 논의보다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

도 현실에 목메어 초조한 느낌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국

어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국토통일을 위한 선거를 말하는 경우는 정반대되는 양

제문제의 전문가들도 망각과 회고의 수첩 깊숙이 기록해

극단을 하나로 통합시키자는 뜻이니, 그 합치되는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지 못해

둔 모양이다. 자주 논의라도 되었으면 우리의 대책과 관심

현실이 허공에 뜨고 있다.

도 비상해지련만 상식적인 전망 외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조차 뜸하다.

국경선 아닌 국경선은 누가 만들었으며 선거는 누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왜냐? 우리의 국토통일 문제이건만 분단해 놓은 것이 우리 손으로 한 일이 아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분리된 동일체는 항상 통합운

요, 그 후 6·25 전란에는 외국 군대까지 참전했다가 휴전협정으로 다시금 시인해

동을 해 마지않는 것이니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이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욕망보다

놓은 국토와 민족의 양단이다. 끝내 미소와 그 진영의 세력이 양단해 놓은 것이요,

는 이 본성이 더 복잡하고 고민을 띠는 세계문제이다. 힘에 의해 견제는 받고 있

그 경계선은 바로 양 진영의 세력 대상선이기도 하다. 동과 서로 잘린 독일이 그렇

을망정 여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문제의 화약고

고 북위 18도선으로 상호 분리한 베트남이 바로 우리와 비슷한 정세 하에 있다.

는 반드시 이러한데 준비되어 있다.

국가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전결(專決)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국

오늘날 미소는 핵무기 경쟁으로 모든 세계문제의 절정우위에서 군림해 공존이

토통일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어야 하련만 오늘날 세계 기구까지 존재하는 국

아니면 단시합(單試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배부른

제 권력정치 하에서는 국제 조류의 배경과 그 지지 없이는 전쟁이라는 최후 수단

사람의 흥정이요, 그 아래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

에 호소해 불가능한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그러니 국내에서

이다. 힘의 균형이 영원한 예는 자고로 없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애걸기원(哀

이런저런 방안을 운위해도 계산 외의 것이라는 사실이 앞을 막고 있다는 것은 우

乞冀願)하는 국토통일 문제가 국제 권력정치의 호흡 아래서 아주 짓눌리고 말 것

리로서 매우 섭섭하고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하는 세계정책이라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정세가 이러한 때문이겠지만 일단의 주위에서 남북통일의 방안을 말하는 것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 하나의 터부처럼 되어 있다. 기껏해야 우리가 들어본 것이 북진통일과 국제연

2.

합 감시 하의 남북 선거안이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토통일의 방안을 정책에
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니 선거운동 때가 되면 약간씩 말이 나온다. 그래서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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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도(年度)에 있어서의

했다. 뒤이어 달 로켓 발사에 성공하자 이것을 선물로 안고 흐루쇼프는 미국을

백 정책[roll back policy]에 봉착해 침략정책의 방향을 변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

방문해 환영과 배척을 같이 받았다.

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척하고 영국의 유화정책(宥和政策)을 받아들이면서
평화공존이라는 위장선전을 하기 시작했으며 회의전술에 의지하게 되었다.

내년 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소련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지만, 대담하고
도 파격적인 외교방식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외교방식은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그들은 어떤 외교회합에든지 선뜻 출석하게 되었고 종래의 ‘니에트’[아니오] 대

데는 매우 유효한 것이겠으나 구대의 양식에 속한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 해결이

신 미소를 짓게 되었다. 서구 유화 측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성공인양 속게끔 되

빠를 수도 있을 것이나 상호간에 오해나 오산을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었고, 이 기념탑으로 제네바 4거두회의가 성공해 한때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오

마련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땅을 분단한 것은 2차 대전의 종말에

는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하기도 했다. 흐루쇼프가 유고슬라비아[Yugoslavia]를

있어서 미소 양국의 작전 수뇌가 범했던 과오이니 순리적인 해결을 바란다면 이

방문하고 게오르기

말렌코프42)가

영국을 방문한 것도 이 거짓된 효과에 신빙성

양 거두의 직접회담에 기대가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 거두회담에서는 한국통일 문제에 관해 논의된 흔적은 전혀 없다. 책

을 가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이 미소(微笑) 외교로 시간을 버는 동안 크렘린에서는 흐루

임은 저들에게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을 보면 잊은 것이 아니면 귀찮기 때

쇼프의 독재적 지위가 강화되어 자신을 갖게 되었으니 헝가리의 국민혁명에 대

문일 것이다. 한국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진영 측에서 여러 차례 자유선거 방

해 무력간섭을 한 사실을 보면 불퇴전의 결의가 여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

식을 제안했으나, 공산 측에서는 번번이 거절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안에 대해서

색진영의 외교방식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침략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이

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유엔총회에서 한국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함이 있다는 것은 중공이 티베트를 유린하고 최근에 인도 국경을 침범해 놓고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게 되었다.

이것이 또다시 세계의 여론화할 것 같으니 외교교섭을 제의해 기정사실화시키려

이 때문에 국제무대에서의 한국통일 문제는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의 대표들
이 휴전협정에서 의정된 정치회의의 약정을 매년 한 번씩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

는 음흉한 수법으로 알고 남음이 있다.
이런 수법으로 국제여론과 외교무대를 화전(和戰) 양상으로 교란시키면서 새

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고 조지 마셜45) 국무장관이 제안했던 자유선거에 의

로운 선전재료를 모색하던 중 소련은 미국에 앞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

한 통일안에 변함이 없다. 매년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를 1년씩 토의 연기하는 것

했다. 과학무기에 뒤떨어진 소련으로서는 유일무이한 선전구실인지라 핵무기에

처럼 골치 아픈 문제는 제쳐놓고 구린내 나는 것에는 뚜껑을 씌우는 격의 고식

서 미국을 능가했다고 선전해 서구 측을 불안하게 했고, 미국 시민에 대해 신경

(姑息) 외교의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관습화하려는 이러한 방

전을 시도했다. 사실 미국의 공군 병력이 뒤떨어져 있었더라면 불행한 사태가 발

식은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용이하게 새로운 국면을 발견할 것 같지

생했을는지도 모른다.

않다. 이것이 국제문제화한 한국과 독일통일의 비극으로서 매년 부질없는 꿈만

인공위성에 성공한 흐루쇼프는 대담한 태도로 외교에 임하게 되었다. 여전히

되풀이하게 하는 것 같다.

군축회의에의 문은 열어놓지 않으면서도 문화교류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상

3.

호간에 수도에서 상대국의 박람회를 개최하게 했고 이와 동시에 제1 부수상 아
나스타시

미코얀43)과

리처드

닉슨44)

부통령이 각각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방문

론까지 내릴 필요는 없겠다. 아무리 저들의 필요성에 것이요, 약소한 입장에 있

41) John Foster Dulles
42) Georgii Maksimilianovich Malenkov
43) Anastas lvanovich Mikoyan
44) Richard Milhous Ni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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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들의 이익이나 요망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UPI통신의
45) George Catlett Ma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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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데다 미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41) 씨의 힘에 의한 롤

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면 유엔 감시하의 선거방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을 것이며, 한국통일은 당분간 가망이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재차 더

이것은 오늘날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미소 양군이 분단 진주했던 그날부터 우리

욱 굳게 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31일(10월) 소련 수상 ‘니키타 흐루쇼프’

에게 과해졌던 가혹한 시련이다.

가 소련 최고회의에서 행한 한국문제에 관한 연설 취지는 ‘모스크바’도 ‘워싱턴’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통일에의 과제는 평상시에 통일에의 임

전문가들의 견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

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

다.”고 관찰하고 있다.

력적으로는 물론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통일해 이 민족을 번영의 길로 이

포트 씨는 이어서 “대한민국이나 그 서방 맹방들 또는 북한괴뢰 집단이나 그

끌고 나갈 만한 실력을 양성해 항시 만반의 준비 하에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 공산 동맹국들 중에서 그 어느 한 나라에서도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

것이다. 통일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국가적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는 통일을 한다는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당국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흐루

있다. 즉 통일 후로 미룰 과제는 없다는 것이다.

쇼프의 최근 연설 가운데는 북한괴뢰 집단과 중공이 한국 통일에 있어서 그들의

이것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도설(道說)이 아니다. 어떻게 변

종래 요구조건을 완화시켰거나 또는 앞으로 완화시키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징

동할지도 알 수 없는 국제정세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체성을 갖추는

조는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고 보도하면서 “흐루쇼프는 미국과 한국

일인 동시에 준비 없이 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에 의한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뇌리에서 불식하고 북한괴뢰 집단을 위해 부전노

다. 대만 문제가 해결되는 날 교환조건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다. 그러나 심

선(不戰路線)을 수립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리적으로도 우리의 지상운명(至上運命)을 남의 일에 기대서도 안 될 것이며, 국제

포트 씨의 보도대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공개한 일은 없고, 이와

동향을 그렇게 안일하게 추구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비관도 금물이지만 낙관

같은 의도가 미국의 정책에 완전히 반영된 일은 없지만 추측해서 이 정도를 지나

도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 힘으로 국제정세 안에서 힘차게 살

갈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국제회의가 소집되었고, 분

아나가는 데서 해결될 것이다.

열된 민족 상호간에 적지 않은 노력을 전개해 보기도 했으나, 하등의 성과가 없
는 동서독 통일문제를 생각하면 전망이 손쉬울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접

<필자(筆者)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주필(主筆)>

정월(正月)까지 발표연기(發表延期)

전쟁에 호소해 본 일이 있고, 여기에는 국제적인 군사력까지 투입되었던 것이며,

=‘소라야’비(妃) ‘오르시니’ 공(公)과의 약혼여부(約婚與否)=

휴전협정을 통해 분단선을 재확인해 놓았으니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얼마나 복

전(前) 이란 왕비 소라야 에스판디아리 바흐티아리는 12월 17일 로맨틱

잡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지상전이 전개되면 그것은 미국과 중공, 나아가서 서방 자유진영과 공산

한 스타일로 머리를 꾸미고 거리에 서 있는 산타클로스의 그림에 행복한 웃

진영의 전쟁이요, 핵무기전을 의미하는 것이니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

음을 던졌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는 소라야의 양말에 결혼이라

다고 평화회담에 의존하자 해도 휴전협정에 의거하는 정치회의는 개최조차 되지
못했으니 그 방도가 아득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성이 앞서 말한 포트 씨
의 견해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대체로 이러한 막연함 위에 놓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결정적인
정책이 운위되지 못하는 연유일 것이다. 민족 기혼(氣魂)이나 우리 국가 주권의
요청에 의한다면 마땅히 무력북진통일을 해야 할 것이요, 국제적 현실 하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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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물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소라야는 이날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고자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갔
다. 소라야는 이탈리아의 귀공자 다이어드 오르시니와 약혼할 단계에 있다
고 하며 적어도 내년 1월 이내에는 약혼여부를 발표할 것이다. 이에 관해 질
문을 받은 소라야 비서는 “저는 그에 관해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라
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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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포드 포트 씨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은 앞으로 전쟁이

고승제(高承濟)

있다. 직접투자란 국유 철도, 전신전화, 우편, 국유 임야, 특정 도로 등에 대한 투
자이다. 간접투자란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금융기관을 통해 민간 중요산업, 농림
수산 등, 중소기업, 주택 등에 투하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를 보충하는 것이다. 흔
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재정투융자란 간접투자를 말한다.

해방 이래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 제국으로부터 총

외국 원조가 투자에 기여하는 투자란 바로 재정투융자이다. 그 실태를 살피기

액 1,468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원조 받았다. 이와 같은 원

에 앞서서 민간투자는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기로 했다. 민간투자를 측

조는 한국경제의 운행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은 누

정하는 길은 쉽지 않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민간투자가 얼마큼 이루어지냐를 보

구나 알아야 할 질문이다.

는 방법으로 ‘투자율’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에 대한 민간투

그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흔히 원조 의존도라는 용어

자의 비율이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바에 의하면 1957년도의 투자총액 2,483억

가 유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운행과정에 있어 외국원조가 하고 있는 역할을 집

원(圓) 중에서 61.3퍼센트에 해당하는 1,524억 원이 재정면에서 조달되었다. 58

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운행하는 과정은 2대 부문으로

년도에 투자총액 2,196억 원 중에서 53퍼센트에 해당하는 1,840억 원이 재정투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국민 총생산’이라는 부분이고 둘째는 ‘국민 총지출’이

융자 형식으로 투자되었다.

라는 부문이다. 만약 ‘국민 총지출’에 비해 ‘국민 총생산’이 보다 크다면 그 나라

한편 국민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의 비율은 1954년의 13.6퍼센트, 55년의 13.3

의 국민경제는 적자운행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국민 총

퍼센트 56년의 10.8퍼센트, 57년의 16.1퍼센트, 58년의 13.5퍼센트로 되고 있다.

지출’에 대한 ‘국민 총생산’의 부족분을 외국 원조로 보충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따라서 57년 및 58년의 투자총액에 있어 재정투융자가 61.3퍼센트, 83.9퍼센트

보충분이 ‘국민 지출’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원조 의존도라고 부른다. 부흥백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민간투자율이 그 얼마나 영세하냐를 손쉽게 추정할

서(復興白書)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1955년의 원조 의존도는 12.7퍼센트,

수 있다. 어쨌든 한국의 투자총액에 있어 재정투융자가 거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56년이 13.7퍼센트로 최고율을 나타낸다. 이처럼 원조 의존도를 따지고 보니 그

있다면 재정투융자는 어떤 재원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정투융자의 주

것이 9.7퍼센트임을 알게 되고 외국 원조가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다지 크

요 재원을 조세, 특별회계 잉여금, 외국 원조, 국채 및 채권으로 되고 있다. 이와

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같은 재원 중에서 외국 원조가 거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추계한

한 나라 경제가 운행하는 자태를 순환과 성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순환과
성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투자이다. 한국경제를 순환

바에 의하면 국내 재원의 3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외국 원조 재원이
6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는 기본 동인도 투자에 있다. 외국 원조가 산업투자에 대해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신년도의 대한 원조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책정되

어떻게 기여하느냐를 봄으로써 외국 원조가 한국경제에 베풀고 있는 역할을 이

었다. 1958년도의 원조총액이 3억 2천 128만 달러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점

해할 수 있게 된다. 투자는 건설·설비·생산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

차 감소화의 과정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무채원조(無債援助)의 감량에

나 경제운행의 원동력으로써 투자를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유발투자와 독립투

대비해 DLF차관이 역할하고 있다. 부흥부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자로 나누고 있다. 유발투자란 국민소득이 증가되든가, 그 분포상태가 변해서

1,776만 달러의 차관을 받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는 DLF차관이 한국경제에 대

‘유발’되는 투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독립투자는 국민소득의 변동에서 영향 받

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은 바 없이‘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
행되는 투자를 말한다. 그리고 독립투자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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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원조(外國援助)와 한국경제(韓國經濟)

-반
 공투쟁(反共鬪爭)이라는 역사적(歷史的) 행위(行爲)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韓國) 민족(民族)과 그 행위(行爲)를 밑받침해 주는 
역사철학(歷史哲學)에 대(對)한 고찰(考察) -

최재희(崔載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청년의 개인적 행위는 또한 저절로 당시 사회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청년의 개인적 행위는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적어도 ‘제1차 대전’을 일으킨 단초(端初)가 되었고, 동일한 그의 행위가
오늘날은 한 번이었고 되풀이할 수 없었던 ‘역사적 행위’로 되고 말았다.
역사철학은 이처럼 인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또
단순한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로 개인이 감행하는 역사적인 행위를 밑받침

1. 한국의 운명(運命)과 역사철학(歷史哲學)

하려 하는 바이다. 이런 견지에서 그것은 ‘인간 행위의 역사성’에 착안하는 것이

현재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이 저마다 특수한 사명과 운

명을 매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도 그의

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또 인간은 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 행위의 자율성, 사회성에 관해서는 종래에도 인식되어 왔

특수한 사명을 걸머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민족은 오늘날 어떠한 특수 사명과 어

고, 종래에도 평가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인간을 ‘정치적 동
물’(Zoon politikon)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인간행위의 사회성(社會性)을

떠한 특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것일까?
역사상 16세기 말에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해 일본과 싸워야 했듯이, 또 17
세기 초에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해 중국과 싸워야 했듯이, 20세기 중엽의 우
리 민족은 공산주의와 필사(必死)의 투쟁을 치러야 하는 사명과 운명에 처해 있다.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행위의 자율성·사회성 이외에, ‘인간 행위의 역사성’에 관해서는 여
태껏 그다지 논란되지 않았던 성싶다.

한국이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과 대결해야 하는 운명 아래 처해 있는 한에서 철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은 무엇보다도 ‘인간 행위의 역사성’에 주목하는 동시

학도 이러한 현실과의 대결을 밑받침하는 사상적인 과업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공(對共) 투쟁에 있어서 역사적 행위로 매진해야 할

무릇 철학 중에는 역사적 현실과의 관계를 초월해서 영원한 ‘이데아’를 추구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행위에 앞서서 그것을 사상적으로 밑받침하는 역사철학

는 철학의 타입이 있다. 이러한 철학의 가치도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과 병립해서 하나의 민족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철학이 있
다면, 그것은 한국의 거족적인 역사적 투쟁을 사상적으로 밑받침하는 철학일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역사적인 현실세계를 그저 관망하는 데 그치지 못하고,

에 대한 반성은, 드물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아래 소론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철학에 관한 사조를 윤곽적으
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그 세계에 대해서 이념적인 방향을 지시해 보려고 하는 철학일 것이다. 이러한 철

역사철학에 관한 사조의 윤곽적인 고찰을 할 때, 우리는 각종 역사철학의 입

학의 의도는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 현실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Orientieren)’

장을 제2차 대전 이전의 것과, 제2차 대전 이후인 현대의 것과 양분해서 소개해

해 보려는 데 있다. 이러한 철학을 우리는 ‘역사철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는 방도를 취한다.

이러한 역사철학은 개인의 행동과 역사적 세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런 의
미에서 개인 행위의 역사성(歷史性)에 주목하는 것이다.
1914년 6월 사라예보(Sarajevo)에서 세르비아[Serbia]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일이 일어났다. 그 청년이 탄환을 발사한 것은 그 청년 자신
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과감한 행위였다.
그러나 그 청년의 개인적 행위는 동시에 반드시 그 당시의 사회와 연관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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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대전(第二次大戰) 전(前)까지의 역사철학
제2차 대전 이전까지는 대체로 일곱 가지 역사철학의 타입을 들어볼 수 있겠다.

1. 신정적(神政的) 사관(史觀)

이것은 교부(敎父)인데다가 중세의 최대 종교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가 그의 『신국론』(神國論)(De civitate dei)에서 전개한 것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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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사관은 역사적 생활에서‘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요, 신 중심주의
(Theozentrismus)의 사관이다.

5. 헤겔(Hegel)의 역사철학(歷史哲學)

역사과정을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객관적 정신(즉 민족적 정신)이다. 이
러한 객관적 정신 앞에서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사이비 재간·모든 주관적인 이

2. 유물론적(唯物論的) 사관(史觀)

데올로기 같은 것은 모두 환상이다.

유물론적 사관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말한다면, 또다시 두 종류로 구별될 수

개인이 자기의 실업(實業)에 정열(情熱)을 기울여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객관적 정신이 그렇게 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런 고로 개인의 자유 활동이란 것

있다.
첫째는 다윈46)의 생물 진화론을 인류 역사에도 적용해 ‘생물학적 유물론’을

도, 사실은 객관적 정신의 ‘예정된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자유 활동인 것에 귀착하
는 바이다.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전혀 자연주의적인 사관이다.
둘째는 ‘경제적 사관’이요, 보통 유물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
다라서 개인의 의지적(意志的) 행위까지도 오로지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에 의해
서 결정되고, 더구나 물질적인 생산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유물사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6. 표현주의(表現主義) 사관(史觀)

이것은 슈펭글러(Oswald Spengler)가 그의 『서양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이라는 명저에서 전개한 사관이다.
표현주의란 원래 예술의 분야에서 사물의 외면적 인상을 중요시한 인상주의

3. 실증론적(實證論的) 사관(史觀)

에 대해서 사물의 내면적 얼(혼(魂))을 표현하려 한 입장을 지칭한 것이다.

개인들의 개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중심사

슈펭글러는 이런 표현주의를 인류의 개개 민족문화의 설명에 적용했다.

조(中心思潮)에 쫓아서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실증론적 사관은 말한다. 그러

그에 의하면, 개개의 민족문화는 지구상의 각 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혼 있는

므로 역사의 발전은 생물학적·경제적인 요인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유기체들’이다. 이런 고로 통일적인 인류문화란 존재하지 않고 여러 민족문화가

요인에 의거해서 규정되는 터이다. 이러한 사관의 대표자는 콩트(Comte)이다.

실지로는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관에는 소위 전체적인 환경(Milieu)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압도적

개별적 민족문화는 특정지역과 결합해 있어서, 거기서 생장·개화·노쇠·사멸하
는 경로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식물이 저마다 고유한 생태를 갖는 것과 흡

이라고 보는 경향이 깃들어 있다.

4. 칸트(Kant)의 역사철학(歷史哲學)

사하다.

칸트는 인류의 역사적 생활 과정을 무지(無知)한 자연과 준엄한 도덕과의 중
간단계로 보았다. 이런 고로 역사적 생활 과정 중에서는 항상 ‘비사교적(非社交
的)인 사교성(社交性)’이 날뛸 뿐이다.
비사교적 사교성이란 남과 화합하는 사교성이 있기는 하되, 내심은 이기적 목
적을 추구하려는 것을 말한다. 비사교적 사교성 때문에 역사적 생활과 함께 문
화(文化)가 발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도(高度)로 문명화(Kultiviert)했다고 해

역사상 각 민족문화의 근저에는 일정한 ‘얼’이 있고, 문화 제 부문의 현상들은
각 민족문화가 고유한 ‘얼’의 표현이며 따라서 각 민족문화는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다.
‘얼’이 없는 문화는 외면적인 향락에만 그치는 문명에로 타락하고 만다. 이래
서 그는 문명으로 타락한 구미 문화의 몰락을 예언하려고 했다.

7. 인간성적(人間性的) 사관(史觀)

이 사관의 대표자는 헤르더(Herder)47), 훔볼트(Humboldt)48) 등이다. 이들에

서, 그것이 곧 도덕화(Maralisiert)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이리하여 역사적 전체 생활의 절대 목표를 단순한 문화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의하면 역사는 ‘인간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도덕에 도달하는 데 두었다.

인간다운 인간은 부득이한 경우에 국가에 봉사하고 될 수 있는 한 ‘인류’에 봉사

46) Charles Robert Darwin

47) Johann Gottfried von Herder
48) Karl Wilhelm Von Humbo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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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는 역사과정 중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존철학도들은 실존주의에 의한 인간의 자기회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관은 세계 각 민족의 공평한 생존 권리도

실존철학도의 역사철학은 과거에 실재해 온 역사도 등한시하거니와 미래의 역

승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래서 “각 국민은 그들 행복의 중심을 자기 안에

사적 이상론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는 경향이다. 어쨌든 이러한 태도가 제2차 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헤르더의 유명한 말이다.

전 후의 역사철학의 또 하나의 중대한 흐름이다.

이 사관은 인간적 생활의 풍토적 구조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중대한 하나의
특색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철학의 개조(開祖)라고 일컬어지는 비코(Vico)49)도 『제 민족의 공통
성에 관한 새 과학의 원리』라는 그의 주요 저서에서 Umanita(인간성, 이탈리아
어)의 개념을 자못 중시한 바이다.

이것의 원 계보(系譜)는 유물사관일 것이나, 오늘날의 소련 철학계에서나 중공
의 학계에서 현실적인 힘을 부리고 있는 사관이다.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 중대함에도 재래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이러쿵저
러쿵 해석하기만 했다.”고 떠들면서 그것이 인간의 감성적 활동을 강조하고, 도

3. 현대(現代) 역사철학(歷史哲學)의 조류(潮流)들

계급의식을 역사생활의 맨 선두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두루 알려져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현대 역사철학의 조류는 대체로 네 가지 입장으로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현대 사상가는 기외르기 루카치(György Lukács)뿐만

아니라 관제적(官製的)인 많은 공산주의자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生)의 철학(哲學)’에 입각한 역사철학(歷史哲學)

1. 문명(文明) 비평적(批評的) 역사철학

구미 학계에서 인류의 문명에 대한 반성과 비평이 역사철학적 사고의 한 입장
을 이루었다.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철학적 사학가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시인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미국 예일대학의 노드롭
(Northrop), 독일의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같은 사상가들을 들 수 있다.
토인비는 그의 명저『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인류 역사상의 문
명사회들을 21개로 분류 - 이 중에서 한국 문명은 일본문명과 합해서 KoreanJapanese Society라고 불리고 있다. - 했다.
또 역사적인 문명-사회를 헤겔이 정·반·합식의 변증법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동양 유교 철학의 음양(Yimyang) 이론으로 설명한 것에, 특히 우리 동양인이 주
목할 만하다.

이런 사관의 한 대표자는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요,
이의 역사철학 사상은 『역사서술의 이론과 역사』(Theorie und Geschichte der
Historiographie)에서 엿볼 수 있다.
크로체에 의하면, 과거를 판단하는 현재의 정신작용을 통해서만 과거의 사실
이 현재의 인간 정신 안에 소생하는 터이다. 그리고 이런 정신 안에 들어온 사실
은, 이미 단순히 과거의 사실은 아니다.
과거의 사실은 현재의 삶·현재의 정신에 의해서 살려지는 것이요, 현재의 관심
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이 사람을 움직여서 과거의 사실을
알도록 할 수 있다.
‘현재의 삶’과 관련이 없는 역사는 죽은 과거이다. 우리의 현재적 삶과의 관련
에서 보아지는 이외에 따로 역사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른바 역사의 ‘현
재성(Contemporaeita, 이탈리아어)’이라는 것이다.

2. 실존철학(實存哲學)의 사관(史觀)

요컨대 현재 생활하는 자로서의 우리에게 호소력·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과거의

현대의 실존철학자들은 자본주의 문명이 본래의 인간성을 왜곡, 압박, 평균화
(平均化), 상품화(商品化), 노예화한 사태를 직관하고, 그것과 대결하려는 주체적
실존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성을 새롭게 구제해 내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혁명에 의한 소위 인간 해방을 선동함에 대해서, 실

사실만을 문제삼는 것이 ‘삶의 철학’에 입각한 역사철학 사상의 특색이다.
이상에서 들어본 역사철학자 이외에도 베르자예프(Berjajev), 한스 뢰비츠

(Hans von Schwerin-Löwitz), 게오르기 짐멜(Georg Simmel),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 에른스트 트뢸치(Ernst Troeltsch) 같은 중진의 사상들도
돌봐야 하겠으나, 개별적인 설명을 지면 관계로 생략하는 바이다.

49) Giambattista V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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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바이다.

진하는 것일 수 없다. 그것은 휴머니티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한 기점에서 타래(나

거니와, 이제야 우리 한국의 특수한 사명과 특수한 운명과를 안중에 두면서 우리

것이다.

이상에서 전쟁 이전과 이후와의 역사철학적 사조를 문자 그대로 소묘해 보았

가 기도(企圖)해야 할 역사철학적 사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것을 시사해 보기

선(螺旋))를 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인 동시에 타래를 더욱 확대해가는 전진일
보통은 타래가 같은 한 장소에서 빙빙 틀리기 때문에 공간적인 상승(上昇)이나
활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마치 차바퀴가 하나 장소에서 빙빙 돌듯이)에 대해

로 한다.
원래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의 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서 한 민족의 역사적 진보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은 타래를 트는 것이기 때문에, 민
족적 자아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더욱 향상해 가는

사람은 볼테르([Francois-Marie Arouet] Voltaire)이다.
그런데 볼테르의 역사철학(Philosophie de L’histoire)은 옛 질서와 새 질서와
의 상극을 근본으로 해서 ‘인류의 진보’라는 이념 중에 모든 역사적 현상을 포괄

것이다.
이 사이 사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a. 평면적 전진

그의 이러한 노력에 오늘날도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인류의 진보라는 이념
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아(성(盛))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우선 생각해봐야

b. 올라가고
커가면서
타래를 트는 모습

할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 ‘휴머니티’라는 내용을 담아 볼 수 있다고
할는지 모른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에 반드시 반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휴머니티라는 인류 진보의 이념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과
한국 민족의 역사적 소득(Der geschichtliche Erwerb)과의 접촉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휴머니티와 한국문화의 역사적 개성과의 접선을 무시

역시 전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휴머니티는 인류 전체에 대해서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득 혹은 역사적 개성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적·풍토적인 여
기점

건과 결합해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러므로 후자는 ‘특수적’ 타당성을 가진다
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저 ‘보편적인 것’과 이 ‘특수적인 것’이 서로 접선할 경우에, 이러한 양자
를 종합하는 제3자가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데 이즈음에 종합하는 제3자를 사람은 한국 민족의 ‘현재적 삶’이라고 지적

한 민족의 ‘현재의 삶’의 의의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다음
의 구절이 잘 표시하겠기에 끝으로 이것마저 적어 두기로 한다.

할 수 없을 것인가?

Dann ist Vergangenheit bestaendig,

한국 민족의 현재적 삶에 입각해서, 한편에서 무(無)시간적·초(超)역사적으로

das Kuenftige voraus lebendig,

타당하는 휴머니티라는 이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 역사적 개성을

Der Augenblick ist Ewigkeit.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발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것이나, 여

<필자(筆者) 서울대(大) 문리대교수(文理大敎授)>

기서는 간단히 향상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어떤 민족의 역사적 진보는 일반적으로 같은 평면에서 직선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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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적(韓國的) 역사철학(歷史哲學)의 방향(方向)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재검토(再檢討)
구범모(具範謨)

술의 고도의 발전, 대량생산에 따르는 인간의 기계화와 평균화, 국민교육의 보급
에 의한 대중문명 및 자본주의의 독점화에 의한 계급대립의 격화 등의 커다란 조
류의 표현이다. 그와 같은 사실이 직접으로 정치면에 나타난 현상이 보통평등참

1.

정권의 실현이며 19세기에는 겨우 스위스나 미국 모든 주에서 행해진 국민투표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자치를 불변의 지도이념으로 해 운
행되어 오던 이른바 서구식 민주정치는 오늘날 각 방면으로

(Referendum)와 국민 발안(Initiative) 등 직접입법의 형식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에는 유럽 제국의 헌법에 채용되었다.

부터 수많은 공격의 화살을 받게 되었다. 즉 중세의 무정부적

이러한 사실은 즉 정치를 신흥시민계급의 독점물인양 생각하고 그 기관인 의

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민족을 토대로 하는 통일국가의 성립

회에는 ‘교양과 재산’이 없는 국민대중이 참가를 거부하고 의회의 의원은 독립적

과 그 발전에는 민주정치가 절대한 공헌을 했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변

존재로서 자기의 양심과 판단 만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의회가 입법을 하는 유

모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유방임을 표방하던 초기의 민주주의 이념을 지양하고

일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전(前)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그의 기초를 변경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이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주와 신흥시민계급의 2원적 세력의 대립관계

대 민주정치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교흥기(敎興期)의 자본주의로 자유방임 원칙

는 지양되고 참정권 확대에 따르는 국민대중의 등장이 의회정의 정신적 및 사회

이 자본주의의 요구를 단적으로 표명했다. 그것은 봉건적인 토지 귀족이나 전제

적 기초를 부단히 동요시키게 되었다. 참정권의 확대화는 권력의 집중통합화와

권력자에 대한 신흥 시민층의 요구였고 그 요구는 사유재산권의 절대를 기초로

평행하게 됨은 각국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통선거권이 실시되자 곧 정

해 국가권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유방임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고 했다.

당의 조직이 강화되어 강대한 ‘코커스(Caucus)’에 통제되게끔 되었다. 방대한 대

애덤

스미스50)의

자유무역론이나 맨체스터

학파51)의

세계경제분업론 등이 바로

중의 여론에 일정한 동향을 주기 위해 대기업으로서의 신문업이 발달되고 정치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와 같은 배경 밑에서 그 시대의 정치원리는 국가권력에

세력은 의회, 특히 하원에 집중되게 되나 그 의회는 독립적인 개개의 의원이 진

서 해방된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지향했으며 그 시민적 자유권은 의회를 통한 입

리와 정의에 의해 토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강대한 조직과 통제를 배경으

법권으로 보장하려고 했다. 또한 권력 행사에서의 자유재량을 극도로 제한하려

로 하는 정당과 정당과의 권력투쟁의 무대로 되어 의원의 발언은 각 정당의 입장

는 의미에서 삼권분립을 원리로 해 견제와 균형에 의해 권력의 분산과 약화를 도

에서 애당초 결정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 의회에서의 토론도 위원회로 중점

모하는 등 19세기에는 민주정치가 각국에서 제도로 채택되었다. 또한 오랜 전통

을 옮겨 본회의는 단지 위원회의 결정을 등록하는 장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

을 가진 자연법사상, 공리주의 이론, 브라운(Robert Browne)이나 윌리엄(Rogar

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각 정당의 선전장으로 된다. 더구나 대중이 모두 참정권

William)의 신앙의 절대자유사상 등이 서기 1688년의 영국 명예혁명, 1789년의

을 갖게 된 민주국가에서 야기된 복잡한 사회문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대혁명 및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 등에 의해 민주정치의 기본이념으로

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능력은 적합하지 않고 의원 외에 기술적 내지

성숙되었다. 그와 같이 18·9세기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근대 민주정치는 19

는 직능적 전문가를 요구로 하게 되고 의회에서 취급되는 법안도 거의 의원 이외

세기 말엽에 이르러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르는 기계문명과 대중문명의 약진 및

의 관료 내지는 전문가에 의해 입안되게끔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사를 현실적

자본주의의 독점화 등에서 그 주요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의 일

으로 결정하는 것은 관료 또는 전문가이며 소수의 정당 지도자가 그에 관여하는

대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부의 유동의 급조, 생존경쟁의 격화, 근대과학과 기

데 지나지 않는 형편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진행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몇 나라에서 유행한 독재정치이다. 그러나 독재정치는 국가권력의 성립기반

50) Adam Smith
51) Manchester 學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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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는 상용(相容)될 수 없는 통치방식이므로 2차 대전 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

현대 민주정의 자유평등은 단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를

었다. 이러한 추세는 민주국가에서도 진행되어 사실상 의회는 단지 정부의 성립

가질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및 계급문제의 해결은 그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과 활동을 위한 토대이며 정치의 중추는 정부이며 동시에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

민주적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 것이다.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은 대정당 조직의 발달에 의해 정부의 수반일

현대 세계에서 계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두

뿐 아니라 통상 의회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강화라는 일반적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독재주의적 방법으로 ‘나치즘’, ‘파시즘’ 및 공산주의를

추세는 의회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정치적, 행정적 기구의 변혁을 초래하게 되

들 수 있다. ‘나치즘’과 ‘파시즘’은 다 같이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전체주의에 기

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독점화에 따르는 계급의식의 발달이 피압박층의 정치 불

초해서 강권(强權)으로 계급의 문제를 억압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방법은 민주

신을 초래해 사회적 무질서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산자의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

주의의 안전을 위해 계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주주의

주의 이론도 있으나, 그것 역시 정치권력의 기초를 국민의 동의에 두지 않기 때문

를 의식적으로 부정한 전제주의적 내지는 독재주의적 방법이다. 다음 공산주의

에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가 불가능한 독재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너

적 방법은 단적으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자본가, 지주계급을

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를 사회적 기초로 하는 현대 민

타도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계급투쟁적인 입장에서 소련

주정치가 국가권력을 강화해 집중적인 집행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이유는 자

이 실행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유물사관에 근거를 둔 절대적인 계급투쟁이나 공

본주의의 발달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자유

산당의 독재에 의한 ‘부르주아’ 계급의 폭력적 타도나 공포주의적 비밀경찰적인

방임의 정책을 폐기하고, 통제, 보호 내지는 봉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

권력주의의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문이다.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계급 없는 이상사회의 건설이라
는 허울 좋은 구실 아래 인류를 야만으로 타락시키려는 흉악한 음모에 불과하다

2.

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다.

앞에서 언급한 근대적인 민주정치의 위기는 전(前)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중

다음으로 둘째의 방법은 민주주의적이다. 이 방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

에서 형성된 재래의 자유주의적인 의회적 민주정에 대한 위기이지 결코 그 자체

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민주정치의 평화적 수

의 위기는 아니다. 근대국가가 형성해 온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공동체와의 종합

단으로 협동적으로 계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즉 영국 보수당 및

의 원리로서의 민주정은 현대에서도 가치 있는 유산으로서 계승되어야 한다. 그

노동당이 취했던 여러 종류의 사회입법 및 미국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해 취해졌

러면 현대 민주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경

던 ‘뉴딜’ 정책 이후의 모든 사회입법을 비롯한 각국의 동향에서 간취(看取)될 수

제적인 문제 또는 계급문제와 능률의 문제를 들어 논하기로 한다. 현대 민주정

있다. 이 방법만이 현대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제문제와

이 당면한 가장 곤란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계급의 문제이다. 이 문

계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도대체 계급투쟁주의나

제가 정당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민주정의 존속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

독재주의는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와 상용될 수 없다. 총선거에서 민의의 표시에

하면 계급이나 당파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전제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의해 정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방법은 설사 상이한 정당이 서

공통의 이익과 동질성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그 전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

로 대립·항쟁을 한다고 해도 국가 민족의 근본문제에는 공통의 입장에 서서 협

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방임만을 주장하는 경제는 허용되지 않고 사회정의의 입

동할 용의를 가지고 상대의 정당 내지 계급을 서로 관용과 공정과 신의를 가지

장에서 만인의 복리를 위해 만인인 교양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자유적 생활을

고 대한다는 양해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만일 상대의 계급이나 정당을 숙명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를 실행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으로 상용될 수 없는 불구대천(不俱戴天)의 적으로 간주하고 피를 흘리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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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인(西歐人)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을 걸어서까지 타도해야 할 적이나 대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계급전을 주장한다
면 공산주의와 같이 의회정이나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이나 강권독재를

연세대(延世大) 교수 조의설(趙義卨)

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정치로서는 사형선고
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주정치에서는 계급의 대립이나 정당의 항쟁은 결코 절
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이다. 민주정치에서는 계급지상주의도 일당독재주의
도 허용되지 않는다. 계급이나 정당의 입장을 넘어선 국가 민족의 공통의 기반과
공동의 이상을 전제로 해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동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민
주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 어떤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입증되어야 하며 그의 실현은 반드시 계몽과 설득에 의해 국민 다수
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와 노동자는 다 같이 공통의 이익과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교
섭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국민생활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기본
공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대 민주정치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과제는 현대의 정치행정이 요구하는 기술적 능률의 문제이다.
앞에 언급한 경제통제의 요청이 이미 능률과 효과 있는 정치행정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현대 민주정이나 방대한 정치대중을 조직화해 급템포의 기계문명
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완만한 시대에 교양과 재산으로 한정된 참정자
를 안중에 두고 형성된 근대 민주정의 기구는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
(前) 시대의 권력의 분할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기구는 국가의사의 통합을 능률
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직능적인 전
문지식을 정치 안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넓
은 국민의 의사와 신뢰 위에 집중·강화된 집행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막스 베버
(Max Weber)가 말한 ‘제정적(帝政的)·일반투표적(一般投票的)’이라는 지도자 선
출의 형태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
서 소위 ‘민주적 전체주의’에 추락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정치는 세력의 복잡성을
전제로 하면서 반대당의 존재를 불가결의 조건으로 하며 민주정의 기구가 집중·
강화되고 안정된 집행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속 129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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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수필선(送年隨筆選)>

조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메마른 사회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시즘’이나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구에는 기독교 세력이 강하다. 서
구의 전통이 감성적으로는 유대교, 기독교로 이성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고대(古典古
代)로 형성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헤브라이즘52)과 헬레니즘53)은 서양문화의 원
류로 되어 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서구의 큰 명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별로 인
식되어 있지 않지만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도 도리어 부활절을 더 중히 여긴다. 서구의
크리스마스를 미국의 것에 비하면 단조(單調)라고 할까 그리 번화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감
사절(感謝節)이 끝나면 곧 크리스마스 준비로 들어간다. 감사절은 서구에는 없는 것이고 미
국의 독특한 명절이다. 이때에는 칠면조가 식탁에 오른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사소한 일 같
지만 크리스마스 카드의 모양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로 냄새가 다르다. 서구 측의 카드는
대체로 별 장식이 없이 역시 단조로운 반면 전통을 자랑하는 면이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의
크리스마스카드는 다채롭다. 미국에서는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준비에 분주하다. 상점마
다 쇼윈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서구에서도 장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떠들썩하지 않다. 정말 조용한 편이다. 서구라고 해도 각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전반적
으로 볼 때 그러하다는 말이다.
프랑스 파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다면 11월 초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람들의 걸음
걸이가 빨라지며 흥분과 자극 속에 넘나든다. 시가 점포의 장식은 행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자는 하나의 유혹이 되기도 한다. 장식이라고 하더라도 큰 백화점과 작은 점포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비록 작은 점포의 장식이 소규모일망정 실속 있고
예술적인 가치에서는 큰 백화점에 지지 않는다. 어떤 백화점은 장식을 위해 수백만 금을 썼
다고도 하지만 역시 인기를 끄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쇼윈도이다. 머리와 눈 그리고 꼬랑
지가 꿈틀꿈틀하는 호랑이, 그네 타는 곰, 단추를 눌러 조작하는 자동차, 기차 등의 장난감
에 눈이 팔려 어린이들이 가끔 어머니를 잃고 거리에서 아우성치는 일도 있다. 또 여기저기
군데군데 장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통해 잃어버린 애들을 찾아가라고 떠들어대기도 한다. 미
국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없을 리야 만무하겠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혹은 미국에서
는 자동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른다.
파리의 거리거리에서는 ‘이동 흥행제(興行祭)’가 한몫을 단단히 본다. 총 쏘기, 활쏘기, 쇠
고기 던지기 등의 노름도 있고 또 상반신에 칭칭 감아놓고 이것을 끊으며 힘을 자랑하는 인
물들도 등장하며 또 한편에서는 정부 강행의 복권 판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며 ‘골라
잡아 100프랑’ 하는 상점들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때도 바로 크리스마스 때다.

54) colis réveillon
55) père Noë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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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교환도, 금품도 모아 불쌍한 사람에게 자선하는 일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깨진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것이 많으며 또 교회에서는 특히 음악 순서를 넣어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진행된다.

싸움

고대(高大) 교수 이건호(李建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 큰 것으로는 국가와 국가와의 싸움이 있고, 적은
것으로는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이 있으며, 또 시시한 것으로는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있다. 그
런데 싸움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것은 버스나 전차나 합승차 안에서의 싸움이다. 싸움
의 원인이라고 할까 발단이라고 할까 도시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말초신경적이다.
“여보, 왜 남의 발을 밟는 거야?”
“뭐, 어째. 누가 당신 발을 밟았단 말이요? 당신 발이 내 밑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 마침내 철권이 날고 발길질이 교환된다. 당사자들은 마치 생명을 걸
만한 중대사라도 일어난 것 모양으로 필사적이지만 방관자로서는 어이없기 짝이 없다.
나는 나이 50을 바라다보면서도 그 흔해 빠진 지프차 하나 타고 다니지 못하는 주제여서
버스, 전차, 합승차 이런 정도가 나의 교통기관이다. 덕택으로 가끔 싸움 구경을 하는 기회
가 적지 않다. 나는 그때마다 조심조심 한 귀퉁이 안전지대로 기어들어 가면서도 그 싸움 원
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그 결과 내가 발견한 것은 그 원인이 100
번이면 100번 전부 싱겁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밀었다, 밟았다,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노려
보았다, 태도가 거만하다 등등 이런 식이다.
우리같이 100퍼센트의 주의력을 경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가끔 기절할 정도로 공포
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여보, 남을 왜 미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눈을 딱 부라리는 친구가 있다. 별로 밀은 기억은 없으나 상대방의
위세가 이쯤 되고 보면 무조건 항복, 무조건 기도를 올리는 도리밖에는 없다. 이래서 아직껏
큰 화를 당해본 일은 없으나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한 일이다. 약한 몸에 만약 젊고 센 육탄
세례를 몇 개 맞게 된다면 병원 신세를 안 질 도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살얼
음판에 살고 있다는 감회가 절실하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싸움은 일본인들의 싸움보다 좀 안심이 된다. 일본인들은 몇 마디 언
쟁을 하다가는 단도를 꺼내는 괴벽이 있다. 못된 버릇이다. 무슨 불쾌한 일이 있으면 주먹으로
몇 번 치고 말 일이지 단도로 찔러 피까지 보고야 만다는 것은 너무나 잔학하다. 지금은 어떻
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일본에 유학할 시절에는 참으로 기막힌 광경을 많이 보았다.
미국에 가보니 싸움이라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었다. 육탄전은 물론이고 언쟁도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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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때 가장 고된 직업이 둘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
을 배달하는 우편배달부요, 도 하나는 수십 세대가 사는 큰 빌딩 문지기다. 이 문지기는 여
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을 청소하며 빌딩에 오는 모든 우편물을 모아두었다가
각 방으로 배달해 준다. 이 일이 고역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색이 만면하다. 왜냐
하면 이들의 1년간의 수고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며칠 사이에 보답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
스 때가 되면 집집마다 선물을 마련해 두었다가 우편배달부와 문지기에게 준다. 선물은 대
개가 돈을 주는데 한 사람 앞에 200 내지 300프랑 이상이다. 한 빌딩에 사는 사람의 수가
100(흔히는 그 이상 되지만)이라면 2, 3만 프랑을 선물로 받게 된다. 배달부는 한 집만 다니
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받는 선물의 액수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때 우체국에서는 눈
치 바르게 달력을 만들어 각 집에 여러 매씩 무료로 갖다 준다. 매우 친절한 처사이다.
이러한 풍경이 크리스마스 기분에 취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쓸쓸한 표정
을 하고 다니는 족속들도 있다. 크리스마스나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초대도 못 하며 초대를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파리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이다. 이 불쌍한 부류에는 외국
유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식도락으로 망할 나라라고 평판이 있는 파리의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멋들어진 요리를 마
련해 가지고 혹은 가족끼리 모이거나 혹은 손님을 초대하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철야
용 음식을 담은 상자54)(크리스마스 만찬용 꾸러미 음식)를 사서 먹는데, 의외에도 유학생들
이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참석하기도 한다. 또 넉넉한 가톨릭 가정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여
러 유학생들의 주소를 알아두었다가 그들의 쓸쓸함을 동정해 초대장을 보내며 향수를 풀
어주기도 한다. 이것도 저것도 걸려들지 않은 유학생은 특히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파티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러려면 그 단체에 입회금을 내야 한다.
대개 영시 정각에 거행되는 ‘미사’의 뒤를 이어 각종 각색의 파티가 열리며, 내 것을‘레베이
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밤을 새워 가면서 즐거워하는 습성을 의미한다. 이 ‘레베이용’의
음식을 담아 먹는 접시 위에다가 선물을 놓고 그 위를 냅킨으로 덮어 두었다가 뜯어보게 하
는 습성도 있다. 어른들은 이 ‘레베이용’으로 피로를 느껴 25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는 버릇
이 있다. 이날 아침에 일어나면 거리는 산만하고 조용하다. 이 적막한 크리스마스 아침의 기
분을 깨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은 전날 밤 ‘페르 노엘’55)(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이 두
고 간 선물을 저 만큼 들고 나와 떠든다. 그림이나 꿈속에서 보면 ‘페르 노엘’과 똑같은 모습
으로 단장한 사람을 붙들고 사진을 찍는 둥 야단하는 풍경은 시가 도처에서 전개되며 이 떠
들썩한 공기는 늦잠 자는 어른들의 단꿈을 깨뜨려버린다.
미국의 크리스마스에는 물질교환이 심하며 초대하고 초대를 받는 일도 왕성하다. 즉 미
국의 크리스마스는 상업화해가는 경향이 눈앞에 보인다. 서구의 크리스마스는 미국에 비
해 뭐라고 해도 떠들썩한 면이 적고 매우 엄숙한 맛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미국 군
인 관광객들이 서구에 많이 가는 관계인지 서구의 크리스마스도 상업화해가는 것 같다. 물

사랑이 고파
권순영(權純永)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장(少年部支院長)

수일(數日) 전 점심시간 때 무교동(武橋洞)에 나갔다가 구두닦이 소년들이 피 흘리며 싸우
는 것을 보았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싸워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A소년이 B소년을 주먹으로 한 대 갈기니까 B의 코가 당장 터졌다. A는 B를 엎어놓고 B
의 얼굴을 아스팔트 위에 발로 마구 짓밟았다. 지나가던 어른들이 뜯어말려 A는 달아났다.
그러자 B는 길가에 있던 벽돌을 들고 A의 뒤를 따라갔다. 만약 B의 던진 벽돌이 A의 골통
을 맞히면 A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B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령 A
와 B는 평상시에 별로 감정이 없었으며 B는 A로부터 매 맞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살인을 하
게 된 것이다. 정도로 조사가 끝난 후 B가 16세 미만자니까 소년법 제53조에 의해 사형, 무
56) inn;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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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징역은 면하고 15년의 징역이 언도될 것이다.
B군은 소년형무소에서 복역 중 수차의 특사로 징병연령이 되어 군대에 복무하고 제대가
된다. 그동안 B군은 따뜻한 사랑이라곤 받아보지 못하고 쌀쌀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그
러면 B군의 잔인성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필동(筆洞) 5인 가족 몰살사건, 어린이 유괴살인사건 등 종전에 보지 못했던 비인
도적이며 잔인한 범죄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족성이 잔인하지 않은가
하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구두닦이 소년들이 자기의 관할을 침범했다고 해서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과학적으로 구명하면 반드
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0년 전부터 범죄소년을 ‘소셜 워커’(사회사업가), 임상심
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이 다각도로 조사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B군이 왜 A에 대해 잔인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B군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다가 더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와 같
이 불행한 소년들의 집단 속에 들어갔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집단 속에서 대상
(代償)[대리보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A군이 자기를 무시하고 구타까지 하게 됨에(일반 사회인과 같이) 참을 수 없는 분노
를 느꼈다. B군은 부모나 일반 사회인에 대해서는 하등 애정을 기대 안 한 지가 이미 오랜 옛날
이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불행한 환경에 있으며 자기를 동정해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A군이 일반 사회인과 같이 자기를 멸시했을 때 B군은 노했으며 잔인하게 된 것이다.
잔인한 범행을 한 소년의 생육사(生育史)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소년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 이렇게 자라나면 행동이 공격적으로 되며 잔인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지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군대에서 엄한 훈련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상관이 되었을 때 그는 부
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요새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불구속으로 재판 도중에 자진해 군대에 들어가 버리는 예가
많다.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면 자꾸 비행(非行)을 하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엄격한 훈련을 받
으면 사람이 될까 봐 입대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일수록 가정에서 사랑은 주지 않고
아들을 때려주고도 아들이 사랑이 고파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2차 대전 당시 미국 군대의 2개 사단 가까운 군대가 정신질환으로 제대되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년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성년기에 전쟁과 같은 사
태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한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나 사회에서도 멸시만 당하다가 군대에 들어가면 그
소년은 점점 악화되어갈 것은 뻔한 노릇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이론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해가 안 되고 있다.
「0.815」라는 독일영화에는 군대에도 사랑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군대가 문제소년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문제 소년의 치료소로서는 더욱 부적당한 현실이다.
문제 청소년이 군대에 집중된다면 모로코의 외인부대는 될 수 있어도 강력하고 우수한

Vol.41

111

<송년수필선(送年隨筆選)>

는 것 같았다. 워싱턴(華盛頓)에서의 이야기인데 어떤 부인과 전차 운전수와의 사이에 언론이
벌어졌다. 부인은 분명히 전차 값을 냈다는 것이고 운전수는 그럴 리 없다는 것이다. 무슨 확
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런 종류의 싸움에는 일방이 무조건 양보를 하는 도리밖에 없다. 나
는 그래 누가 양보하는가를 주시했다. 결국 부인이 양보를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재미있었
다. “나는 돈을 또 내겠으나 이것은 전차 값이 아니다. 전차 값은 이미 냈기 때문이다. 이 돈은
당신의 성실성에 대한 상금이다.”라고 역시 머리가 좋은 응대 방법이었다.
또 한 번은 어떤 ‘인’56)에서 술을 마시는데 대단한 광경이 벌이지는 줄만 알았더니 어이없
이 사그라지고 마는 것을 보았다. 몇 마디 큰 소리가 나더니 한 놈이 벌떡 일어서며 의자를
들었다. 주인이 뛰어 나와 말리는 동안 2, 3분이나 되었을까 벌써 경찰관이 들어와 싸움질
한 두 놈을 데려가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난동은 미수로 끝나고 만 것이다. 나는 사실은 좀
더 싸움이 크게 벌어져 좋은 구경을 할 작정이었는데 좀 섭섭했다. 미국에 1년간 체류하는
동안 나는 단 두 번 이상과 같은 싸움을 보았을 뿐이다.
우리 국민이 어찌하여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알기에는 우
리 국민은 자고로 도피적 성질이 있어서 남과 다투기를 싫어하는 백성인데 그것이 점차로 고
질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광경이 외
국인의 눈에는 한층 더 심각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외
국인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렸다. 소를 몰고 가는 농부가 길을 비키지 않아 분노한
운전수는 차 밖으로 뛰어나가 그 농부를 무수히 구타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운전수는 한국
인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 한국 인상기를 썼는데, “한국인은
폭력을 믿으며 싸움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섭섭한 이야기이다.

군대는 될 수 없다.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군대에 들어감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며 제대
후에 사회적응이 잘 안 되어 범죄를 일으키기가 쉽다.
올해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신건강’의 해로 정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군인만이
강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자라날 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

서울의 설 (過歲)

연세대(延世大) 교수 권오순(權五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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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원문에는 洪錫漠으로 되어 있으나 洪錫謨의 오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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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쇠는 것을 한자로는 과세(過歲)라고 쓰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식이요, 한자의 본국인
중국에서는 과년(過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년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들리는
것이니 대개 총각이나 색시가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가 지난 것을 과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설 쇠는 것을 과중(過中)이라고 한다. 중국의 전설에 아득
한 옛날, 만 년인지 십만 년인지 전에 연(秊)이라는 맹수가 있어 365일 되는 주기로 나와서
인축(人畜)[사람과 가축]에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짐승 연이 나와서 한바탕 난
리를 치르고 가는 때가 겨울도 거의 끝나는 때였다. 사람들은 괴의 난리를 한번 겪으면 한
해가 지나갔다고 달력(책력(冊曆)) 대신으로 알게 되었다. 오랜 동안 연의 난리를 겪어오는
중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으니 괴라는 짐승은 큰 소리를 무서워하고 붉은빛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365일 꼭 과기(過期)가 되면 집집마다 풋대(생죽(生
竹))를 잘라다가 불에 태워서 대 줄기(죽간(竹幹)) 속에 있는 공기가 폭발해 큰 소리가 나게
하고 대문에는 붉은색 칠을 하고 사람은 붉은 옷을 입어서 연의 피해를 방지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연이라는 짐승이 나왔다가 또 나올 때가 365일이므로 연의 오늘날이 한 해
의 첫날이 되고 연을 막아내는 수단으로 대(죽(竹))를 폭발시키고 붉은 것을 칠하고 입고 하
던 것이 연이라는 짐승은 자연도태되어 없어졌으나 그 유풍(遺風)만은 남아서 새로 365일을
세기 시작한 날이 설이 되어서 폭죽도 하고 붉은 옷도 입고 붉은 칠도 하는 것이었다. 과괴
(過秊)이라고 했는데 연이라는 글자가 지금은 변해서 연(年)자로 되었고 연(秊)자는 고(古)자
로 되어서 지금에는 거의 알지 못하는 글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연이라는 짐승이 나왔었는가 기록에도 없고 국비(國碑)에도 없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중국의 그것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인지라 중국의 설 쇠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
여 설을 지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독립성을 가져보려고 해서인지 과년이라고 안 하
고 과세라고 하고, 폭죽으로 큰 소리 내는 것을 안 했지만 설 쇠는 경황(景况)은 중국의 그
것보다 못하지 않게 흥성(興盛)했다.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이 지은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에 보면 “호도미(好稻米) 작말
(作末) 세사(細篩) 청수반내(淸水拌匂) 열치목반상(熟置木板上) 용저(用杵) 난도(爛搗) 분작소
단(分作小段) 마전작병(摩轉作餅) 체원이장(體圓而長) 여팔초어복(如八梢魚服) 명일권모(名日
拳模) 선작장탕(先作醬湯) 후비(侯沸) 장병(將餅) 세절여전형(細切如錢形) 투지(投之) 이불점

불쇄(以不粘不碎) 위추(爲隹) 혹화이저우치계등육(或和以猪牛雉鷄等肉) 제석야반(除夕夜半)
가인(家人) 계구(計口) 끽일완(喫一捥) 명일박탕(名日餺湯) 여염간(閭閻間) 문소아년치(問小兒
年齒) 첩일금끽병탕(輒日今喫餅湯) 기완(幾椀) 방옹(放翁) 세수시(歲首詩) 운중석제(云中夕祭)
여분(餘分) 박임(餺飪) 주(註) 향속(鄕俗) 세일(歲日) 필용탕병(必用湯餅) 위지(謂之) 동박임(冬
餺飪) 연박임(年餺飪) 의즉차물야(疑卽此物也).”
좋은 볍쌀로 가루를 만들어 가는 체로 쳐서 맑은 물로 고루 섞고 익혀서 나무판 위에 놓
고 공이로 많이 두드려 적은 조각으로 나누어 놓고 만져 굴려 떡을 만드니 몸이 둥글고 길
어서 문어다리 같으니 이름은 권모라고 한다. 먼저 장국을 끓여놓고 떡을 가늘게 썰어 돈작
같이 해 넣어서 붓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한다. 혹시는 도야지, 소, 꿩, 닭
고기 등을 넣기도 한다. 그믐날 밤중이 지나면 집안사람들이 식구를 계산해 한 대접씩 먹으
니 이것을 떡국이라고 한다. 여염 간에서 아이들 나이를 물을 때 떡국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
고 하는 것이다. 송나라 육방옹(陸放翁) 세수 시(歲首詩)에 밤중에 제사지내고 남은 박임(餺
飪)을 넣는다고 했고 주(註)에 시골풍속이 설날에는 반드시 국떡을 쓰니 동박임(冬餺飪)이
라고 한다. 연박임(年餺飪)이라는 것은 이것인가 한다.
이렇게 떡국으로부터 시작해 이야기했는데 떡을 권모(拳模)라고 한 것은 좀 다른 말이 있
다. 대산(臺山)은 이 떡의 시초를 중국에서 온 것처럼 안 모양이요, 대산뿐 아니라 「동국세시
기(東國歲時記)」의 작자 홍석모(洪錫謨)57)이나 「경도잡지(京都雜誌)」의 작자 유득공(柳得恭)도
다 육방옹(陸放翁) 시를 인용해 동박임이니 연박임이니 했다. 하지만 박임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요리점에서도 파는 세탕(歲湯)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떡국과는 거리가 멀고, 중국에서 겨
울에 탕고(湯糕)라고 해서 파는 떡은 있지만, 그것은 주물러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떡메로 쳐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권문(權門) 중에서는 이것을 필자의 원조요, 조선왕
조 초의 명현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어머니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음으로 권 씨의 어머니
권모(權母)의 떡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혹 골무떡이라고 하는 말을 듣겠는데 그것은
권모의 와음(訛音)이라고 하는 것이다. 권모(拳模)라고 한 것은 대산의 억단(臆斷)일 것이다.
이 떡국은 설에 반드시 있는 시식(時食)이다. 그 외에 달은 음식물도 많이 장만하는 것이니
이것을 설음식(세찬(歲饌))이라고 한다. 대개 설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새 옷을 갈
아입고 어른에게 세배를 올리고 사당에 참배하고 다시 세찬을 진설(進設)하고 제사 지내니 이
것을 차례(茶禮)라고 한다. 「열양세시기」에는 차례 말이 없으나 「동국세시기」에는
“경도속(京都俗) 세(歲) 알가묘(謁家廟) 행제(行祭) 왈차례(曰茶禮).”
라고 했다. 제사가 끝나면 안부인네들은 각기 어린 종(여비(女婢))를 잘 입혀서 친척의 집
에 보내 새해 인사를 하게 하니 이것을 문안비(問安婢)라고 하고 남자들 관직에 있는 사람
들은 각자의 상관의 집에 가서 명함(名啣) 두고 오나니 이것을 세함(歲啣)이라 하고 각 집에
서는 미리 대문 안에다 소반을 비치했다가 명함을 놓게 하던 것이다.
그리고 부인네들은 윷으로 일 년 신수점(身數占)을 보든가 육괘책(六卦冊)이나 토정비결
(土亭秘訣) 같은 것을 봐서 1년 점치는 것도 행사 중에 중한 일이요, 젊은 각시네들 널뛰는

크리스마스 카드
아동문학가 김요섭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 어린 날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도 즐겁고 다복
58) 류큐 왕국, 현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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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옛날을 더듬게 한다. 또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저 머나먼 북쪽 눈에 덮인 고
향의 조용한 마을과 새벽을 생각하게 한다. 또 나아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나누던 정다
운 친구들의 얼굴을 황폐한 얼굴들 속에서 다시 찾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선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다. 지금도 눈에 선한 눈
오는 마을, 어머니와 누님과 같이 살던 집 창에서도 행복의 향기가 그윽하게 피어나는 것 같
기도 하다. 혓바닥을 감미롭게 하는 ‘행복’이란 어휘도 참 오래간만에 발음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변천하는 생활 속에 그동안 잃어버린 어휘가 많다. 그 중 ‘행복’이란 어휘도 어느새 잃
어버린 나의 사어(死語)이기도 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조용하게 행복해보고 싶다.
그리고 남을 향해 축복도 하고 싶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인다는 것은 공연한
크리스마스의 멋 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평범한 행복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축복이 얼마
나 깨끗한 감정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크리스마스면 축복의 사연들을 붙이게 되었다. 덕지덕지 인쇄해 박은 프린
트들이 아니다.
그냥 우표 가게에 가서 엽서를 사서는 늘 원고 쓰던 만년필로 짤막하게 나의 사랑의 신호
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 많은 사람의 수는 아니다.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일 년이 다 되도록 오 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을 향해서 부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마다 부치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평소에 사귐성이 적어
서 그런지 나에게 보내오는 카드도 극히 적다. 아니, 카드가 온다 해도 무슨 공식적인 기관
에서 의례적으로 보내오는 카드들이다.
지위로 보아 아주 큼직큼직한 자리의 사람들이 되어 뒤에 적힌 이름은 알아도 얼굴은 신
문에서 본 기억밖에 없다. 흔해빠진 카드에도 이렇게 박복하고 보면 크리스마스에 주고받
는 선물도 없었다. 평소에는 여자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편이기는 하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는 한 사람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몇 해를 두고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여자 친구들이란
없다. 초저녁에 열리는 간단한 파티에서 잠깐 구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짝을 따라 다
뿔뿔이 헤어진 다음 나 혼자서 지내게 된다.
지난 해 크리스마스 때였다. 며칠 전부터 어느 여성 한 분한테 초저녁만은 꼭 같이 지내자
고 약속을 받아 놓았다. 정작 당일이 되자, 평소에는 날마다 만나던 분이 영 약속한 다방에
나오지 않았다. 쓸쓸하다기보다 화가 잔뜩 났다. 명동을 나오면서 이때까지의 일체 친구들
하고는 새해부터는 다시 사귀지 않을 것을 마음에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러고 보니 이젠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쓸쓸한 밤을 지내게 된다. 오히려 옛
날의 크리스마스를 회상하는 일보다도 즐겁지 않다.
혼자서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 파티도 나가고 싶지 않다.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혼자서 조용하게 축복하면서 지내고 싶다.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읽은 성경이다. 지금은 일
년 열두 달 다 가도 읽지 않던 성경을 이날 밤만 혼자서 읽고 싶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울 형편도 못 된다. 굵은 촛불이나 온 방 안에 켜놓고 기도하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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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즐거운 유희이다. 청소년들은 세배해 어른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돈 치는 것도 소년다
운 유희였다.
그러나 서울의 설은 대내(大內), 즉 궁중의 의식(儀式)이 너무 많은 것이니 새벽에 궁문 안
에서 방포(放砲) 총 쏘는 것을 세 번 하는 것은 폭죽의 여풍(餘風)이요, 정승이 백관(百官)을
인솔하고 진하(進賀)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권정(權停) 임시정지(臨時停止)시키는 것이 예
가 되어 있으나 도서서(圖書署)에서 노인성(老人星) 선녀신장(仙女神將)의 그림을 그려 바치
는 것도 전례이다.
경향(京鄕) 각지에 있는 관원과 부인의 70 이상된 사람에게는 쌀과 소금과 생선을 하사
(下賜)하고 관원의 80이 넘었다든가 평인이라도 90이 넘었으면 관계(官階)를 높여주고 100
세 넘은 사람은 1품(品)에 제수(除授)하니 노인을 우대하는 성전(盛典)이었다.
「열양세시기」에는 설날 권농논음(勸農論音)을 반포(頒布)했다고 했으나 이것은 대산의 착
오이다. 박연암(朴燕岩)의 문(文)[글]에 의하면 권농논음은 정월 상신일(上辛日)에 왕이 사직
단(社稷壇)에 친제(親祭) 지내고 철상(掇床)하면 사직단 제실(齋室)에서 반포의 하명이 있다
고 했으니 연암의 이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직단의 친제(親祭)는 올해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는 기년제(祈年祭)를 지내고 나서 하늘의 은총만을 바라지 말고 각자가 역농(力農)하
라는 권면(勸勉)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시종 당하문신 중에서 미리 선택해 상서로운 말의 시를 짓게 해서 그
것을 고선(考選)해 합격한 것을 기둥과 문 위에 붙인다고 「동국세시기」에는 말했지만, 이것
은 입춘행사요, 원단(元旦)행사가 아닌 것이다.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에 다 같이 1년 동안 모아 두었던 머리털을 태운
다고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도 이 풍속은 보름 때 풍속이었다.
널뛰는 것은 아가씨네의 놀이이다. 지금도 이 풍속만은 성하게 유행한다. 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오이씨 같은 두 발을 사뿐사뿐 굴러서 번갈아 뛰는 널은 보기도 좋지만 운동도 매
혹적 좋은 운동일 것이다. 「경도잡지」에는 류구국(琉球國)58) 기략(記略)에
기부녀(其婦女) 무판어상(舞板於上) 왈판무(曰板舞) 여차상류(與此相類) 국초(國初) 류구입
조(琉球入朝) 억혹모이효지자(抑或慕而效之者)
라고 해서 류구국에도 이 풍속이 간 것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어떨는지?
어렸을 때의 설이 며칠 남았다고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같을 뿐 차차 설 쇠
는 것이 을씨년스럽더니 지금은 싫어지기까지 했으니 설은 유소년의 설이었다.

전후(戰後)의 세계사(世界史)

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머나먼 마을의 풍경과 새벽하늘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눈빛처럼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눈길을 흘러가는 새벽종이 흘러온다.
그곳 사람들에게도 나의 축복의 카드를 부칠 날이 곧 오기를 기다린다.

미소(美蘇)의 국제무대(國際舞臺) 주역(主役)으로서의
진출(進出)과 미래(未來)의 평화(平和)에의 길
민석홍(閔錫泓)

1. 미국(美國)과 소련(蘇聯)

<133페이지에서 계속>

1차 대전 직후 독일의 철학자 슈펭글러61)는 서구문명의 몰락을 예언해 큰 센세이션

마음이 ‘눈먼 비’를 맞아야 하는 그야말로 주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마는 것이다.

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서구문명의 전반적인 몰락은 별문제로 하고 유럽 프로퍼(Europe
Proper - 즉 원래의 유럽 정도의 뜻)에 속하는 나라들과 국제정치에서의 발언권은 2차

토기(土器)장이의 밭에서 방망이질로 변하는 심장(心臟)의 맥박과도 같은, 그 무덤을 짓밟
는 발자국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디스 시트웰59))

대전 후 확실히 줄어들었다. 패전국인 이탈리아,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나 영국
의 무게도 매우 가벼워졌다. 그 대신 종래 유럽 프로퍼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주역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인간의 영혼은 짓밟히고 크라이스트! 그의 얼굴은 ‘붉은 이빨’에 뜯겨진다. 그리고 그 위
로 신(神)의 선혈(鮮血)이 흐른다. 쓰라린 슬픈 눈물처럼 흐르는 피, 신은 지금 외롭다. 싸움
터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습들이 안타깝다.
“오, 태고(太古)적 진홍(眞紅)의 저주(咀呪)여!”
‘로젠버그’60)는 차라리 총을 들었다. 적을 향해서, 아니 인류의 가슴 과녁을 흐르는 ‘얼음
과 서리와 눈’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염원해 외친다.
다시 그 옛날의 꽃이 만발하게 하라.
인류에게 역사가 항존하듯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해 참극을 빚고 인간은 스스로
그 비극 속의 배역을 맡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싸움 속엔 언제나 신, 신의 사자(使者)
가 있어 우리의 죽음을 거둬간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이디스 시트웰의 시 한 구절에 귀를
기울이자.

지만 전후의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후에 새
로 국제정치무대에서 주역 격이 된 미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
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한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가적인 역사는 20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었으므로 국제정치의 경력은 반세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
구나 19세기 초에 먼로62) 대통령이 유럽으로부터의 간섭 배척과 유럽에 대한 무간섭주
의(이른바 먼로주의)를 선언한 이래,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의 경향이 강했다. 1차 대전 후
윌슨63) 대통령의 제창으로 설립되다시피 한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사실 미국은 국제정치에 참여한 후도 2차 대전 때까지는 마지못해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고는 인간(人間)의 심장(心臟)인양
일찍이 짐승 사이에 누운 한 아이였던 분의 말씀
“아직도 나는 사랑하고,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순결한 빛, 나의 피를 흘리노라.”

이와 같이 역사가 짧고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은 전후의 세계에서
의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내부적인 발전이 아닐까 한다. 미국의 역사는 짧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젊음이 있다. 이 젊
음은 19세기의 서부개척운동에서 육성된 모험정신과 진취적인 정신과 결합하고 있다. 미국

(<아직도 비가 나린다>의 끝 절(節))

은 자유의 천지를 찾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요, 전제정치를 모른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
원을 배경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비교적 순수하게 자라났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언제나 스스로를 유럽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또한 그러하다는 점이다.
61) Oswald Spengler
62) James Monroe
63) Thomas Woodrow Wilson

59) Edith Sitwell
60) Ros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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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그리 긴 역사를 가진 나라는 아니다. 몽고족의 지배를 벗어나서 유럽문명의

던 소련이 1939년 8월 돌연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었다. 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말경의 일이고 유럽의 정치무대에 참가한 것은 18세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소련 밖의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기 중엽 무렵의 일이었다. 그러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일은 별로 없고 10월 혁명 이

주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곧 그것을 정당화하느라고 바빴지만 사실에 있어 이 불가

후에는 일시 국제무대에서 물러섰다.

침조약이야말로 2차 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영

러시아의 대외관계의 기록은 과히 아름답지 못하다. 그것은 일종의 배신의 기록이요, 목
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태도의 표현이었다. 2차 대전 직전과 대전 초의 경
우는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거니와 7년 전쟁 때 홀로 동맹을 이탈해 프러시아[Prussia]의 프
리드리히 2세64) 대왕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준 사실과 1차 대전 중 10월 혁명으로 정권을

국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9월에 폴란드로 진격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히틀러와 맞장
구를 치면서 폴란드로 진주해 독일과 이를 분할하고 이어 핀란드를 침략했다.
소련이 끝끝내 히틀러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소련은 독
일의 공격을 받고서야 결정적으로 연합국 측에 서서 싸우게 되었다.

잡은 공산주의자들이 독일과 단독강화를 맺은 사실만으로도 이를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이와 같은 소련을 동맹국으로 삼아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면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그러면 러시아의 내부적 발전의 특징은 무엇일까. 러시아 사회는 1860년대에 비로소

되었다는 사실은 불가피한 일이었을는지도 모르나 불행한 일이었다. 소련을 끝끝내 믿지

그것도 불완전하게 농노제를 벗어난 전근대적인 사회였다.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못한 처칠 경과 영국 군부가 유럽 대륙에 대한 반격의 거점으로 남유럽과 동유럽을 해방

가장 늦었으며 이러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리라고는 마르크스가 예상하

시켰더라면 전후의 세계정세는 퍽이나 달라졌으리라. 그러나 영국이 주장한 작전이 성공

지 못한 사실이다. 러시아는 전제정치의 전통이 뿌리 깊게 박힌 나라이며, 서구적인 자유

했으리라는 보장이 될 만한 조건은 별로 없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전력을 과대평가한

나 민주주의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독재정치는 전제

나머지 얄타 회담66)에서 지나치게 소련에 양보를 한 것은 또한 불가피한 일이었을는지는

적인 황제정치에 익숙했던 러시아에게는 별로 낯선 것이 아니었다.

몰라도 역시 불행한 일이었다.
전후 소련은 대전 전에 비해 매우 비대해졌다. 핀란드의 일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2. 냉전(冷戰)

투아니아,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일부 그리고 동 프러시아의 일부를 병합했다. 그것뿐이

전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과 소련을 각

아니다. 대전 중에 자유선거를 약속한 바 있는 동유럽 및 남유럽의 소련 점령 국가(폴란

각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 독재공산 진영과의 대립이다. 이러한 대립은 사실은 러

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에는 강제적으로 공산정권을

시아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래 어느 때고 현실화할 잠재적인 기정사실이었고, 따라서

세우고 엘베부터 동쪽의 동독을 점령하고 베를린과 오스트리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아

대전 중에 이미 예상되었어야 할 일이다.

시아에서는 만주와 북한을 점령했다. 그 후 1948년에 유고슬라비아가 소련의 지배를 벗

2차 대전은 이것 또한 누구나 알다시피 전체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싸움이요, 침략주

어났으나 공산세력은 중국 본토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를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의에 대한 평화주의, 독재정치에 대한 자유수호의 싸움이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독

이와 같은 공산세력의 팽창과 거기에 내려진 철의 장막, 그리고 그들의 침략적인 태도

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성격을 달리하면서도 독재정치와 침략주의에 있어

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릴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다시 냉전이라고 부르는 긴장상태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대전 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들의

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론의 근본이요, 현실정치 또한 공산당의 독재임은 누구의 눈에나 뻔한 사실이었다. 레

이러한 냉전의 고비를 구한다면 아마 그것은 한국동란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일찍

닌이 10월 혁명에 성공한 후 그의 방침을 일국 사회주의로 변천하고 국제공산주의와 세

이 1947년에 마셜 계획67)에 의해서 경제부흥이 전 유럽적인 규모로 착수되어 성공을 거

계 혁명을

주장하던 트로츠키65)가

실각한 후 표면상으로는 직접침략적인 기세를 보이지

두고 이어 베를린 봉쇄를 계기로 NATO가 결성되고,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도 거기에 참

않았으나 그들의 최종목표가 전 세계의 공산화에 있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었고, 그들

여해 유럽 대륙으로부터 지중해에 걸친 방위태세가 갖추어졌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의 경제 부흥(復興) 계획이 전쟁준비용의 중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의 방위태세는 한국동란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북한 공산군의 침입이 있자 미국이 때를 놓치지 않고 군대를 파견해 응전한 태도는 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불구대천(不俱戴天)의 원수처럼 욕을 하고 공격을 하
64) Frédéric II
65) Leon Trotsky, 본명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슈타인(Lev Davidovich Bro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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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명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산침략에 대해 일전을 불
66) Yalta 會談
67) Marshall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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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겠다는 결의의 표명인 동시에 만일 히틀러에 대한 영국의 유화정책이 2차 대전의 원

된다. 더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인의 하나라면, 한국동란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는 3차 대전 내지 그것을 유발할 위험을

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자들은 기회 있는 대로 국부적인 침략을 감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내포한 대규모의 공산침략을 사전에 방지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부적인 전투는 장차도 그칠 것 같지 않다.

한국에서 휴전이 성립된 다음 해(1954년) 공산세력은 다시 북부 인도차이나를 획득했
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동란을 고비로 그들의 팽창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국부적인 전쟁이나 또는 앞서 이야기한 냉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전후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아프리카 등지의 민족주의 운동이 있다.

기세가 약간 수그러지는 듯한 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비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이 유럽 선진국가의 식민지 내지 반식

의 동서양에 걸친 방위태세가 강화되었다는 데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진영

민지로 된 것은 15세기 말의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 이래의 유럽인의 진출, 특히 19세기

자체의 내부적인 모순 내지 결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헝가리 의거 내지 폴란드의 폭

후반기부터의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였다. 이러한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화된 지역의 주민

동 등은 그것의 노골적인 폭로였거니와, 그 후 소련이 평화공존을 내세우게 되고 최근에

들은 유럽인의 지배 내지 보호 하에 서유럽문명과 접촉하면서 점차 민족적으로 각성하게

는 흐루쇼프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이례인 태도로 나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되고 독립과 해방을 바라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들의 해방 내지 독립운동은 활

일부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여 냉전이 풀릴 실마리
가 발견된 듯이 논하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냉전의 뿌리는 우리가 앞서 논한 바

기를 띠기 시작했고 1차 대전에서 윌슨[Wilson]이 내건 ‘민족자결주의’는 이러한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차 대전 후에도 수많은 국가가 독립 내지 자결권을 획득했다.

와 같이 좀 더 깊은 곳에, 즉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

그러나 유럽 선진국가의 제국주의 지배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상당한

로 또는 표면상으로 냉전이 약간 완화되는 듯 보일지 몰라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 자

지역이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식민

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공산세계와 공존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냉전은 계속되

지의 독립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부 아프리카의 프랑스령 알제리의 분쟁은 그

리라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예이다. 또 형식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자결권을 획득한 경우라도 군사적 권리

3. 국부전쟁(局部戰爭)과 민족주의(民族主義)

며, 이란의 석유문제, 수에즈 운하의 주병(駐兵) 문제 등은 이러한 좋은 예이다. 또 과거에

냉전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언자 아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였던 지역은 대부분이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지배를 완

닌 역사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大)

전히 벗어난 경우라도 복잡한 국내문제가 산재해 있고 안정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쟁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주로 파괴무기의 발달에 기인한다. 현재 경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는 인종과 종교문제가 여기에 결합되어 사

쟁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는 달 로켓이 아직은 직접적인 큰 군사적 의의를 갖지 않는다, 하지

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1차 대전 후 무스타파 케말68) 영도 하에 급속도로

만 현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탄 내지 수소탄과 이를 원거리의 목표에 운반해 명중시

사회체제를 근대화시키고,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유럽 여러 나라와 우호적인

킬 능력을 가진 유도탄의 발달로 인해 교전국 쌍방이 이러한 무기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

관계를 맺고 안정된 발전의 길을 걸은 터키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례적인 현상에 속하지

규모 전쟁이 가능할 양상을 띠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3차 대

만, 그래도 후진국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이 일어난다면 인류가 전멸하거나 지구 자체가 파괴되거나 또는 적어도 문명이 완전히

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후진성에서 오는 국민대중의 빈곤, 뒤떨어진 사

나 경제적 이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회수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

파괴되어 인류는 석기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문명건설의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회체제, 전제적인 경향을 띤 정치체제와 지배층의 부패, 지배국가 또는 이권국가였던 유

것이라고 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좀 극단적이고 또한 무조건의 평화주의 내

럽의 선진국에 대한 증오 등으로 내외로 불안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

지 공산세계에 대한 유화정책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하

태는 공산세력의 침투에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평화

지만 강대국의 정치가들이 대규모 전쟁에 대해 매우 진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공세, 인도차이나에서의 호찌민(胡志明) 정권 원조 등이 그 좋은 예이며, 대체로 국부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보아서 능히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될 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곳도 이러한 지역이다.

한 사건도 국부적인 사건으로 처리되어 온 것이다.

과거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선진국이 오늘날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기 때문

그러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세계 대전은 별문제로 치
고라도 국부적인 전쟁은 우리 자신이 이미 체험한 바도 있지만 장차도 있을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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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문제는 확실히 자유진영의 약점 내지 골칫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
68) Mustafa Kemal Atatü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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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지역의 제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식민지와 본국과의 원만한 문제해결, 신생독립국가의
안정된 발전, 그리고 자유진영의 지도적인 국가들과의 평화로운 우호관계가 촉진
된다면 자유진영을 위해 이 이상의 더 큰 소득이 없을 것이다.

조광조(趙光祖)의 생애(生涯)와 그 시책(施策)
유홍렬(柳洪烈)

4. 유엔과 세계평화(世界平和)

2차 대전 후 세계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탄생한 ‘유엔’은 1차 대

전 후에 생겼던 국제연맹의 후신이지만 국제연맹이 수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동란 때 표시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과감한
행동은 국제연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고, 지역적인 소 분쟁의 해결이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궁극의 목표인 세계평화의 달성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근본적
인 문제해결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양대 진영의 대
립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유엔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국가가 주권행사를 보류하
고 있는 점에도 그 원인의 일부는 있다. 이러한 주권행사의 보류는 유엔 내의 가
장 중요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에 단적
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태까지의 기록으로 보아 거의 소련이 혼자 이 거부권을 행
사하고 있고, 따라서 거부권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지만- 강대국들이 이 거부
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권행사를 포기하고 그것을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에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국가가 그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국제기구에 위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세계사의 발전에서 계기적인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을 통한 세계정부의 수립
이나 세계연방의 구상은 무가치한 것은 아니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서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69)는
유엔을 통한 세계정부의 수립이나 세계연방의 형성은 망상이요, 불가능한 일이
라고 논하고, 미국과 소련 양자택일(兩者擇一)의 길을 통해 점차 세계가 일체화
될 것이며, 미국이 가진 매력이 소련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논하고 있다. 흥
미 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이것 또한 하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세계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절
실한 요망이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평화는 공산주의 세력 내지 그들
의 이데올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 포섭되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필자(筆者) 연세대(延世大) 교수(敎授)>

흔히 조선왕조의 유학(儒學)이라 하면 성리학(性理學), 송학(宋學) 혹은 주자학(朱子學)이
라고 불리는 도학(道學) 일색으로 그것은 공리공담(空理空談)의 이기설(理氣說)을 되풀이하
거나 번쇄(煩瑣)한 예론(禮論)을 거듭함으로써 당쟁의 한 무기, 즉 이용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당쟁이 시작된 중기 이후의 일이고, 적어도 성
종(成宗) 이전의 초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서의 학자는 대체로 사학파(私
學派)와 관학파(官學派) 둘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이태조(李太祖)의 화가위국(化家
爲國), 즉 신 왕조 개창(開創)을 불의로 여겨 순절 혹은 은둔함으로써 불사이군(不事二君)이
라는 유교주의 본령을 굳게 지킨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학설을 잇는 한 무리이다.
후자는 이와 반대로 태조의 창업을 돕고 새 왕조에 나와 벼슬한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윤소종(尹紹宗)의 뒤를 잇는 한 무리이다.
관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국가와 민생을 실제로 이롭게 할 수 있는 실학(實學)을 위주
로 해 전례(典禮)와 사장(詞章)(문예(文藝))을 힘써 닦음으로써 성대하게 국가의 편찬사업에
종사했음은 물론, 사학파의 중심을 이루는 김숙자(金叔滋) 및 그 아들이며 제자인 김종직(金
宗直)과 종직의 문인들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일준(一蠢) 정여창(鄭汝昌)의 두 실
천도학가(實踐道學家)를 제한 외에는 역시 경술도학(經術道學)보다는 제술(製術)(문예)에 치
중함으로써 시문에 능한 문사들이었다. 이와 같이 문장 중심의 전대 유학이 주자학 중심의
유학으로 변전(變轉)되어 간 시기는 대체로 11대 왕 중종(中宗)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처
음으로 크게 주창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진일재(眞逸齋) 유승조(柳崇祖)였고, 승조의 사상과
주의를 본받아 주자학(朱子學)(성리학(性理學)) 공부를 기초로 도학정치, 즉 철인정치(哲人
政治)를 강력히 주창하고 또 실제 정치에 실현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정암(靜庵) 조
광조(趙光祖)라고 볼 수 있다. 중종은 19세 되던 1506년에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顏),
유순정(柳順汀) 등에게 옹립된 후 중종반정 - 전왕 연산군(燕山君)이 무오(戊午)(1498) 및 갑
자(甲子)(1504)의 2회에 걸친 사화(士禍)를 일으켜 사림을 타진(打盡)했을 뿐더러 온갖 사치
와 난폭을 다해 암흑세계로 몰아넣었던 폐정(弊政)을 개혁해 유신(維新)의 치(治)를 베풀려
고 먼저 태학(太學), 성균관(成均館)을 중수(重修)하고 박사를 복치(復置)해 경연(經筵)을 베
푸는 한편 전대의 피화인(被禍人)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등 힘을 오로지 문치(文治)에 기울였
다. 이리하여 갑자사화(甲子士禍)로 말미암아 원주로 유배되었던 명유(名儒) 유숭조(柳崇祖)
를 불러들여 22년(1507)에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고 다음해에는 친히 성균관에 행차에 숭
조로 하여금 태학을 읽게 했는데, 숭조는 열심히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와 존심출치(存心
出治)의 요(要)를 반복 설명함과 아울러 『태학잠(太學箴)』 및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
등의 책을 지어 바쳐 왕의 비상한 사랑을 받았다. 위에 든 두 책은 모두 도학성리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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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후 성리학 발전에 지대한 자극을 준 것 같으니, 이러한 숭조의 존재와 이를 뒷받침
한 중종의 개혁적인 숭유적(崇儒的) 태도를 우리는 조광조를 이해하는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광조(趙光祖)의 자(字)는 효직(孝直), 호(號)는 정암(靜庵), 본관(本貫)은 한양(漢陽)인데
개국공신 조온(趙溫)의 현손(玄孫)이며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애손(哀孫)의 자손으로 9대
성종 13년(1482)에 한양 본제(漢陽 本第)에서 낳았다. 부는 사헌부 감찰이던 원강(元綱)이
요, 모는 여흥 민씨(驪興閔氏)(의(誼)의 여식)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질이 수미(秀美)하고
견고해 성인의 의도가 있었으며, 장성함에 미쳐서는 학문에 뜻을 두어 성현을 숭모(崇慕)하
는 마음이 날로 더했다. 연산군 원년(1495)에 아버지 원강이 어천(魚川)(영변(寧邊)) 찰방(察
訪)으로 취임하게 되자 그도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가 있었는데 연산군 4년에 이르러 한훤
당 김굉필이 무오사화의 화를 입어 인근 읍 희천(熙川)을 유배당했다. 일찍부터 김굉필의 학
행이 높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그는 곧 희천으로 찾아가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때에 광
조의 나이는 17세였으나 처음으로 학문의 대강(大綱)을 얻어들은지라 이후 더욱 각고면려
(刻苦勉勵)해 주자학이 지은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및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애독해 성
리학 공부에 힘쓰는 한편 일학일동(一學一動)을 배운 바 그대로 옛 성현의 그것과 같이 하기
에 힘쓰고 특히 한번 뜻한 바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19세 때에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를 받
들게 되었으나 조금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굉필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사
장(詞章)의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공부에는 그리 힘쓰지 얺았다. 그러나 중종 5
년(1510)에는 생원시(生員試)(소과(小科))에 일등으로 합격하고, 그로 인해 태학(太學)에 적을
두게 되었다. 이때 태학의 장은 앞서 말한 유숭조였으니 만큼 그도 직간접으로 숭조의 도학
주의 사상에 감염됨이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광조는 사학적으로는 김굉필의 계통을 이
어 실천체험의 학문을 닦았고, 관학적으로는 류숭조의 사상에 접해 도학정치의 이론을 이
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태학은 일종의 과거 준비소 혹은 관리 양성
소에 불과했을 뿐더러 사습(士習)이 해이해 실천체험의 학문을 닦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부
적절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홀로 가끔 개성(開城)의 천마산(天
摩山), 성거산(聖居山)과 지평(砥平)(지금의 양평군(楊平郡))의 용문산(龍門山)을 찾아다니며
심신수련에 남모르는 고미(苦味)를 맛보면서 주정(主靜) 공부에 매진했다. 이리하여 그의 명
성은 일찍이 저생(儲生) 시절부터 크게 떨치게 되었으므로 성균관 및 예조(禮曹)의 거듭된 추
천으로 34세 때인 중종 10년(1515)에는 일약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6품직(六品職)을
받아, 유일(遺逸; 재야 인재의 과거시험 없이 발탁하는 인재등용법)을 통해 천거된 사람에게
는 보통 9품직인 참봉을 제수하는데 반해, 무려 3단계의 품직을 뛰어넘었다. 이때 그는 “내
본시 벼슬을 뜻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허예(虛譽)로 관직을 얻을 바에야 차라리 과거에 응
시함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알성(謁聖)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이리
하여 그는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영예를 누리는 한편 성균관 전적(典籍),
사헌부 감찰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에는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중종 11년, 12년에는 호
조, 예조, 두 조의 좌랑(佐郞) 및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교리(校理), 응교(應敎) 등의 청
직(淸職)을 받고 13년에는 관품이 통정대부(通政大夫)(당상관)에 이르러 부제학(副提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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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지(同副承旨)를 배수(拜受)하게 되고, 오래지 않아 대사헌(大司憲)이란 중직으로 뽑혔다
가 중종 14년(기묘(己卯))에는 다시 홍문관 부제학으로 옮아가고 같은 해 여름에 다시 대사
헌으로 전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벼슬이 일진월승(日進月陞)해 불과 34년 동안에 요
추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학을 존상(尊尙)하고 문치에 주력하던 중
종이 그를 사랑해 날로 두터운 예우를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그뿐더러 왕은 광조뿐만 아니
라 김식(金湜)(노천(老泉)), 김구(金絿)(자항(自巷)), 김정(金淨)(충암(冲庵)), 기주(奇遒)(복재(服
齎)), 한충(韓忠)(송재(松齋)), 박훈(朴薰)(강학(江學)), 김안국(金安國)(모재(慕齋)), 김정국(金正
國)(사재(思齋)) 등 그와 뜻을 같이하던 소장기예(小壯氣銳)의 선비들을 역시 내외의 요직에
등용했다.

2.

이와 같이 왕의 비상한 사랑을 받게 된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은 군은(君恩)에 감격해 지닌
바 포부와 지식을 기울여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그들의 이상인 주자학적 도학정치를 실현하
려고 전심전력(專心專力)했다.
그들은 도학정치, 즉 왕도정치(王道政治)의 목표인 이성(理性)의 세계, 도의(道義)의 세계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자요, 출치(出治)의 근본인 국왕 스스로가 성현
의 학문을 닦아서 철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광조는 경연(經筵) 석상에서는 물
론 때에 따라 말과 글로써 왕에게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법과 조존
징심(操存澄心)의 필요를 반복 진언하고 입지(立志)의 고대사장(高大詞章)의 불필요를 역론
(力論)했다. 이러한 정치를 철인 군주주의라고 일컫는다. 이와 아울러 그는 인군(人君)의 어
진 마음과 청명한 조신(朝臣), 즉 군자의 뜻을 굽히게 하고 해치는 것은 오로지 사리에 얽매
고 권세에 사로잡힌 소인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해, 인군은 군자를 깊이 믿고 써(용(用))야 하
고 소인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만일 소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군자를 해하고 말
것이며, 일심이 광명한 연후에야 군자와 소인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인군으로서 도학의 수양
이 부족하면 잘못 군자를 소인으로 혹은 소인을 군자로 아는 수가 있으며,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본래 빙탄(氷炭)과 같이 상용(相容)치 못해 소인(小人)은 진사야도(盡思夜度)로
군자(君子)를 개척(改斥)하기에 여념이 없고, 결국 살육의 결과를 보이고 만다.”는 등의 이른
바 군자 소인의 변(辨)을 심각히 되풀이했다. 이리하여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청류
(淸流; 君子)라 말하고 반대로 조신 중에서 주장을 달리하는 사람은 비록 동구재상(動舊宰
相)이라 할지라도 소인(小人)으로 몰아 맹렬히 공척(攻斥)했다. 이러한 점에 민족분열을 가져
오게 하는 주자학의 완고한 인신공격술이 엿보이고 있으니, 이미 이때부터 주자학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변법주의(變法主義)를 내세워 “조종(祖宗)의 구법(舊法)으로서 지금
에 맞지 않는 것은 변통함이 좋다.”, “전대(前代)의 법은 비록 주공(周公)의 제작일지라도 어
찌 만세(萬世)토록 폐(弊)가 없을 수 있겠는가.” 등의 주장을 역창(力唱)함으로써 선철고현
(先哲古賢)의 친절을 준봉(遵奉)해 조선의 예부터 전해오는 습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의
구제(舊制)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에 미신의 타파를 비롯해 아래 열거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의 시책을 베풀어 하나의 주자학적인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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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격서(昭格署)의 혁파(革罷) …… 소격서는 고려시대부터 있어오던 천지성신(天地星辰)
을 제사지내는 곳인데 중종 13년 8월에 왕을 뵈옵고 그 폐해를 극론해 밤새도록 물러가지
아니함으로써 마침내 폐지케 했다. 이와 아울러 궁중의 연악(宴樂)에 쓰이던 여악(女樂)도 폐
지시켰다.
2. 교화사업(敎化事業) …… 그들이 그대 있어서 가장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이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교화사업이었다. 때마침 중종 13년에 김안국(金安國)이 경상감사(慶尙
監司)로 있으면서 그가 편찬한 『이론행실(二倫行實)』과 『소학(小學)』, 『여씨향약(呂氏鄕約)』,
『정속(正俗)』, 『농서(農書)』, 『잠서(蠶書)』 등의 언해(諺解)와 『피온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등의 의서를 간행해 도내에 펴고 다음해에는 이상 저서를 전국에 배포하기를 상청(上請)한
일이 있었고, 그 아우이던 김정국(金正國)도 황해감사(黃海監司)로 있어 『경민편(警民編)』 12
조를 지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길을 밝히고 또 『학령(學令)』 24조를 지어 학자를 면려(勉勵)
한 일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여씨향약(呂氏鄕約)』은 그때 조광조들 사이에서 가장 주의를
끌어오던 책이었다. 이것은 본시 송(宋)대의 남전 여씨(藍田呂氏) 문중에서 향촌도화(鄕村導
化)를 위해 권선징악, 예의(禮儀), 환난상구(患難相久)를 주요 덕목으로 삼아 만든 향촌의 규
약이었는데, 후에 주자는 이를 보충해 이른바 『주자 증손여씨 향약(朱子 增損呂氏 鄕約)』을
만들게 되었다. 주자학에 사로잡혔던 조광조는 중종 14년(1519)에 김정(金淨)과 더불어 이
향약의 반행(頒行)을 주청해 드디어 국령으로 이를 중외에 널리 시행케 했다. 이 향약은 후에
우리나라의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힘으로 더욱 잘 시행되어 『예안
향약(禮安鄕約)』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3. 선유(先儒)의 표창(表彰) …… 중종 12년에 광조는 자기의 은사로 갑자사화에 피살된 김
굉필과 굉필의 동문으로 같은 해에 부관참시(剖棺斬屍)의 참화를 입은 정여창(鄭汝昌) 두 사
람을 각각 추숭(追崇)할 것을 계청(啓請)해 두 사람에게 좌의정의 직을 추증(追贈)하고 그 자
손을 채용하게 했으며, 같은 해에 이어 정몽주(鄭夢周), 김굉필 및 정여창 3명의 공을 격독(激
讀)해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했다. 이때 왕은 대신들의 논의에 따라 정몽주만을
종사케 했으나 광조가 특히 앞서 말한 3명의 문묘배향(文廟配享)을 운동(運動)한 것은 그들
이 동방이학(東方理學)(도학 발달 상)에 기여 공헌한 바가 크다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한
이들이 광조의 학적 연원에 있어 중요 인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광조는 굉필을 사
사(師事)했고 굉필과 여창은 함께 김종직의 문인이었으며, 종직은 그 아버지 숙자를, 숙자는
야은길재(冶隱吉再)를 길재는 포은(圃隱) 정몽주를 사사했다.
4. 천거과(薦擧科)(현량과(賢良科))의 실시 …… 천거과는 본시 서한(西漢; 前漢(전한))에서
시행하던 현량과로 과거라는 학술시험에 의하지 않고 관민 중의 재행비자(才行備者)를 선택
추천하는 제도였다. 중종 13년에 광조는 왕에게 아뢰되 “과거는 오로지 사장(詞章)으로써
인물을 취하므로 부허(浮虛)의 습성만 기르기 쉬우니 내외 요관(要官)으로 하여금 각각 재행
(才行)의 사(士)를 천거하게 해 이를 궁정에 모아놓고 친히 책문(策問)하면 인물을 얻을 수 있
다.”고 해 현량과의 설치를 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14년에는 드디어 이의 실시를 보아 장
령(掌令) 김식(金湜)을 비롯해 248명을 발탁했다.
5. 위훈(僞勳)의 삭제(削除) …… 앞서 중종반정 시에 별로 공훈도 세우지 않고 함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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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功臣號)(정국공신(靖國功臣))를 받은 자가 다수였는데 이와 같이 거짓으로 훈공을 받
은 자 중에는 연산군의 총신(寵臣)도 많이 들어 있었다. 조광조는 “국가가 지치(至治)를 구하
는 이때에 당연히 이 일을 바로잡아 이원(利源)을 막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중종 14년 10월
에는 정국공신의 남수자(濫受者) 76명을 도태(淘汰)하자고 청했다. 광조 등의 이 주장은 비
단 유교주의의 정명사상(正名思想에서 입각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76명 중에는 광
조 등 신진사류와 상용치 못할 이른바 소인배가 많이 섞여 있었다. 왕은 광조들의 강청에
못 이겨 청을 따르게 되었지만, 심중에는 불쾌함을 느꼈으며, 더욱이 도태된 훈신들의 불평
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뒤에 말할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
었던 것이다.

3.

조광조는 당시 신진유자군(新進儒者群)(도학파)의 중견적(中堅的), 영수적(領袖的) 존재로
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도 매번 자기의 주자학적 주창을 관철
시킴으로써 일시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풍을 주자학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어 세인의 추중(推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신진사류 중에는 연소기예(年少氣銳)
한 이가 많아서 너무 이상에 치우치고 실정에는 어두운 편이었으며 그들의 건의와 시설은
매번 날카롭고 급격하며 우활(迂闊)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규습(規習)
을 무시함이 컸고 항상 언론이 성해 남을 공격하면 원한이 골수에 배기게 되고 노성대신(老
成大臣)들을 가르쳐 비부(鄙夫) 혹은 소인이라고 불러 배척하고 동지는 청류(淸流) 혹은 군
자라고 불러 옹호했다. 여기에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신구노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그때에는 이학파 대 사장파의 반목도 격심해지고 있었다. 광조와 같은 신
진도학가는 주자학에 편중하는 나머지 사장을 천시해 “사장(詞章) 일종(一種)의 기예(技藝)
에 불과하고 그것에 힘쓰면 부박(浮薄)에 빠지기 쉬우니 인주(人主)는 시(詩)를 짓지 말고 신
하에게로 글을 지어 바치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으니 선진 문학의 선비들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때 중직에 있던 남곤(南袞)과 같은 이는 문명(文名) 높은 선진문사(先進文士)
로서 사장의 중요성을 역변(逆辯)해 말하기를 사대교린(事大交隣)에 있어 사장은 중요한 것
이니 권려(勸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장을 힘쓰는 자 어쩌다 부박해 경학(經學)을 닦는 자
어쩌다 부박치 않다고 할 수 있으리오. 사장과 경학을 똑같이 힘쓸 것이니 그 어느 쪽도 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당시 조신 중에는 도학을 중히 여기고 사장을 배척하는 개혁
주의의 신진파와 사장을 주로 하는 보수주의는 기성 관료층이 대립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노소 양파의 대립과 반목은 확실히 당쟁적 경향을 띠게 되어 신진들로부터 날카
로운 공격을 입은 선진 중에는 거의 원수와 같이 여기는 일파가 있었으니 예조판서 남곤, 화
천군(花川君) 심정(沈貞), 희빈(熙嬪)의 아버지 홍경주(洪景舟) 등은 그 중의 중요한 인물이었
다. 이들은 깊은 분노를 품고 기회의 도래를 엿보고 있었으며 중종 또한 점차 철인군주주의
(哲人君主主義)와 기타 주자학적 개혁주의에 염증을 느끼게 되어 경연석상에서 가끔 하품과
기지개를 핀 적도 있었다 한다. 이에 광조는 도학정치를 갑자기 실현시키기 어려움을 깨닫
고 사퇴하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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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 홍경주, 심정 등은 중종 14년 10월에 이르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조 등이 정국
공신의 위훈삭제를 제청하자 훈신들의 소동은 물론 왕도 또한 불쾌히 여김을 눈치 채고 이
를 호기로 궁중과 비밀리에 연결해 정적을 타도하려 했다. 때마침 천변지이(天變地異)(지진)
가 일어나 왕과 백성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고 더욱 좋은 기회로 여겨 경주의 딸인 희
빈을 비롯한 궁녀들을 움직여 “지금 일국의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간다. 광조가 공
신을 제거함은 왕실의 우익(羽翼)을 제거한 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예비공작이라.”고 거짓으
로 선동하는 한편 또 궁내 동산의 나뭇잎에 꿀물(감즙(甘汁))로 주초(走肖; 조(趙))위왕(爲王)
이란 네 글자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함으로써 글자모양을 이루게 한 뒤 궁인으로 하여금 그
것을 따서 왕에게 바치기도 했다. 정국공신 76명의 제거가 정식으로 결정된 것은 그 해 11월
11일의 일이었는데 이때를 전후해 왕은 앞서 설명한 유언(流言)과 사사(詐斯)에 날로 의구심
을 품게 되고 따라서 태도는 급전직하(急轉直下)로 변하게 되었으니 전날의 현사(賢士) 조광
조를 이제는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과 같은 역신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왕은 11월 15일 밤에 밀지로 홍경주, 남곤, 김전(金銓), 심정, 이장곤(李長坤) 등
을 불러들여 이들과 더불어 광조 등의 죄상을 논하고 광조와 그 동지를 모조리 옥에 잡아
가두게 했다. 이때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은 광조 일파를 즉시 궐 안으로 잡아들여 박살(撲
殺)하려고 획책했으나 이장곤의 주장에 의해 영상(領相)을 불러들여 신중히 상의하게 됨으
로써 위급을 면했다. 당시 영상이던 정광필(鄭光弼) 및 우상(右相) 안당(安塘)이 광조 등의 억
울함을 주장해 열렬히 구원책을 논했고 대사헌(大司憲) 유운(柳雲), 사간(司諫) 오결(吳潔) 등
도 광조 등의 죄를 용서하기를 청했으며 성균관 유생 이약수(李若水)를 비롯한 150여 명이
궐기해 상소로 항소했으나 드디어 광조는 전라도 능주(綾州)로, 김정(金淨)은 금산(錦山)으
로, 김구(金絿)는 개령(開寧)으로, 김식(金湜)은 선산(善山)으로, 박세희(朴世熹)는 상주(尙州)
로, 박훈(朴薰)은 성주(星州)로, 윤자임(尹自任)은 온양(溫陽)으로, 기주(奇遒)는 평산(平山)으
로 유배됨을 면치 못했다. 그뿐더러 남곤 등은 후일을 염려해 갖은 참언(讒言)을 조작함으
로써 광조 등을 위해 감형을 주장한 정광필, 안당을 모두 파직케 하고(상기한 유생들 역시
벌을 받음) 남곤은 좌상, 심정은 형조판서를 배임(拜任)함과 아울러 광조에게는 즉시 사사
(賜死)의 처명(處命)을 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광조는 같은 해(1519) 12월 20일에 이르러 능주(綾州)의 귀향처에서 ‘애군여애부
(愛君如愛父) 우국여애가(憂國如薆家) 백일임하사(白日臨下士) 소소조단충(昭昭照丹衷)’이란
시를 남겨 그 명명백백한 심정을 토하고 종용(從容)히 사약을 마시니 때에 그는 38세란 젊은
나이였다.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 부르고 이때 희생된 선비들을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일컫
는다. 그러나 조광조는 죽은 후 선조(宣祖) 원년(1568)에 영의정의 직을 받고 다음 해에는 문
정(文正)이라 시호(諡號)를 받게 되었으며 광해군(光海君) 2년(1610)에는 김굉필, 정여창, 이언
적(李彦迪), 이혼(李混)과 함께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어 유학자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었
다. 유저(遺著)로는 『정암집(靜庵集)』 15권 5책이 전하고 있다.
참된 선비의 진면목이 도덕 학문에 관한 선언가설(善言嘉說)을 많이 저술해 후인에게 남
겨주는 이른바 입언수후(立言垂後)와 탁월한 경제(정치)의 재(才) 및 의리(義理)에 맞는 출처
(出處)(출사와 은퇴)의 의(宜)를 갖추어 국가와 창생(蒼生;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이른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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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행도(出世行道)의 양면을 겸하는 데 있다면, 광조는 입언수후에서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
지 못했어도 출세행도에서는 그의 이상(도학정치)을 쫓아 힘껏 실천에 노력한 사람이라 하
겠다. 그러므로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栗谷) 이이(李珥)를 비롯한 후세 유학자에게 끼
쳐준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으며, 특히 율곡은 항상 광조를 동방제일의 유학자로 추앙하고
존모(尊慕)해 마지않았다. 말하자면 조광조는 주자학적 생활을 이 나라에 실현하고자 하는
데 퇴계와 율곡의 선구를 이룬 사람이라 하겠다.
<필자(筆者) 서울대(大) 문리대교수(文理大敎授) 교양학부장(敎養學部長)>

<106페이지에서 계속>

또한 현대 민주정에서도 의회가 중요성을 가지고 지난 날 제3계급이 의회를, 집행권을 견
제하고 약화시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통일적인 국민의 자기지배가 실현되고 집행
권 그 자체가 국민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현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현대의회는 오히려 유
능한 지도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도장이며 국민층의 의사와 이익을 통합하면서 정
부에 건설적인 비판을 주어야 한다는 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제도 전체가 과거의 견제와 균형의 사고방식에서 탈각해서 국가의사의 능률적 통합을 가능
하게 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당도 참다운 역할을 하려면 국민 중의 잡다한 특수 이익
을 그대로 이기적으로 반영해 당리당략을 일삼는 사당(私黨)이나 계급적 이기주의의 계급당
이나 영구적인 소수당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수의 부분이익을 통합하면서 또 능률적으로
유효한 공동의사의 형성에 협력하는 공당(公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과 지도자의 관
계, 유능한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의회제도 전반의 능률적 개선 등은 현대민주정치가 해결
해야 할 중요과제이다. 또한 현대민주정은 전문적으로 높여져야 한다. 즉 능률 있는 행정을
육성해야 한다. 능률 있는 행정을 갖지 못한 민주정은 반드시 무능 타락에 의해 자기를 멸
망시키기 때문이다. 행정은 일종의 사회적 기술로서 모든 기술과 더불어 고유 법칙성과 중
립성이 무시되면 행정의 능률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정치에 도입
하는 의미에서 직능단체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직능대표라는 의미에 한하지 않고
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든지 혹은 정부의 자문기관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해
각 직능의 전문적 지식이 정치에 조직화되어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유효하게 처리하고 적
절한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극히 유익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경된 현대의 민주정치는 다양한 국민의 이
익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기구를 통해 국민의 동의에 기초를 둔 근대 민주주의의
전통을 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서울대학교(大學校) 문리과대학(文理科大學) 강사(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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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시(戰爭詩) 감상(鑑賞)

- 1차대전(一次大戰) 당시(當時)의 전쟁(戰爭) 시인군(詩人群) 문경성(文景聲)

※ 아레스, 아레스여! 잔혹하고 피에 주린 전쟁의 마(魔)여!
- 일리어드 ※ 아레스 - 그리스의 전쟁신(戰爭神) Ares
끝없는 카오스. 저 ‘숨 막힐 듯한 더위 뒤에 맹렬한 회오리바람이 일자, 구름 둘레로 검은 둥
치가 되어 날아올라 가는’(일리아스) 아레스의 군졸로 신화 없는 현대에도 도처에서 바람이 일
었다. 그리고 더욱 큰 혼란을 위해 질서가 있고 그 조직은 입씨름과 무기와 아니, 그보다 인류
의 피로 얽혀져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다. 과거는 멀어졌고 미래는 작게 보이는 것, 역사의 전
환기는 사상과 사상의 효설에서 튀는 침, 천과(千戈)의 부딪는 불꽃, 적과 나와 흘린 피가 모여
이루는 선혈(鮮血)의 강(江), 이들 위로 치솟는 전진(戰塵)의 불기둥,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
리에게는 보다 확대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일 뿐, 전쟁의 의의는 그 자체 내에 있는 것이 아니
다. 승자도 패자도 다 흙에 묻히고, 잿더미 위에 비가 내려 세상이 다시 고르게 다져진 뒤, 거기
새로 싹트는 것에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위해 있다.
역사는 전쟁의 와중을 무수히 헤쳐 왔고 문학은 그 속에서 싸움 다음의 의미를 발굴
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거기 시와 시인의 헌신이 깃들어 있다. 이제 1차 대전 당시 전쟁
이 지닌 ‘나’와 조국과 인류에 대한 의미를 찾고 또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속에 뛰어든 1군
의 영국 전쟁 시인 루퍼트 브룩(Rupert Brooke:1887~1915), 지크프리트 사순(Siegfried
Sassoon:1886~1967), 윌프레드 오언(Wilfred Owen:1893~1918), 아이작 로젠버그(Issac
Rosenberg:1890~1918), T. E. 흄(Thomas. E. Hulme:1883~1917)과 전쟁을 소재로 해 작품
을 남긴 타류의 시인들 - 이디스 시트웰(Edith Sitwell:1887~1964), 스티븐 스펜더(Stephen
Spender: 1909~1995) 등등의 생애와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루퍼트 브룩은 ‘금발의 젊은 아폴로’라고 불렸다.
“I want to walk a thousand miles, and write one thousand plays, and sing one
thousand poems, and drink one thousand pots of beer, and kiss one thousand girls.”
그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한 적이 있다. 미모와 열정과 낭만이 그에게 끝없는 욕구
를 불러일으키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독일, 이탈리아, 태평양제도를 두루 돌아다니던 중
1차 대전이 일어나자 곧 입대해 1945년에 영국 지중해 원정군으로 출정하던 중 패혈증으로
병사했다. (그의 나이 27세) 그의 종군 작품인 『병사(The soldier)』에서 싸움에 임해 죽는 것
이 영광이요, 죽어 묻히는 낯선 곳이 내 나라 땅이 되며, 그리하여 조국의 얼이 서린 그곳에
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크프리트 사순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고 20세 때 처녀시집을 냈다. 1차 대전에
출전해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전쟁을 저주한 『한 병사의 선언』을 발표하자 세간에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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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바 있으나 다시 군에 재복무하고, 참호 생활의 잔혹한 실태를 묘사한 『역습(逆襲)』,
『전쟁시(戰爭詩)』 등을 발표했으며 후에는 다시 기독교 사상을 기저로 한 풍자적, 명상적이
며 환상에 어린 작풍에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누구보다도 전쟁을 싫어한 시인이었다.
‘녹아내리는 황금(黃金) 촛불 빛에 깊이 그늘진’ 참호 속의 병사가 잠에 취해 있다. 이들은
그의 눈에 ‘잠들면 죽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 괴로움을 던져주
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치열한 전투에서 한 병사의 ‘임종’을 보았다.
그는 돌아누우면서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아픔이 흡사 서성거리는 짐승처럼 날뛰며, 포악한 발톱과 이빨로 그의 더듬어가
던 꿈을 잡아 찢었다.
허나 누가 그의 곁에 있었다. 이내 그는 그 악독한 것이 지나갔기에 후들거리며 몸을 눕혔다.
그에 마주섰던 주검이 멈추고 노려보고 있었다.
인간(人間)이 그의 목숨과 더불어 누리고자 하는 꿈 - 그 꿈이 지금 포탄(砲彈)에 찢긴 아
픔으로 하여 출혈(出血)된 의식(意識)과 함께 명멸하고 있다. 드디어 병사(兵士)를 향해 그는
다시 절규(絶叫)한다.
그에게 말을 하라. 그를 일으키라. 아직도 단념(斷念)할 건 없다.
그는 젊다. 그는 전쟁(戰爭)을 미워했다.
잔인(殘忍)한 노병(老兵)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데 왜 그가 죽어야 하느냐.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고 목숨은 전쟁이 거두어 간다. 바람이 멎어도 쓰러진 갈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답할 자는 오로지 죽음뿐이었다.
나는 그를 데려간다.
그 대답은 이것뿐이다. 극히 간단하다. 그리고 그 주검 위에 여름밤의 긴 침묵이 흐르고
다시 고요와 평안 그리고 잠의 사포(紗布)가 깔리면 멀리서 은은한 포성(砲聲)이 울려오는
것이다. 사순은 전쟁과 그 속에서 산실(散失)되는 생명을 너무도 허무할 만큼 읊어낸 시인이
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차례나 출전해
용감히 싸웠다는 사실이다.
윌프레드 오언은 25세 되던 해에 전사했다. 그리고 몇 편의 서정시와 소네트를 남겼으며
이들은 그 어느 전쟁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생동하는 작품들이다. 1910년 런던대학에
들어가 키츠70)에 심취해 시에 뜻을 두게 되었다.
1913년에는 큰 병을 치르고 프랑스의 보르도에 머물러 있던 중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병
약한 몸을 무릎 쓰고 참전했고, 1917년엔 대 격전을 치르면서 전쟁에 강렬한 저주를 느끼게
되었다. 그해 여름 참호열(塹壕熱)로 해서 에든버러[Edinburgh] 교외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
을 때 사순을 만나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음 해인 1918년 8월 그는 다시 서부전선에
대위(大尉)로 나아가 십자훈장(十字勳章)을 받았으나 11월 휴전 1주일 전에 적에게 쓰러졌
다. 그의 작품은 사순에 의해 1920년에 간행된 것과 1931년에 블런던71)이 편찬한 두 시집이
있으며, 모두 전쟁에서 얻어진 소재이긴 하나 그 내용, 기교, 어느 면에 있어서나 현대시에 적
70) John Keats
71) Edmund Charles Blu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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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오언은 전쟁을 초월한 시인이었다. 전사한 병상의 입술에 흐른 피에서 애인의 입술보다
짙은 진홍의 아름다움을, 온갖 살아있는 자들의 눈을 위해 멀고 만 병사들의 눈에서 사랑하
는 사이들의 황홀한 눈매보다 더한 매력을, 적의 총검에 살점이 도려져 드러난 팔다리의 흰
뼈가 파르르 경련하는 모습에서 애인의 교태보다 더한 매력을, 죽음의 막바지에서 쿨럭대다
가 이젠 흙으로 틀어 막혀 기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부드러운
목소리보다 더욱 연하고 맑은 음성을, 총탄으로 뚫어 헤쳐진 병사의 가슴팍에서 살아 있는
그 누구의 가슴보다도 뜨겁고 크고 벅찬 느낌을, 그리고 불꽃과 우박 사이로 인류의 십자가
를 끌고 가는 손, 탄화(彈火)에 번쩍번쩍 드러나는 그 창백한 손에서 아리따운 이의 흰 손길
보다 더욱 희디흰 빛을……. 그는 전쟁을 초극(超克)한 위치에서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던 것
이다. 그리고 이 시보다 큰 사랑(Greater Love)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외친다.
Weep, you may weep for You may touch them not,
(울려므나, 목 놓아 울려므나, 그대 그들을 일깨우진 못하리니.)
더욱이 그는 『나의 시(詩)를 위한 변호(辯護)』에서는 한층 고양된 가락으로 전장(戰場)의
미화(美化), 전장의 미화작업을 성수(成遂)해 놓았음을 느끼게 한다.
나도 진흙 속에 신(神)을 보았다.
불쌍한 자들이 웃음 웃는 뺨에 터져 갈라지는 진흙.
피 보담 전쟁으로 더욱 빛나는 눈망울이며
어린 것을 쳐드는 즐거움보다도 더욱 즐거운 웃음
전쟁은 인류의 최하층을 드러내 보이는 곳. 육신은 먼지와 불길과 시체 위에서 뒹굴고 영
혼은 생과 사의 중립지대에서 그 의식을 백치처럼 하늘에 내던져진다. 그러한 ‘진흙 속’이다.
그러나 신은 존재한다. 잘못된 곳에 있는 신일수록 훌륭한 신이라면 전쟁 속에 임하는 그가
가장 신다운 자일 수 있으리라. 그리고 신도 그 싸움터에선 몸소 작약하는 것이다.
주검이 싱거워지고 삶은 더욱 싱거운 거기 사람의 뼈를 쳐 앗아내고도 우리에게는 살인한
역증도 뉘우침도 느끼지 않는 힘이 있거니.
마침내 인간에게도 신처럼 무질서의 질서를 영위(營爲)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살인
한 역증도 뉘우침도 느끼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리하여 일체의 공포에서 떠나 범민이 지닌
‘어수선한 희망의 석갈램’을 초극(超克)해 ‘내 정신을’ 가볍게 그리고 깨끗이 흩날려 버릴 수
있으며, ‘찌푸린 낯과 낯을 맞대고 내게 투덜대던 얼굴’들에서 희생의 정열에 취한 천사와 같
은 모습을 발견하는 환희가 있다. 전쟁의 모진 철사 줄과 상처에 감긴 붕대와 둘러멘 소총
의 멜빵 매듭은 모두 사랑을 얽어매는 끄나풀이다. 그리고 죽음을 앞세운 전쟁의 ‘묵묵한
근무에서 음악을 듣고’ ‘탄우(彈雨) 시뻘건 곳에서 평화를 보는’ 크낙한 미를 느낄 수 있으
며, 그러나 그들은 일상적이고도 태연하다. 죽음 앞에서 놀랍게도 무사한 것이다.
허나 그대 그들과 함께 낼름대는 불꽃만이 그대로 세상이오
하늘엔 오직 포탄이 날아가는 지옥에서도 그 슬픈 어둠을 나누지 않고는
그들의 기쁨은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이 나의 어떠한 농담에도 곧잘 만족함을 생각지는 못하리.
이들은 그대의 눈물을 짜내련만 그대 그들을 즐겁게는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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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 로젠버그는 10살 때 벌써 생계에 허덕이게 되었다. 친우(親友)들의 후의(厚意)로
세 해 동안 미술공부를 한 다음 병약해 남아프리카의 누이 집을 찾아가 요양하던 중 시인
이 되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생활이 여의치 않아 다시 영국으로 건너오자 1차 대전이 일어나
1915년 병약한 몸으로 입대해 4년 후 전사하기까지 갸륵하게 버티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눈은 귀설은 흰 빛 언어
얼음이나 서리가
거울의 대가로서
꽃맹아리나 새를 청구한 적은 없다
허나 천지에 가득 찬
얼음과 서리와 눈을
이 한여름의 나라는 안다.
까닭을 아는 이 없건만.
모든 사람들의 가슴엔 눈이 쌓였다
어느 늙은 정령이 있어
사악한 입맞춤으로
우리의 생명을 곰피게 했다.
붉은 이빨이 그 분의 얼굴을 찢었다.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
그 분은 외로운 곳에서
당신의 어린 것들의 죽음을 슬퍼한다
오 태고(太古) 쩍 진홍의 저주여!
썩어 없어지라.
이 누리에
다시 그 옛날의 꽃이 만발하게 하라.
이 시는 그가 전쟁에 출전할 결의를 가진 뒤 읊은 것이다. 자연은 거저 베푸는 데 그쳐 그
것으로 족한 것. 그리고 인간은 그 은혜로움을 배우기에 힘써왔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미만해 있는 ‘얼음과 서리와 눈’은 어느 늙은 정령처럼 ‘사악한 입맞춤’으로 꽃맹아리나 새
와 같은 봄, 그 봄과 같은 화려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우리의 가슴에 화려한 대가를 요구
하게 되어 우리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모든 인생 위에 곰이 피게 하고야 마는 것이다. 그리
하여 전쟁은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세상처럼 어둡고 우리의 손실처럼 암담하고 십자가 위
에 못 박힌 천 구백 사십 개의 모다귀처럼 눈먼 비가 나린다. (이디스 시트웰72))
이 같이 끝없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계속 116쪽으로>

72) Edith Sit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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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童心)의 크리스마스(X-mas)

신동헌(申東憲)

“자, 오늘만은 막걸리로 양주 기분을 냅시다레.”
“얘들아- 먼저 오는 애에게 선물 주마-.”

몰래 굴뚝으로 들어갈려면
이 방도가 제일이군.

가장
대회

“용무가 뭔가?”

동물애호주간

“예, 수염을 빌려 주십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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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경

공중사제(空中四題)

딱따구라.

“얘, 나 좀 살려다오.”

동심(童心)의 파일럿

20세기(世紀) 아라비안 나이트

TV 전성기

나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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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역시 공군인데
왜 프러포즈
못 하는고 하니

바로 저올시다.

굿바이 1959
김경언(金庚彦)

계급이

이거라서

오늘은 비행기로
그녀의 집 위를 날자.

마침
그녀가
창문가에

출격
횟수는?
195

이 해도 저무는 12월말
호,
나는
9회니깐
궁합이
맞군요.

나의 계급은

사랑은 급진전

출격기록은 195회

다음

이해 1959년의 끝장을 장식하는
결혼식이올시다.

대인(對人)관계는
짝사랑 여(女)가 있음

195

138

X-MAS 선물로
트럼프를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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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누굴까?
비상한 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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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MISSILE) 유도법(誘導法)

Ⅰ. 로켓(Rocket)의 발전사(發展史)

이양명(李陽明)

제트 추진식 항공기 F-86이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
입되어 당시 우리 재래식 항공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것도 우
리 기억에서 불과 수년을 헤아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말
을 바꾸어 세기는 미사일 혹은 로켓 세대로 돌입한 것 같은 인상
을 주고 있다. 이는 근래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의 외교니 세계평화를 위한 힘
의 균형이니 해가면서 이미 완성해 놓은 핵폭탄을 어떻게 버튼 하나로 적을 공격
할 수 있을까. 또 이에 대략 보복할 수 있을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미사
일 경쟁의 부산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유인기(有人機)(Manned Air Craft)의 세
대는 이미 지났구나 하고 우매한 세인의 머리에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미사일 세대라고 속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아직 우
리 앞에 놓여 있다. 과연 책상 위에 있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5에서 6,000마일 밖
에 있는 적에게 원자폭탄의 세례를 입힐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 중의 또 하나는
명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명중률은 얼마인가 하는 의문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이때 그 명중률을 좌우하는 기술적 문제인 방법을 토론해 보
는 것도 허사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원고청탁을 수락했다. 그러나 짧은 연구
와 또 제한된 지면 관계로 그 개념적인 것만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로켓의 초조
(初祖)가 중국이고 또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동요처럼 불러오던 것 중에서‘달아달아 밝은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라는 노래를 오늘날에 와서 그 가시(歌詩)를 과학적
견지에서 분석해 볼 때, 이는 한낮 노래로만 돌릴 것이 아니다. 계수나무 대신 광
석을 채집해 로켓에 싣고 와서 지구상에서 필요한 문명의 이기에 공여(供與)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생명년수가 연장되어 가고 있는 오늘에 천년만년 살고지
고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달나라로의 여행의 실현
도 수년의 미래에 앞둔 오늘에 있어서랴.

V-2가 오늘의 미사일의 전신이라고 치면, 로켓은 서양의 발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로켓의 시조는 동양이며,‘화전(火箭)’이라는 화살 모양의
병기이다. 이 불이, 즉 화약인데 이는 서기 1232년에 중국인에 의해서 발명된 것
이며, 중국의 4대 발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화전’은 송(宋)나라 시대에 몽고
(蒙古)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화약을 사용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화전’은 로켓의 시조이다.
15세기 초엽에서부터 로켓은 유럽과 미국으로 널리 전파되었으며, 로켓탄이 전
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각국의 군사과학자들에 의해 로켓의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1405년 이탈리아의 군사과학자 Jounes Defontand의 로켓을 이용한
전쟁무기들의 그림을 보면 ‘새’나 동물의 모양의 것이며, 또 로켓을 달은 로켓 차들
을 그린 그림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로켓을 이용해 물체를 수송하려고 시도
한 중국의 학자 완후73)(15세기 초)의 로켓 연구기를 더듬어 보자. 그의 방법은 아
주 간단한 것이었다. 사람이 한번 날아 보겠다거나 저 먼 곳을 한번 단숨에 가보겠
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나, 그는 47발의 커다란 로켓전(箭)을 의자에 잡아매놓고
는 자신이 그 의자에 앉아 2개의 ‘연’을 띄워 가지고는 이것을 유도수단으로 사용
하고 로켓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로켓에
불을 붙일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굉장한 폭발과 함께 완후는 로켓의
화연(火煙) 속에 쌓여 영영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 후 16세기에는 이렇다할만
한 발달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17세기에 들어 성(聖)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운동 법칙의 발표는 로켓 발달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왔다.
운동의 제3 법칙은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미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물체 B도
물체 A에 반동하는 힘을 미치며 그 힘은 항상 상호간에 크기가 같고, 동일직선상
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철저한 진리는 제트 추진계에 커다란 발전의 동
기가 된 것이다. 17세기 말경에 인도의 Hyder Ali는 새로운 로켓 무기의 제조자였
다. 그는 로켓은 8피트 길이에 2.5피트의 반경의 철통에다 화약을 잰 것으로 방향
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 긴 죽대나 막대를 썼다고 한다. 이것의 위력은 7, 8명의 병

그럼 미사일의 유도법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켓의 발전과정을 잠시 살
73) 万户, Wan Hu

피는 것이 토론을 유리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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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사상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 주로 영국 보병부대나 단(團)을 섬멸 또는 혼란

것으로 2차 대전 중 영국공군 조종사들에 의해서 많이 격추되었다. 그 유도방법

에 빠뜨리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인도의 ‘마이소루’ 포위전에서 이 로켓탄

으로는 극히 간단한 시한 조종 장치와 자석나침반, 항적(航跡)과 비행자세 조정

을 알게 된 영국의 청년사관 윌리엄 콩그리브(William Congreve; 1772~1828)는

을 위해 Gyro조정기가 있고, 시한 선회장치 등이 있으며, 거리측정을 위해 Airlog

로켓탄에 흥미를 갖고 연구에 착수한 결과 로켓을 1801년 성공적으로 만들 수

라고 해 자동차의 마일스 게이지(Miles gage) 같은 것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거

있었고 점차 발전된 로켓은 수천 마일의 거리를 갈 수 있었으며 1806년 프랑스와

의 발사 전에 사전 조정된다. 발사는 항상 타깃에 대해 45도 각도를 가지고 수평

의 전쟁에서 영국은 25,000발의 Congreve의 로켓 무기를 코펜하겐에 공격함으

발사되며 그 발사대는 고정되어 있다. 만약 타깃의 위치가 변천될 때는 그 방향도

로써 불바다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많은 발달을 해온 로켓은 19세

변하게 되므로 발사대도 다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V-1의 항적에 관한 작동

기 말엽에 들어 대포나 총포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잠시 침체상태에 빠

의 원리와 유도방법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V-1은 1942년 초에 시험비행에

져 있다가, 20세기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로켓은 인

성공했으며 1944년 6월 16일 제1탄이 영국 런던 상공에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독

간의 우주탐험욕망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과 같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일은 매일 평균 100발 이상을 영국을 향해서 발사했으며 그 후 3개월간 V-2가

로켓은 이리하여 전쟁무기면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이용 면에서

나올 대가지 8,081발을 발사했으니 공격에 성공한 것은 약 2,000발 정도이다.

도 많은 발달을 보았다.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공위성은 그중 하나이

V-2의 발전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런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며, 그 위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은 인간 문명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

V-2는 확실히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로켓, 미사일은 물론 특히 탄도탄의 연구에

다. 또 가까운 예의 하나로 지난 8·15 기념행사의 하나로 서울 남산 상공의 밤하

커다란 동기가 된 것이다. V-1은 무인비행폭탄에 지나지 않았으나, V-2의 유도

늘을 공작의 날개와도 같은 찬란한 불꽃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장치는 지금으로 보면 대단히 뒤떨어져 있었으나 제2차 대전 중에 런던 시민의

이러한 화약을 이용한 불꽃은 16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말기의 화려한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들었던 IRBM류에 속하는 경비행체였던 것만은 사실

생활을 향유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썼다. 특히 그중에서도 볼로냐의 ‘루

이다. 최초에 V-2가 런던을 공격한 것은 1944년 9월 8일이었다. 1945년 4월 2일

시엘’가(家)는 불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꽃의 봉상발사체(棒狀發射

공격을 끝마칠 때까지 950발의 V-2가 영국 본토에 투하되었다고 한다. V-2의

體)를 이탈리아어로 로케타(Rocchetta)라고 불렸고 이것을 영국 사람들은 로켓

전체 모양은 그 길이가 45피트 10인치이며 직경이 5피트 5 1/4인치, 전비량(全備

(Rocket)이라고 불렀으며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로켓의 어원이 된 것이다.

量)이 14톤인데, 자중(自重)은 불과 3톤이고 9.5톤이 연료와 산소의 중량, 1.5톤

로켓의 발달에 수반해서 유도법의 발전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제2차 대전에
서 실전에 처음으로 참가한 독일의 V-1과 지금의 탄도 미사일의 발전의 시초가

이 탄두의 중량이다. 추력(推力) 27톤, 연료의 연소시간은 불과 65초, 총 비행거
리는 약 220마일이었다.
유도장치는 전파유도식이 아니고 시한(時限)조종장치가 장비되어 지상에서 발

된 V-2의 발전과 성능 및 그 유도방법을 더듬기로 하겠다.
V-1 …… 제2차 대전 중 처음으로 런던 상공에 나타난 V-1은 거의 보통비행기

사되면 수직으로 상승해 발사 후 약 4초간 수직 상승하다가 시한장치에 의해 미

와 같은 형태를 가졌으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제트기와 거의 같은 추진기를

사일은 점차로 목표방향으로 기울어져서 목표에 향해 약 41도 내지 47도의 비행

가지고 있고 조종사가 없는 자동조종장치를 한 것이다. 길이가 25피트 4.5인치,

각을 가지고 탄도의 궤도에 오른다. 발사에서부터 목표에 이르기까지 V-2는 3

날개는 길이 17피트 6, 총 중량 4,858파운드, 유효거리 125~135마일, 평균속도

단계의 비행단계를 거친다. 그 첫 단계는 추력비행(Powered flight)이고, 그 2단

350마일 그리고 탄두는 2,080파운드 TNT이다. 일종의 비행체에 지나지 않는다

계는 관성비행(慣性飛行) 및 자연강하(自然降下)이며, 제3단계는 대기권으로 재진

고 볼 수 있으나 당시는 일종의 공포의 괴물이 아닐 수 없었다. 발사에서는 V-2

입 비행이다. 이와 같이 첫 단계인 추력비행에서는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와 같이 수직발사가 아니고 수평발사로 시속도 현재의 T-33훈련기와 거의 같은

첫째는 발사 후 고도 약 300피트에서 안정되며 4초 후 고도와 속도를 얻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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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점에서부터 약 45초간 시한조종장치가 움직여 목표에 대한 방향안정 기
울임을 하게 되며, 방향이 거의 안정된 후 약 20초 후면 Power가 꺼진다. 목표에
대한 방향안정이 된 후 미사일의 속도는 대기의 저항이 적어짐에 따라 급속으로
속력이 증가한다.
65초의 추력비행이 끝나면 제2단계의 비행이 시작된다. 이때의 고도는 지표면상
으로부터 17~19마일이며 속도는 초속 5,000피트(시속 3,400마일)이다. V-2는 이
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관성 상승해 고도 약 50~55마일까지 자유 상승한다. 이 점
에 이르면 수직에 대한 속도는 0으로 되나 수평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유지하면서
지구를 향해 강하를 시작해 약 30마일을 강하한 후 대기권으로 재돌입한다.

도방법은 각각 다르나 대략 다음의 일곱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지령식(指令式) 유도법(Command guidance system)
(2) 진입식(進入式) 유도법(Homing system)
(3) Beam Rider 유도법
(4) 적성식(跡星式) 유도법(Star trocking system)
(5) 관성식(慣性式) 유도법(Inertial guidance system)
(6) 과장식(誇張式) 유도법(Hyperbolic guidance system)
(7) 자력식(磁力式) 유도법(Magnetic guidance system)

지구 표면에서 고도 약 18마일까지 강하한 V-2는 재돌입이 시작되면 속도

이상 각 방식의 유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천체항법과

는 계속 시속 약 3,400마일로부터 대기저항이 가해짐에 따라 점차 감속되어 시

지구표면의 구조에 대한 것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

속 1,700마일까지 감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음속도로 대기권에 돌입하는 V-2

계상 생략하고 또한 각 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연구할 수 없어 그 간단한 원

의 Nose는 필연적으로 공기마찰로 고열을 받게 되는데, 그 열도는 1,200도 F였

리와 방법만을 토론해 보기로 하겠다.

으나 다시 공기냉각에 의해 어느 정도 열처리가 되었다. 이러한 비행과정을 마친
V-2는 지면에 대해 약 73도의 각도로 또한 초음속으로 지면에 충돌 폭발하는
것이다. 이상한 소리와 함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습하는 이 V-2 미사일이 런

1. 지령식(指令式) 유도법(誘導法)

지령식 유도법이란 미사일의 비행항적을 외부로부터 전파통제장치 같은 것으

던 시민들을 신경쇠약과 공포증에 걸리게 했다. 이제 여기서 V-1과 V-2를 비교

로 지령 통제해 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해 볼 때 V-1은 맹목비행으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던 ‘날개 달린 폭탄’이라 하

유도탄이라 하면 이러한 방법의 유도법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위의 정의

겠고, V-2는 유도장치가 현재와 같이 상당히 발달된 것이 많이 있어, 현재 미소

에 입각해 지령식 방법의 몇 가지 기초조종요소를 보면 (A) 첫째로 미사일과 목

양국이 서로 앞을 다투고 있는 우주비행·인공위성 및 대륙간탄도유도탄의 발달

표물을 계속적으로 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항상 그 관계위치를 명확히 파악

의 초석이 된 장거리탄도유도탄(Ballistic Missile)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미사일의

또는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미사일 자체의 항적(航跡)만을 지령

발달사는 이만하고 다음은 미사일의 유도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자.

할 때도 있다. 목표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령 공중에서 해상
에 있는 항선을 공격할 때 발사한 ASM(공대지(空對地))는 미사일만의 항적만 기

Ⅱ. 유도방법(誘導方法)

록되어도 가능할 것이다. (B) 둘째로 미사일로 송신되는 항적에 관한 정보사항이

유도방법의 목적은 미사일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데 있다는 것은

잘 판단되고 또 유도를 위한 신호 등이 잘 계산되어야 한다. (C) 셋째로 미사일을

재언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 유도방법은 미사일의 종류의 그 사용 목적에 따

유도하기 위한 지령방법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라디오 링크(Radio Link) 같

라 다르다. 또한 그 방법상 단일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혼

은 것으로 중계되기도 한다. (D) 끝으로 조작의 중요한 기본요소는 미사일의 비

합해서 쓰는 혼합방식도 있다. 미사일에 따라서는 특히 장거리유도탄에 있어서

행항적이 항상 지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신장치 및 이것을 판단하

는 단일방식보다는 혼합방식을 씀으로써 적절한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정확도

는 기계장치가 장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미사일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

를 기할 수 있다. 미사일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 유

유자재로 그 비행경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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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한히 먼 거리까지는 조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디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레이더와 라디오는 강력한 전파발사에

(1) 지령식(指令式) 방법(方法)의 사용(使用)

의해 쉽게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전쟁만화에서 적을 향해 발사한 대포탄

이 방법은 미사일을 발사한 후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시종일관 지령을 내려

이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오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한갓 만화로서만 넘길

야 하기 때문에 무선이나 유선이나를 막론하고 그 거리가 자연히 제한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적이 사용하는 미사일에 장치된 유도법의 지령신호용 각종 데이터

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보통 짧은 거리의 미사일(Short Range)에 많이 사용한다.

와 주파수를 안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적에로 되돌아가게 조작할 수 있을는지

그러나 상당히 장거리의 미사일에도 많이 사용한다. 이때는 혼합식의 일종으로 발

모른다. 지령식은 이렇게 손쉽게 Jamm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미사일

사 초에서부터 일정한 방향과 각도에까지 안정시킨 후 다른 유도방법으로 교체될

이 Jamming을 받았을 때 이것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만 한

때까지 사용한다. 혼용의 좋은 예로 Beam rider system에서 이 지령식과 혼용하

다. 즉 Jamming을 다시 무능하게 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즉각 Change 한다든

는 때가 많다. 즉 미사일을 발사한 후 Beam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이 지령식에 의

가 또는 2차, 3차적인 유도신호를 구비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해 유도해야 한다. 지령식이 작전 외에도 가장 유효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미
사일 시험 때다. 미사일의 시험과정에서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자료를 수

(3) 지령식(指令式) 유도법(誘導法)의 정확도(正確度)

위에 말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를 종합 고찰해 볼 때 그 정확도는 얼마인

집해 전 비행항적을 조정 통제하는 데 사용한다. 미국 유일의 대륙 미사일(ICBM)

가? 단거리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나 장거리에서는 이 방법만을 사용

등의 Test center인 미국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Cape Canaverar(AFMTC)에는

해서는 정확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중

남아프리카까지 뻗치고 있는 5,000마일 이상의 탄도유도탄 시험 Range를 가지고

요한 요소를 보면 (A) 미사일과 목표물과의 관계위치를 정확히 판정해야 하고

있다. 이 Range에서는 많은 대형 미사일들이 시험되어 성공 또는 실패했다. 그 중

(B)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도명령을 계산하며 (C) 그 신호를 받아 발사해야 한다.

실패되어 도중 폭발 처리한 것은 모두가 Range의 주석안전관이 안전을 위해 처

이것이 정확도를 기하는 데 기본문제이다.

리한 것이다. 안전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령식 폭파계통을 통해 버튼을

끝으로 지령식 유도법이란 전파를 통해서 지령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정월대

누르면 미사일에 장치되어 있는 폭발장치에 의해 폭발하거나 2개로 갈라지거나,

보름에 띄우는 연은 유선이며 눈으로 보고 유도하는 것이나 지령식 유도법의 기

또는 날개가 달린 것은 날개가 몸체에서 분리되어 나간다.

본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표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2) 지령식(指令式) 유도법(誘導法)의 단점(短點)

다음에 지령식유도법의 단점들을 들어보면 A. 첫째로 동시에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1분 또는 5분간의 간격을 두고 발사해
야 한다. 많은 레이더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대포나 기관총처럼 연발로 발사하지
못하므로 작전상 많은 전술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미사일 작전문제는 이
글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다. 미국의 이 지령식을 쓴 대표적인 미사일은
육군의 방공용 미사일 나이키(Nike)이다.
한 발사조(組)에서 1발을 발사하고 다음 발사까지는 0분의 간격이 필요한데,
나이키의 명중률을 100퍼센트 이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B. 둘째 번의 단점은
적의 Jamming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것이다. 유도지령을 위해 레이더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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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밍(Homing)식 유도법(誘導法)

호밍식 방법은 지령식 방법이 가지고 있는 유도원리와는 반대로 목표물이 가

지고 있는 모든 조건 등을 이용해 목표물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보통 비
행에서 항법 보조장치의 하나인 Radio beacon이 발사하는 전파를 따라 모(母)
기지로 집을 찾아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의 호밍은 이와 같은
원리이나 Guidance의 특수화된 형태이다. 즉 타깃의 특성을 통해서 타깃을 선
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특성이란 목표물이 가지고 있는 열(熱) 공장의 소음, 도
시의 불빛, 선박 혹은 항공기에서 나오는 반사나 레이더파와 같은 식별물성을
Homing system의 신호의 근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해군의 Side winder나 공군의 Gar-2A는 비행기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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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는 열이나 적외선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AAM이다. .

조건은 항로계산기 혹은 비교장치로 (C) 조건은 Servo 통제계통들에 의해 이루

(1) Homing system의 3종(三種)의 형(型)

어진다. 이상의 여러 가지

그리고 능동형이다.

한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Homing system의 특색

이 방법은 그 형체상 다음 세 가지 형으로 구분 분류되는데 수동형, 반능동형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각 기계장치들이 Homing guidance에서는 모두가 중요

(A) 수동형 …… Homing system은 타깃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방사(放射), 부

은 목표물에서 반사부사(反射副射)하는 것을 탐색해 따라가는 것이다. 탐색하는

사(副射)를 이용해 타깃을 선택하고 식별하게끔 설계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동형

방법에 원뿔 주사(走査) 또는 고정 주사가 있는데, Radar Tracking이나 Radar

의 신호의 근원은 열파, 광파 그리고 음파와 같은 부사체(副射體)이다.

Homing system에서 쓰는 주사의 형태는 보통 회전2극성 안테나이다. 이 안테

(B) 반능동형은 추적 레이더에 의한 외부세력과 타깃에서 발하는 반사광 세력
의 에너지를 이용해 타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추적 레이더는 지상 혹은 A/C에
장착될 수도 있으나, 반능동형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수동형에 사용되는 것보
다 더 복잡하고 크다. 이러한 것이 더 크고 광범위한 유도범위를 요하며, 이용가

나는 고정 포물 반사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 안테나와 반사경은 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장비되어 있는데 완전 360도 하늘을 Sweep 혹은 주사(走査)한다.
(3) Homing법의 약점(弱點)

이 Homing system은 정확도에서 대단한 고율(高率)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치 면에서는 작은 외부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다. (C) 능동형은 타깃에서

여기에도 약점이 많다. 예를 들면 열을 따라가는 Side winder는 공기가 습하면

발하는 열체(熱體) 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 어떠한 열광체(熱

그 효력이 약화된다. 태양에 대해서는 10도 이상의 Angle off를 가져야 한다. 또

光體)를 가지고 있어 이 광명체(光明體)로 타깃을 비추면서 따라간다. 그 광명도

빛을 따라가는 미사일은 타깃을 가지고 있는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타깃 주변에

는 극히 미약한 것이다. 외부에서 즉 타킷이나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외부세력에

있을 때는 이것 역시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모든 방해조건들이 제거되었

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능동형은 대개 ICBM 또는 장거리 타깃의 최종비

을 때 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며, 타깃을 향해 90도 이상 타깃을 추적한다.

행물에 많이 사용된다. .

이상 토론한 몇 가지 유도법이 공중전에서 현재의 연발기총(連發機銃)을 물리

(2) Homing system의 기본원리(基本原理)

치고 공중전 무기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새로운 공격무

미사일을 유도하는 모든 방법은 미사일을 정확히 목표물에 진입시켜야 한다.

기의 등장은 이를 막는 방위무기가 연구되는 것은 물론이나 전장에서 전술적 변

전자(電子)를 이용한 모든 방법들은 미사일이 유도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

화를 초래함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우리 국토를 방위하는 공군용사들은 이러한

면 떨어질수록 그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이 둔해지며, 따라서 그 정확도가 감소

유도무기의 위력에 그 무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반드시 있는 것이니, 새로운 공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약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감소시킴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중전기(空中戰技)와 유도무기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 있는 것은 미사일을 외부로부터 목표물에 접근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목표물

절름발이가 신기록(新記錄)

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도의 감소를 없이 할 수 있다. 여기

110마일 경보대회(競步大會)서

서 Homing system의 기본적인 유도조건을 다시 한 번 정보를 정리하면 (A) 첫
째, 목표물에 접근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포착해야 하고, (B) 둘째로 이 포착한

영국 그랜섬에 사는 앨비트 존슨이라는 절름발이는 이번에 거행된 110

정보를 어떠한 기준과, 즉 이미 받은 정보나 혹은 미사일이 향하고 있는 현재의

마일 경보대회에 출장해 건포도와 포도를 먹으며 전 코스를 끊임없이 걸어

방향과의 비교를 해보고, (C) 셋째로 이 비교된 결과를 미사일의 비행항로를 조

가 22시간 39분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소련 태생의

종하는 데 적용한다. 그러면 (A) 조건은 목표물을 탐색하고 증폭하는 장비로 (B)

바바라 무어가 세운 26시간 2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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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웃’을 해야 할 위기에 직면한 조종사가 기체에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조종사(操縱士)의
구명문제(救命問題)
조셉 D. 칼다라74)

미(美) 항공비행안전감찰감
(航空飛行安全監察監)
회견기(會見記)

플라잉 지(誌)에서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베일 아웃’에 실패한 대다수의 조종사를 보면 그들이 너
무 지상 가까이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란 것이 밝혀졌다.”
칼다라 소장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고를 방지하는 분명한 하나의 방법은 세부에 대한 완전하고도 부단한 주
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작이다. 항공기의 속도가 통상 ‘마하’에 접근하고 있지
만 우리는 사고율을 감소시킬 능력이 있다.”
통계상의 숫자에 의하면, 1922년도 조종사들의 사고발생률을 198비행시간
마다 1명의 비율이었으나, 1952년까지는 2,741시간으로 증가되고, 현재는 매
7,000시간마다 1건의 비율로 개선되었다. 19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종
사의 희생율은 16,152에서 25,768로 감소했다.
최근 어느 공군 비행기 1대가 세부에 대한 부주의로 이륙 즉시 폭발한 사건이
있었다. 연료 탱크의 마개를 끼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종사가 비행 전의 점검
을 소홀히 했고 승무원들도 (특히 크류 치프(crew chief))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연료 보급병들 자신들도 알지 못했다. 하나의 이유는 이 비행기에는 기술적인 순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종사의 생명 구호 문제는 사고방지에 관한 연구와 보조
를 같이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후자에 관한 한 우리의 연구결과는

위에 따라 ‘라인 업’ 표식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다라 소장은 말한다.
“비행에 있어 무시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세부는 없다. 재래식 항공기에서는 어

현저히 발전했지만 조종사의 구명에 관한 것이 아직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느 각도에서 보면 묵인될 수 있는 오류도 있으나, 제트 항공기에서는 극미한 착

즉 현재에 있어서 매 3건의 중요 비행 사고마다 1명의 조종사가 희생되고 있다.

오도 가공할 만한 사태를 초래한다.”

최근 미 공군의 비행안전 감찰차감으로 인정된 J. D. 칼다라 소장(少將)은 캘리

공중충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포니아 주의 ‘노던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비행안전연구소> 소장을 지낸 바 있

“공중충돌은 사고 중에 으뜸가는 주요사고이다. 오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으며, 미 공군을 위해 비행안전 문제의 연구에는 헌신적이며 그 결과로 이 문제

공중비행의 안전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안전하게 비행한 수백,

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칼다라 소장은 작년 3월 18일 미 국무성의 알선으로 우

수천 시간이나 마일 수로 표현할 수 있다.”

리 공군본부를 방문하고 그날 약 8시간에 걸쳐 비행안전 기구의 철학, 사고의 수

칼다라 소장은 공중충돌 방지기의 설치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방법과 사고방지의 기술 등에 관해 귀중한 강의를 한 바 있음 - 역자 주) 칼다

“비행안전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는 과거에 저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 혹

라 소장은 현재 유도탄 핵폭탄의 발전, 항공기의 정비 분야에까지 관련된 광범위

은 ‘파코이마’ 학교의 참변 이래 여러 가지의 방지방법을 숙고해 왔다. 사실상 우

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는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된 통계상의 숫자나 하나의

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콕피트(cockpit; 조종석) 내에 공중충돌 방지기의 설치를

사상에까지 무소불통의 지식을 가진 비행안전의 권위 있는 전문가이다.

강조해 오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기구가 설치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개

칼다라 소장은 말한다.

종류의 사고는 없어질 것이다. 공중충돌은 두 개의 요소로 분리해 설명할 수 있

“우리는 비행 사고에서 조종사의 희생율이 높은 하나의 원인을 알고 있다. ‘베

다. 하나는 고성능 항공기가 진행 중 불가항력적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이고 다른

74) JOSEPH D. CALDARA; 1959년 7월 초대 Office of The Inspector(항공비행안전감찰실) 실장
으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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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다라 소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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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은 벤딕스75) 항공회사와 1956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중충돌방지기

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 가능성을 검토 연구하도록 했다. 지난 봄 벤딕스 회사는 공중충돌 방지제도

칼다라 소장과의 회견 중 우리는 “모든 비행기에 라디오 트랜스폰더를 장치하

가 가능함을 보고해 왔다. ‘FAA’에서는 즉시 그들에게 ‘브레드보드’형의 제작을

는 것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한 바 있는데 칼다라 소장

의뢰했다. 한편 우리는 공중충돌의 위험 선상에 있는 2대의 항공기가 서로 상대

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방에게 항공기의 위치와 그밖에 자료를 제공하는 중간형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
다. 우리는 또한 보다 더 정확한 고도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가 칼리지 파크에서 비행훈련을 받고 있던 1929년을 회상하면 재미있는 대
조가 된다. 비행기에 전등장치를 처음으로 할 때 그것이 고가라고 극구 반대한

현재 미 공군은 두 종의 신형 고도계를 실험하고 있다. 처음 것은 ‘다이얼’형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에드워드 비행실험본부에서는 라디오 트랜스폰더를

으로 ‘MD-1’형이라고 부르며 최신형 제트 항공기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 또

연구하기 위해 모토롤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이 장치도 거리에는 제한이 있

한 가지는 조종사가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테이프’가 돌아가는 장치로 된 고도

겠으나 조종사사 적당한 거리 내에서 미리 대피장치를 취하게 하는 좋은 장치가

계이다. 그것은 공군의 새로운 적산계기판(積算計器板; Integrated Instrument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타협적인 장치로 모든 항공기에 장치할

Panel)의 일부분이다.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칼다라 소장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될 가망이 있다는 것이다.”

“현용(現用)의 고도계는 비행기의 고도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작용
이 불안전한 2개의 고도계는 이미 공중충돌의 위험선상에 들어 있다. 시속 600MPH

한편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에 관해 칼다라 소장은 비행안전연구소의 통계를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에서 공중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두 비행기가 비상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20시간 정도를 비행하는 제트 조종사의 사고율은 매 10만 시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양자의 파일럿이 20마일 밖에서 상대기

에 175건인데 동일 기간 중 80 내지 100시간을 조종하는 파일럿은 매 10만 시간에

를 발견하더라도 서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은 불과 4초뿐이다. 그렇지 않으

불과 38시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주로 책상머리 사무에 종사하는 참모

면 최후이다. 그러나 조종사의 눈이 천리안인 것도 아니다. 사실상 조종사들의 시계

급 조종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미 공군 내에서 야기되는 59퍼센트

는 고공에서 1마일 반 정도이다. 최근에 1대의 B47 폭격기가 어느 미 공군기지에 착

의 비행사고는 거의 고도 2천 피트 이하의 저공에서 발생한다. 또 사고 종별을 보면

륙한 바 있는데 이 비행기의 수직안정미익(垂直安定尾翼)이 부분적으로 깎여 날아갔

‘테이크 오프’ 당시에 16퍼센트의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43퍼센트의 사고는 착

었다. 조종사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자기의 B47은 다른 2대의 B47 폭격기와 거의 정

륙 시에 발생한다. 비행기가 대지를 박차고 공간에 떠오르는 때부터 일어나는 사고

면충돌 직전에서 아슬아슬하게 도피했다고 한다. 즉시 그 지역 상공을 항행한 모든

는 언제나 조종사에 위험을 끼친다. 어떠한 경비행기가 고도 210피트로 날고 있는

비행기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지역을 통과한 6대의 항공기 중의 1대가 결국

곳도 있는데, 그 속도 여하를 막론하고 항공기는 우선 공중에 떠 있음을 알아야 한

충돌한 항공기였는데, 그 폭격기의 동체 하부가 수평으로 기다랗게 찢어져 있었다.

다. 조종사가 우수한 기술을 가져야 함은 선결 조건이다. 비행기도 일정한 통로를

이 비행기의 12명의 승무원 중 한 사람도 B47 폭격기를 목격한 바 없었으며, 긁힌 제

따라 항공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나 보행자들이 자유로 도로를 횡단할 수

트 항공기도 공중에서 비행 중 아무런 예감도 못 받았고 또 전혀 몰랐던 것이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29년간을 조종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온갖 사건을 보

가까운 장래의 비행안전문제에 대한 전망을 칼다라 소장은 또 다음과 같이 말

아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든 조종사들이 책임져야 할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다.”

했다.

☆ 근간(近刊) ☆

정훈교육지도(政訓敎育地圖) (92-4호(號))

“가까운 장래에 미 폭격기뿐만 아니라 수송기들이 마하 3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125마일 내지는 150마일 밖에서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
문에 믿을 수 있는 공중충돌방지기의 등장이 긴요하다. 나는 트랜스폰더면 이것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發行)

75) B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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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기(大型航空機)의 발달(發達)과 장래(將來)
- 비행기(飛行機)는 무한(無限)히 커질 것인가? -

외지(外誌)에서

항력(楊抗力)을 10으로 하면 앞서 말한 ‘보잉
707’ 여객기는 2만 9,800파운드이며 제트스타
의 경우는 6만 2,144파운드(16기를 합해)로 된
다. 이와 같이 2대의 공기저항의 차가 되는 것
은 두말할 것 없이 제트 스타로 160명의 여객

1. 대형화(大型化)의 이유(理由)

을 수송하자면 10명의 여객마다 1개의 동체가

<보잉-707 대형항공기>

라이트 형제가 1903년 12월 17일에 인류 최초로 동력이

필요한 셈이며 그 공기항력이 16개 집합되면 전자와 같은 대형기 1대의 동체의 항

용 항공기의 비행에 성공했을 당시 사용한 비행기는 총 중

력보다 훨씬 크게 되기 때문이다. 160명의 여객을 실은 동체의 정면면적(동체의 최

량 950파운드의 1인승으로 탑재화물은 없었다. 그때부터 비

대단면적)이 10명의 여객을 태우는 동체의 단면적의 16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행기가 군용 민간 수송용으로 발달함에 따라 각종의 화물을

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며 160인승이 6열 좌석으로 치더라도

적재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점차로 대형화했다.

10인승의 2열 좌석 16대분의 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으며, 따라서 정면 면적도

그러면 항공기는 무한히 커질 것인가? 대형기에 의한 수송이 소형기의 경우보

소형기의 16대분보다 훨씬 적게 되기 때문이다. 동체의 공기항력은 외형이 기하학

다 경제적인 것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를 보아도 분명한 것이다. 지금 160명의

적으로 상이하다면 정면 면적에 비례하므로 소형기는 이 점에서 불리한 것이다.

여객을 수송하는 경우 160명 수송의 여객기 1대를 사용하는 때와 108인승 수송

이와 같이 대형기는 근본적으로 소형기보다 우세하며 소형기를 수많이 사용

기 16대를 사용하는 때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일례로 최근 미국 부통령 닉슨 씨

할 때 승무원의 소요 수가 많아지며 격납고의 규모도 커져야 하며 운항 상의 모

가 소련을 방문할 때 타고 간 판 아메리칸 항공회사의 보잉 707 제트 여객기와 미

든 이유로 많은 핸디캡이 있다.

국 내 소항로 상에 취역(就役)하고 있는 록히드 제트스타를 비교할 때 전자는 최
대 162명의 여객을 실으며 발동기는 1만7천 파운드 추력의 롤스로이스 콘웨이스

이상과 같은 모든 이유로 여객기나 화물 수송기를 불문하고 운송할 여객이나
화물이 다량일 때는 대형기를 사용하는 편이 매우 경제적이다.

형 4기를 장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2종의 모델이 있다) 총 중량은 39만 6,000파

군용기는 수송기의 경우와 매우 다르지만, 예컨대 폭격기라면 보다 많은 폭격

운드임에 반해 후자는 승객 10명으로 발동기는 4,850파운드 2대, 총 중량은 3만

을 위해, 또 보다 먼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 대형기가 경제적이며 또한 전술적 및

8,800파운드이다. 후자를 16대 사용하면 발동기의 총 추력은 15만 5,200파운드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로 전자 1대의 추력 6만 8,000파운드의 2, 3배에 해당하며 총 중량은 후자의 경우

2. 대형기(大型機)의 역사(歷史)

전자보다 2.1배로 되며 승원도 수배가 더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항속거리도 전자
는 5천 마일인데 비해, 후자는 불과 2,500마일로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발동기의 출력과 기체의 중량이 증가되면 될수록 그만큼 구입비가 비싸게 먹
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으며 또한 운항비도 크게 올라간다.

비행기는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거의 대형기 발달

사를 회고해 보기로 한다.
대형기의 정의란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찌하여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가는 항공학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용이하게
설명된다. 비행기가 보통 수평비행을 하고 있을 때 주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揚
力)은 비행기의 총 중량과 균형을 이루고 또 제트 엔진이나 프로펠러의 추력과
비행기의 공기 항력(抗力)과 균형을 잡고 있다.

명백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 시대와 시대의 제일 큰 항공기가 이른바 대형기로
불린다고 할 수 있다.
항공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비행기를 초대형화시키려는 꿈을 많은 설계자와 연구
가가 가지고 있었으며 항공수송이나 항공 전력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비행기의 양력과 항력의 비(比), 즉 양항비(揚抗比)는 순항속도 근처에

그러나 그 시대에 대형기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 구조, 엔진과 의장(艤裝), 공기

서 일반적으로 10 전후이다. 물론 비행기의 양항비라는 것은 주익의 영각(迎角),

역학 등의 기초는 이와 같은 꿈을 실현시키는 데 불충분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즉 날개의 자세, 따라서 비행속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또한 주익의 익단면(翼斷

당시의 항공역학의 발전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형기의 대부분은 반드시 성공했

面)과 동체 그 밖에 유해 양력의 규모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그러나 지금 가령 양

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오늘의 기술에서 보면 실로 허무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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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형기가 실

부흥한 독일이 거인기 제작 경쟁에 참여해 1929년에는 유명한 ‘도르니에 DO-X’ 수

현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대형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형기 제작을 위해 어

송비행선을, 또 다음해에는 ‘DO-X2’형 ‘융커스 G-38’형 육상수송기를 만들었다.

떠한 재료가 필요한가. 동력장치는 어떻게 하며 인력조종의 한도와 서보 조종장

1930년에 제작된 이 ‘G-38’형은 융커스 박사의 전익기(全翼機)에의 이상으로

치(Servo-driven Mechanism)의 필요성 등은 앞으로의 대형기의 개척자들이 스

만들어진 단엽수송기로 수냉 650마력 발동기 4대를 장비하고 여객 26명, 승원 8

스로 배우고 배워주었기 때문이다.

명을 실을 수 있었다. 이는 총 중량 2만4,000kg의 당시 최대의 여객기였다. 날개

1910년부터 제1차 대전이 발발된 1914년까지는 항공의 요람기로 많은 항공

안에는 통로까지 만들어서 발동기실까지 통행할 수 있고 객실의 전부는 주익 내

기가 단좌(單坐)거나 겨우 복좌(復坐) 정도였으나 당시 수준에 맞는 대형기가 만

에 있고 주익 전후의 창문을 통해 전방 시계가 좋으며, 타이프라이터까지 비치한

들어졌었다.

소실(小室) 살롱이 있어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된 쾌적한 여객기였다.

제1차 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장거리 폭격이나 정찰을 위한 대형기가 필요해지

1934년 프랑스는 승객 70명의 ‘라테코에르 521’형 비행정을 남대서양 횡단용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대형기가 제작되고 장

으로 제작했고, 소련도 여객 72명의 ‘막심 고리키’호를 만들었다. 이때 미국은 유

족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는 전쟁 중에 당시 거인기(巨人機)

명한 ‘더글러스 DC-2’형 쌍발수송기와 ‘보잉B17’, ‘하늘의 요새’ 4발 폭격기 등을

(Riesen Flugzeug)라고 불린 대형기 50대를 제작하고, 그 중 31대가 실전에 배치

만들고 마침내 대형기 실용화의 문호를 널리 열었던 것이다.

되었그 독일의 거인기는 ‘R’기로 알려져 비단 ‘사이즈’ 뿐만 아니라 탑재량과 발

이와 같은 정세 하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항공기에 대한 항속거리와 탑

동기 출력이 보통의 단발, 단좌기에 비해 매우 크며, 승무원이 기내에서 자유로이

재량의 요구가 증가되고 특히 폭격기 군용 수송기의 대형화는 현저히 촉진되었

이동하고 발동기의 점검과 감시가 가능하고 안정성이 큰 것으로 정의되었다.

다. 전쟁 초의 1941년에는 미국 ‘더글러스’ 항공회사에서 ‘XB19’형이라는 세계 최

1차 대전 최종년인 1918년에 총중량 1만3,620kg의 375마력 수랭(水冷)발동기 4

대의 거형(巨型) 폭격기를 만들었고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전략폭격기의 제1호기

대를 장치한 ‘핸들레이 페이지 V-1 500’형(1919년 12월 4일) 육상폭격기가 영국에

였다. ‘라이트’의 듀플렉스 사이클론 공랭성형(空冷星型) 2천 마력 발동기 4대를

서 제작되고, 다음 해에는 대서양횡단 비행으로 항공사에 유명한 미국의 ‘커티스

장비한 총 중량 6만 3,500kg, 전폭(全幅) 64.6미터의 대형기였다. 그러나 대형기

NC-4’형 장거리비행정이 출현했는데, 이 비행정은 ‘리버티’ 400마력 발동기 4대를

설계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중량의 과대라는 숙명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했

가지고 총 중량 1만 2,900kg의 복엽기였다. 또한 같은 해에 총 중량 8,900kg으로

던 것과 대출력 발동기가 없는 것에 기인해 1호기의 제작만으로 중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1943년에는 총 중량 4만

발동기 5대를 장비한 ‘카프로니 C-58’형 3엽수송기가 제작된 바 있다.
전시 중에 발달한 대형기의 기술에 의해 대전 후는 비행기의 대형화가 진보되어
각국에서 제작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여객수송이 발전되기 시작했

5,800kg의 유명한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고 전
략폭격기의 기초를 쌓았던 것이다.

다. 프랑스의 ‘슈퍼 골리앗’ 폭격기는 그 당시(1925년) 세계 최대의 폭격기로 총 중

미국의 대형기의 발달은 전쟁 중에서 대전 후에 이르는 사이에 급속한 발전을

량 2만 6,400kg, 발동기는 ‘파르망 12WE’ 500마력 4기를 장비하고 주익면적(主翼

이루고, 1946년에는 ‘노드롭 XB35’형의 무미익(無尾翼) 폭격기가 시험 제작되었

面積)은 245평방미터의 복엽기였다. 이보다 앞서 이탈리아의 ‘카프로니’사76)에서 총

다. 1947년에는 동력을 ‘J35’형 제트엔진 8대를 환치(換置)한 ‘YB49’형을 제작했

중량 2만 6,000kg으로 수랭(水冷) 400마력 발동기 8대를 장비한 3엽3중천형익(三葉

으나, 대형화와 무미익화(無尾翼化)에 의해 중단되어 각종 문제들이 미해결된 채

三重串型翼)를 가진 거대한 비행정을 만들었으나 이것은 공기저항이 크고 발동기

생산계획이 중단되었다.

의 출력 부족으로 이수(離水)하지 못하고 100인승 여객기의 꿈은 깨지고 말았다.
‘카프로니’사는 그 후 총 중량 1만 1,000kg의 ‘Ca 79’형 폭격기를 1926년에 제작했

1947년에 총 중량 9만 800kg의 ‘보잉 XB47’, ‘스트라드 제트’ 폭격기가 또
1946년에는 총 중량 16만 2,400kg의 ‘컨베이어 B36’의 원형기(原型機)가 출현했

으며, 다시 1929년에서 총 중량 4만 5,000kg으로 1천 마력, 수냉발동기 6대를 장비한

다. 그리하여 현재 대형기의 정점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 공군의 ‘보잉 B52D’형 전

세계 최대의 거대한 폭격기 ‘PB90’을 만들어 최대 탑재량의 국제 기록을 올렸다. 이

략폭격기의 최대 총 중량은 실로 18만 3,500kg이 된 것이다.

폭격기의 주익면적은 무려 563평방미터였다. 이때부터 제1차 대전의 타격으로부터
76) Caproni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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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의 장거리 여객기라도 이제는 50톤에서 80톤이 보통으로 되었으며 제
트여객기 중에는 100톤을 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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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형기(大型機)의 문제점(問題點)과 
장래(將來)

<‘록히드 제트스타’소형항공여객기>

이상 말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그 시대마
다 각종의 대형기가 제작되어 특히 그 시대
의 수준을 앞서려고 한 대형기는 마침내 실패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 어느 때에 실패한 대형기보다도 더욱 커다란
대형기가 아무런 곤란 없이 제작되고 있다. 대형기의 제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가?
예컨대 어떤 형의 항공기의 촌법(寸法)을 2배로 확대시키려면 주익의 면적은
자승에 비례하므로 4배의 면적으로 되고 동체 등의 단면적도 4배로 된다. 따라
서 주익의 양력을 4배, 동체 그 밖의 공기항력도 4배로 된다. 한편 중량은 어떤가
하면 만일 동체도 익면도 내면이 텅 비지 않고 재료가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중량
은 선촌법(線寸法)(길이)의 3승에 비례하게 되지만 비행기의 구조는 껍질만 있으
므로 8배까지 되지는 않는다.
이 중량이 몇 배로 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익면과 동체에 걸리는 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대형기의 제2의 요점은 착륙 시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커다란 문제가 있
다. 하나는 착륙 시에 지면의 반력이 차륜에 가해 주익면이 관성에 의해 비행 중과
반대의 방향으로 굽어져 진동하며 커다란 응력(應力)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기
에서는 익폭이 크고 또 주익에 발동기 ‘나셀’77)이나 ‘제트 포드’ 등을 배치하므로 그
집중하중이 굴곡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컨대 착륙장치를
주익 밑에 몇 개나 배치해 주익의 굴곡을 적게 하던가 날개 끝에 적당한 썰매를 달
아서 과대한 굴곡을 방지하는 등의 고안이 있다. 다음은 대형기의 이륙 활주 거리
는 익면 하중이 크고 총 중량이 클 때 현저하게 길어지며 넓은 비행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대형기는 거의 무한의 넓이를 가진 바다를 이용하는 비행정
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많은 사람이 대형비행정을 연구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사상은 일소된 것이 아니며 고속 대형 비행정의 연구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형기가 직면하는 제3의 문제는 발동기 출력의 문제이다. 오늘날까지 많은
대형기의 실패가 이와 같은 문제에 유래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시대에 선행한 거대기를 만들려고 할 때 기체의 무게에 비해 발동
기의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동기의 수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DO-X’형은
오늘까지 기록적으로 12대의 발동기를 달았으며 ‘브라바존’78)(영국이 1949년 당
시 세계 최대의 육상수송기로 초(初)비행했다.)은 8대, ‘프린세스’(역시 영국이 여
77) engine na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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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105명을 싣고 대서양횡단기록을 올리려고
만든 대형비행정)는 10대를 사용했다.
대형기의 제4문제는 재료에 관한 것이다. 대

Douglas DC-4
Boeing 707-120

형기의 주익 프렌지 외판 등은 특별히 대형이 필
요되며 이와 같이 대형의 재료는 그것을 제작
가공하는 기계도 대형이어야 한다. 대형 가공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단조(鍛造)부분
을 만드는 대형 단도기계가 필요하며 그 다음도
똑같다. ‘쥬라루민’의 응축제도 똑같다. 미국의
‘B47’폭격기의 외익(外翼) 접합부의 단조단(鍛造
端) 소골(小骨)은 처음에 대형단조 기계가 없어
부분적 단조를 행해 이것을 접합시켰으므로 중
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대형단조기계를 만
들어 일체로 단조함으로써 비로소 중량을 가볍
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강도가 높은 재료

Convair 880
Tupple Tu-104
H. Come
A Carvaeile
Lockheed JetStar
North American Sabreliner

를 사용해 중량을 경감시키는 것은 고속기와 대
형기 연구상 직면한 공통의 과제이다. 통상 두
랄루민79) 17S-T에서 초(超)두랄루민 24S-T를
지나 전후에는 초두랄루민 75S-T가 제작되어
평균 강도는 1.6배 상승해 중량의 증가를 숙명
으로 삼고 있던 대형기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보다 강력하고 특히 비중에 비해 큰 강
도를 가진 지다늄 합금이 등장했으므로 장래의
대형기는 이것에 의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5의 문제는 의장(艤裝)이다. 동력 조종장치
는 물론하고 객실 내 여압장치, 착륙장치 등은
대형으로 되고 또한 유압장치(油壓裝置)나 그
밖의 기구의 중량도 크게 된다.
비행기가 어디까지 대형화될 것인가? 이에 관
해 예언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
과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장래에 더욱 대형화할

Tupplev Tu-114
Britol Britennia
Lockheed Electre
Lockheed Electre
Conodair 540
Fairchild F-27
Grumman Gulfstream

<미국에서 제조되는 대형항공기의 모형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78) Briston Brabazon
79) Dural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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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고도(飛行高度)의 연구(硏究)

<지시고도(指示高度), 기압고도(氣壓高度),
진고도(眞高度) 및 농밀고도(濃密高度)는
각기(各其) 상이(相異)하는 의미(意味)와 효과(效果)를 가지고 있다>

유진 F. 팀페 기(記)

농밀고도는 성능과 사고, 다시 말하면 안전도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고도는 지도제작가가 기입한 그대로의 고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조종사로서는 이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비행기는 공기의 밀도, 즉 농밀고도에 의해 작동한다. 무
겁고 차가운 공기는 비행기의 주익에 부력(浮力)을 주며 엔진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프로펠
러에 추력을 주는 농후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무덥고 희박한 공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
농밀고도는, 즉 공기의 농밀도는 기압과 온도의 변이와 고저기압의 이동에 기인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동한다. 비행지도에 기입된 진고도(眞高度)는 물론 변화가 없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시에라스 지방에 고기잡이 나갔

조종사들은 반드시 농밀고도와 진고도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

던 어떤 비직업적 조종사 한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의 오후 산간지

면 진고도는 그 비행기가 해발 몇 피트에 있는가를 알려 주지만 농밀고도는 비행기 자신이

대에 있는 서비스 비행장에서 자가용 쌍발비행기로 이륙한 때였

사실상 지상 몇 피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비록 이 비행장은 해발고도 8,000피트의 산정에 있었지만, 화

그러나 농밀고도를 알기 이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또 다른 고도가 있다는

물을 만재(滿載)하고서도 이륙 전의 정비와 기능은 양호했었다. 그

것이다. 이것은 기압고도(氣壓高度)라는 것인데 찾기는 쉽다. 먼저 고도계에서 현재의 고

런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찰나, 마치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스르르 내려앉으면

도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고도계의 기압 지시판에 29.92가 보이도록 노브[knob]를 돌리

서 활주로 끝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조종사 여러분은 이미 아셨

면 그것이 그 당시의 기압고도이다. 이 고도는 비행기 엔진의 마력 출력, 정확한 비행속도

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종사는 매우 평범하고 간단한 지식을 소홀히 했기 때

그리고 농밀 혹은 진고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기압고도라고 부르는 것은 별

문입니다. 이 조종사는 어떠한 기상상태 하에서도 고도는 고도이다, 다시 말하면 고도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기에 작용하는 기압을 피트로 고

계기판에 나타나는 숫자로 결정되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조종사는 무

쳐 부르는, 다시 말하면 기압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행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는 막연한 초보적 물리만은 알고 있었을 것이

이것은 어떠한 표준적인 조건이 없는 한 실제의 고도로 될 수는 없다. 결국 절대로 그렇

나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화씨 80도의 무더운 날 고도 8,000피트의 고지점의 공기는

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기압고도와 공기온도를 알면 기압고도를 온

평상시 온도 하에서 11,000피트 고도의 공기만큼 희박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8,000피트

도로 바꿔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어떠한 계산기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밀고도도 알 수

지대보다도 훨씬 기다란 활주로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즉 8,000피트 지대에서 소요된

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네 개의 장구이다. 즉 고도계, 한난계(寒

활주로의 거리의 2분의 1만큼 더 길어야 한다. 이 조종사가 만일 농밀고도에 관해 알고

暖計), 지도 및 계산기이다. 이 네 개만은 대륙횡단 비행 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잠깐 여기서 고도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실제로 말하면 기압의 변이

있었다면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다.
컨트롤 타워(지휘탑)에 기록되어 있는 해발고도나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비행장 표식

상태를 시계와 같은 다이얼 위에 수은주의 높이를 표현하는 인치나 매 평방인치에 몇 파운

다음에 쓰인 고도표시는 다만 한 가지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동시

드의 압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피트로 표시하는 일종의 기계적 청우계(晴雨計)에 불

킬 수 없는 숫자이다. 그러나 비행기가 항행할 수 있는 기본조건인 공기의 밀도나 농도는

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압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고도계니 고도측정기니 하

전혀 상반되는 고도를 시현할 때가 있으며 비행기는 전적으로 이 ‘농밀’ 고도에 따라 비

는 따위보다는 청우계 혹은 기압측정기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이치에 맞을 것이다. 비행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팜 스프링스에 있는 비행장 위치가 지도상에는

기를 높이 조종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신 주위의 공기는 그만큼 희박해질 것이고 고도

해발 448피트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씨 불과 104도(이 지방에서는 5월에서 9월까지

계가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정한 고도에서의 공기의

사이에 화씨 100도면 아주 시원한 날로 친다.)의 어느 날 측정한 지대의 농밀고도는 무려

압력이 언제나 통일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며 당신의 비행기가 상승하면 할수록 온도가 똑

3,500피트였다. 이것을 몰랐다면 그때 조종사는 수천 피트 고공에서와 같은 희박한 공

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고도계는 기압과 온도의 변이가

기를 혹은 추울 때는 그만치 낮은 고도를 날게 되는 셈으로 된다. 결국 항공기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나 통일적이야 정확한 진고도, 기압고도와 농밀고도를 알려줄 것이다.

설명하는 데도 특히 고정 프로펠러와 적용하지 않은 엔진을 가진 경비행기에 있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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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공기는 희박하고 가볍다. 당신의 비행기에 관한 한 무덥고 다습한 공기는 고(高)고도

하는 고도이다. 이 고도는 당신이 이륙 전에 당신의 고도계를 기지의 해발고도에 조정했

상의 공기처럼 가볍고 희박하다.

거나 지휘탑으로부터 수은주의 높이를 알아서 조정하거나 혹은 비행 도중에 최근 기지

이와 같은 기압과 온도의 변화는 당신의 비행기 작용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부지불

의 고도조정 방송에 조정한 다음에 당신의 고도계가 지시하는 고도를 말한다. (만일 라

식간에 만만치 않은 고기압 지대에서 저기압 지대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대륙횡단비행에 떠나기 전에 이 방송으로 고도계를 맞추는 것이

당신이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고도계가 지시하는 데 따라 당신은 언제나 똑

편리할 것이다.)

같은 고도를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고기압 지대에서의 어떠한 기압층도 저기압 지대

이 지시고도의 조정은 지상에서 결정된다. 그것은 다만 기지의 해발고도에 고도계를 맞

에서의 동일기압의 층보다도 높기 때문에 동일한 고도를 취하기 위해 당신의 실제 고도

추고 기압판에서 기압상태를 체크함으로써 간단히 알 수 있다. 이때 이 장소에서의 고도

를 낮추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고기압 지대에서 저기압지대로 이

표시가 진고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안 바와 같이 이륙한 후 비행기가 상승함

동하고 있을 때 비행기의 진고도는 저기압 지대에서 훨씬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에 따라 ‘호일’에 따라서 기온이나 기압이 혹은 양자가 똑같이 저감(低減)되지 않기 때문에

는 야간비행에서 특히 산악지대를 통과할 때 더욱 위험하다. 한편 저기압 지대에서 고기

그것은 공기 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때는 역시 이 양자도 똑같이 변화를 일으키

압 지대로 비행하고 있을 때 수평비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도를 낮추고 있는

기 때문에 이륙 전에 조정할 때는 정확했던 고도계도 1시간 후에는 이미 효과가 없어진다.

셈인데 그것은 당신이 저기압층에서 고기압층 내의 똑같은 기압층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그렇지만 지시고도는 몇 개의 중요한 용도가 있다. 그것은 진고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하

다. 물론 이때 위험한 상태는 없다.

다. 실제로는 그것이 기지 엘리베이션[elevation]에서의 진(眞)고도이므로 그것은 계기접근

농밀한 공기 속에서의 효과에서 고온도는 저기압과 같고 저온도는 고기압과 같으므로

에 사용된다. 또 그것은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모든 조종사들이 쾌히 사용하는 고도이며.

당신이 만일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비행하고 있으면 당신의 고도계는 실제적으로

비록 그것이 진고도는 아닐지라도 동일지대에서는 모든 항공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

당신이 비행하는 고도보다도 높은 고도를 지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도이므로 수직방향으로 거리를 결정하는 안전한 표준이 된다. 그런데 수직방향으로 거리

의 재미난 사실이 있다. 만일 당신이 차가운 공기 속을 날고 있을 때 고도계는 당신의 위

를 결정하는 데는 기압고도가 더욱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또 진고도는 가장 필요

치보다도 더욱 높은 고도를 지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

하지만, 부단히 계산기를 움직여서 산출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항로상에서나

록 오차는 더욱 크게 될 것이다. 왜? 차가운 일기 속에서 공기의 농도는 더운 때보다는 더

활주로 접근 시에는 지시고도와는 불과 수 피트 차 밖에는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욱 농후해 결국 수직 방향으로 기압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도계는 정상

수천 피트 상공으로 상승할 때부터 진고도와 지시고도 사이에는 상당히 현저한 오차를

상태에서 매 1천 피트를 상승할 때마다 수은주 1인치를 잃는 위에 10분의 1인치 더 많이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고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별표(別

잃기 때문이다. 고도 1만 피트에서 수은주 높이 11인치를 잃고 당신의 고도계는 마치 1만

表)에 개략(槪略)했다.

1천 피트 상공을 날고 있는 것처럼 알려 줄 것이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는 정반대의 현상

이것을 알게 되면 비행 시에는 지시고도를 보며 항로와 계기를 본다. 그리고 기압고도

이 일어날 것이다. 해발고도 영(零)에서 화씨 59도 표준온도보다도 더욱 무더울 때는 당

를 봄으로써 비행속도를 측정하고, 진고도를 계산함으로써 산악지대에서 안전통과를

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행기는 더욱 높은 곳을 날고 있을 것이다.

한다. 또 농밀고도에 기초해 비행기의 비행성능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가

당신이 만일 표준온도에 접근하고 있는가 혹은 기압상태 양호 혹은 일정한 기압지대

지 고도는 저마다 다른 목적과 의미 그리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수한 조종사로서의

나 온도대에서 다른 곳을 통과했는가 못했는가를 모를 때에는 당신의 비행기의 진고도

당신은 마치 당신이 기후와 항법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모든 고도도 항상 알고 있

를 알려고 애쓸 것이다.

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고도를 무시하고라도 당신의 턱수염이 백설과 같이 희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여기서 다시 계산기와 한난계가 필요해진다. 물론 당신

게 될 때까지라도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며 얼마만큼 높은 하늘

은 지금 세 가지에 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즉 공기의 온도(섭씨), 기압고도(29.92인치가

을 날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더 오래오래 그리고 더 안전하게 날 수 있을 것

보일 때까지 노브를 돌려서 시현되는 고도)와 지시고도 이 세 가지만 알면 다음 진고도

이다.

는 어떠한 계산기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지시고도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고도는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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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世界)의 음악(音樂)

-이탈리아(伊太利)와 영국(英國)의 민요(民謠)-

<HLKA> 이호로(李胡露)

(1) 이탈리아(伊太利)

세계의 음악을 말할 때는 민요의 보고인 이탈리아를 먼저 쳐들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음악이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와 구별되는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
는 바와 같이 그 민요 속에 담겨져 있는 수려한 선율미(旋律美)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Renaissance] 기의 성악(聲樂)이 대립법적(對立法的)인 네덜란드(플랑드르) 악파나 프랑스
의 프랑망 악파에 주류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탈리아는 마드리갈(madrigal에 중점을 두고
네덜란드의 대립법이 이탈리아의 독특한 선율법의 아름다움과 융합해서 그들의 걸작을 형
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20세기에 들어 이탈리아 음악은 고전 악기의 부활운동이 활발해지고 지금은 현대
악기파(現代樂器派)를 낳게 되고 12음법을 이탈리아 전통의 성악미에 끌어넣음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의 라틴계에 속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동(東)은 남부 유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들 여러 나라의 국민들의 정열적인 기질이 그들 음악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산이 많고 지세적(地勢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861년에 이탈리아 왕
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정치 문화의 중심지는 북부의 밀라노[Milano], 북서부의 토리노
[Torino] 중앙부의 피렌체[Firenze], 남부의 나폴리[Napoli] 그리고 로마[Rome)입니다.
민족형성은 고대 로마 민족과 그 후에 침입해 들어온 롬바르디아80)인으로 혼혈이 된 이
탈리아인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종교는 로마 공교(公敎)입니다. 산업은 주로 농업과 연안
의 어업이라고 합니다.
(1) 산타 루치아(Santa Lucia)
이탈리아에는 옛날부터 “나폴리를 보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산천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그 동경의 정을 토
로한 것일 겁니다.
이 나폴리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9월을 택해서 ‘피에디그로타’81)의 마돈나제
(祭)가 열린다고 합니다. ‘피에디그로타’제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1744년)에
카롤 3세가 로마의 남쪽에 있는 알바노[Albano] 언덕의 펠레토리에서 오스트리아의 대군을
보기 좋게 격파한 것을 기념해서 행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날 밤에는 이탈리아의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남녀들이 제각기 노래의 장기를 보여주는
데, 여기서 뽑힌 노래가 그 해의 유행가가 되고, 이 곡의 악보가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재미
80) Lombardia
81) Piedigro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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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폴리의 해안에서 돌계단을 딛고 올라가면 산타 루치아의 궁이 있는데, 이것이 나폴
리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지중해에서 몰려드는 듯한 나폴리의 아름다운 바다 - 뒤에는 베수비오[Vesuvio] 화산이
내뿜는 연기가 이 도시의 전설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매장된 폼페이[Pompeii]
는 이 산록(山麓)에 묻혀 있습니다.
노래는 ‘자! 배를 타고 나가자!’고 권하는 가사로 3박자의 경쾌한 멜로디로 뱃노래 풍입니다.
작곡은 테오도로 코트로82)(1827~1892), 이 사람의 유명한 노래로 ‘나폴리여 잘 있거라
(Addio a Napoli)’가 있습니다.
흔히들 ‘산타루 치아’라고 하는데 성녀 루치아를 뜻하는 이 제목은 ‘산타 루치아’로 발음
해야 맞습니다.

(2) 푸니쿨리 푸니쿨라(Funiculi-Funicula)
영어로는 Funicular railway, 이탈리아어로는 Ferrovia Funicolare, 이 뜻은 ‘케이블카’를
말하는 것으로, 라틴어의 Funiculum(승(繩; 노끈))에서 온 말입니다.
나폴리 시내에서 베수비오 산에 오르려면 도중까지 자동차로 가서 약 30분가량 걸어 올
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바닷가에서 산 중턱까지 경철도를 이용하고, 여기서부터는 전
차로 갈아타고 산정까지 갑니다. 이 등산전차는 4,000피트나 되는 산마루까지 한 시간이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베수비오 산이 근대에 들어 대폭발을 한 것은 1906년.
한편 이 노래는 1885년경 여기에 ‘케이블카’가 개통되었을 때 전차로 등산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라는데, 작사와 작곡은 덴차(Luisi Denza)로 그는 나폴리 근처에서 태어난 후
영국 왕립음악학교의 교수까지 지내다가 1922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대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83)가 ‘이탈리아에서’라는 교향시(交響詩) - 1889
년에 작곡 - 에 이 ‘푸니쿨리 푸니쿨라’를 집어넣었는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그 당시에
이 노래가 퍽 오래된 민요로 착각해서 인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 돌아오라 소렌토로(Torna a Sorrento)
고색이 찬연한 나폴리의 시가도 흐뭇한 정을 돋워준다고 합니다만 이 시가지를 둘러싸
고 있는 바다는 한층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소렌토’는 나폴리의 대안(對岸) 쪽에 높고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이곳
에서 나폴리의 시가를 바라다보는 것이 더욱 흥취를 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는
전항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피에디그로타 축제에서 뽑힌 노래인데, 작곡자는 지암바티스
타 데 쿠르티스84). 일종의 향토찬가(鄕土讚歌)입니다.

(4) 오 나의 태양(O Sole Mio)
북유럽에 비해 남국에 속하는 이탈리아는 맑은 태양이 기후가 좋지 않은 북유럽에서 온 여
행자들에게는 퍽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문필가들은 이탈리
82) Teodoro Cottrau
83) Richard Strauss
84) Giambattista De Cu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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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행문을 애써 쓰고 있고 음악가들도 그들이 받은 인상을 오선지 위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학가는 이탈리아의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나의 얼굴이 저 높푸른 하늘에 비칠 것
만 같다.”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파란 바다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손에 물들 것이라고 표현하는 시인이 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작곡은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85).
붉게 타는 저녁노을. 진홍색의 맑은 태양! 이런 정경을 연상해보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분홍색으로 물든 창가에 서서……

(5) 마리아 마리(Maria Mari)
영어로는 ‘오! 마리!’(O Mari).
작곡자는 ‘오 나의 태양’을 지은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가 작곡한 관능적인 노래로 8분의
6박자의 세레나데(Serenade)의 형식입니다.
마리오라는 애인을 연모하고 찬양하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 치리비리빈(Ciribiribin)
왈츠 템포로 노래되는 경쾌한 사랑의 노래로 그저 거리낌 없이 즐거운 사랑을 구가(歐歌)
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페스타로자86)의 작곡으로, 치리비리빈의 1구가 반음계(半音階)의 하강진행(下
降進行)으로 ‘치리비리 빈……’ 하고 여러 번 노래되는 점이 재미있고, 이것이 전체의 왈츠를
이끌고 있습니다.
해리 제임스(Harry James)는 자신이 이끄는 악단의 주제음악으로 이 이탈리아의 민요를
재즈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나의 아름다운 아니나(Mia Bella Annia)
1879년 12월 중순경 파리를 떠나서 차이코프스키87)는 이탈리아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
목적은 기후가 좋고 풍치가 아름다운 이탈리아에서 그의 옛 작품들을 정리하고 또한 새로
운 작곡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마스에 로마에 도착한 이래 보고
느끼는 것이 지나치게 자극이 많아서 당초의 목적이었던 작곡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기야 이 작곡가도 이탈리아 민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탈리아 기상곡(綺想
曲)’의 스케치를 로마에서 끝내고 1880년에 이 관현악곡을 완성했는데, 여기에 ‘나의 아름다
운 아니나’의 멜로디를 집어넣음으로써 그가 받은 이탈리아의 인상을 표현했습니다.
작곡자는 불명.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쪽나라 푸른 하늘
그대는 창가에 비치는 빛
그대가 빛나는 창에는
상냥한 그대의 눈동자에도
푸른색이 머문다.”

(9) 먼 산타 루치아(Santa Lucia Luntana)
나폴리의 항구를 뒤에 두고 떠날 때 수호신 산타 루치아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작곡
자는 마리오89).

(10) 니이나(Nina)
일명 ‘니이나의 죽음.’
18세기의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페르골레지90)(1710~1736)가 남겨 놓은 것. 이 사람은 불
과 2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영국(英國)

여기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한 것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
[Scotland] 그리고 아일랜드[Ireland]의 네 지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술 음악은 잉글랜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민속음악은 이상 열거한 여러 나라에서 각
기 특이한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스코틀랜드는 옛날부터 간직하고 있는 5음음계(五音音階)가 있고 아일
랜드는 독특한 민요를 소중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음유시인(吟遊詩人)이 많이 난
곳도 이 고장입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민요는 ‘앵글로색슨[Anglo-Saxon]’ 특유의 쾌활함을 중심으로 하고 있
습니다. 11세기에는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민족이 들어와 왕국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들 민족으로부터 서정취미(抒情趣味)도 이어받았고, 엘리자베스91)(16세기 후반) 시대에는
88) Johann Wolfgang von Goethe
89) E. A. Mario
90) Giovanni Battista Pergolesi
91) Elizabeth

85) Eduard Di Capua
86) Alberto Pestalozza
87) Piotr Ilyitch Tchaikov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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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곤돌라 뱃사공의 노래(Canto dei Gondoleri)
베네치아(Venezia)의 곤돌라의 뱃사공들의 노래. 문호(文豪) 괴테88)가 1786년 9월에 이탈리
아에 와서 달 밝은 밤 곤돌라에 타고 이 노래를 들은 감상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한 가락이 끝나면 또 다른 남자가 노래를 시작하고……. 이렇
게 교대로 노래를 불렀다. 조용한 운하(運河), 높은 건물, 아름다운 달빛 그리고 그 속에 깊
고 어두운 그림자, 이 속을 헤엄쳐 다니는 검은 곤돌라가 마치 유령처럼 느껴져 인상적이었
다. 한편 이런 정경 속에서 나는 야릇한 노래의 특질을 곧 이해할 수 있었다. 노랫소리는 멀
리 조용한 물가를 따라서 퍼져 나간다. 뱃사공들은 번화한 마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른
바 고독을 느끼고 있다. 이 노래를 멀리서 들으면 퍽 흥미가 있다. 그것은 슬픔을 갖지 아니
한 탄식의 소리 같지만 듣는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괴테는 이탈리아 민요에 대해서 불평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민요는 조잡하고 절규(絶叫)하는 것 같아서 그들도 없는 사
람 같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폐장(肺臟)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듯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 조잡한 것이 섞여 있겠지만, 그 노래 자체는
정열적이고 맑고 명랑한 육성을 마음껏 노래할 땐 그야말로 우리를 매혹하고 맙니다.

The c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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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의 왕래가 잦아 프랑스의 궁정음악(宮廷音樂)도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접한 나라의
영향을 받아 이들과 혼합된 풍취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15세기의 Nowell Nowell, 16세기의 Three Ravens 등이 아주 먼 옛날의 민요로 남아 있
다고 합니다만 16세기에 들어와선 O Willow So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애인에게 배신을 당한 여인이 자기의 괴로움을 그 버드나무에 호소하는
것인데, 영국의 유명한 문호인 셰익스피어92)는 이 가사를 좀 바꿔서 그의 희곡 『오셀로』의
최종막에 여주인공 ‘데스데모나(Desdemona)’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입속으로 읊조리는 노
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의 가극 「오셀로」
에도 이 노래를 삽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멜로디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럼 순서로 우리와 친근한 민요를 추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영국(英國)

(1)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적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우리 주변에서 곧잘 빌리고 결혼식에서도 축가로 우리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사는 존 페인(John Howard Payne)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그는 1791년 보스턴에
서 태어난 연극배우였습니다. 소년시절부터 문학에 취미를 갖고 있었으며, 1812년엔 영국
에 건너가서 4, 5년간 런던에서 활약했습니다만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페인
이 각본을 맡은 클레리93)가 1823년 5월에 상연되면서 이 노래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
다. 런던에서 반년 이상이나 계속 상연되어 호평을 받았으나, 작가인 페인에게는 다만 50파
운드의 보수가 지불되었을 뿐 악보가 1만부 이상이나 팔려 나갔어도 그에겐 한 푼의 저작
료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저작권 문제가 갖추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 페인은 빚에 쪼들려 유럽이나 미
국을 정처 없이 방랑하는 폐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가사를 노래하고 가정의 즐거움을 찬미하고 있는데 작자인
나는 집도 없이 철새(候鳥)처럼 떠돌아다녀야만 하는구나! 차라리 이 노래가 내 귀에 안 들
렸으면 좋겠다.”고 탄식까지 했답니다. 페인은 61세를 고비로 지중해의 연안에서 타계(他界)
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곡의 작곡은 헨리 비숍(Henry Rowley Bishop)(1786~1855)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가극도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만 이 노래 한 곡만이 전해지
고 있습니다. 비숍의 작곡집이 출판되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멜로디를 이탈리아의 시칠
리아 민요라고 기록되었었다고 합니다. 시칠리아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숍은 후
에 법정에서 자기의 작곡이라고 증언한 일도 있습니다. 비숍은 가극작곡가와 지휘자로서도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음악박사의 학위와 귀족의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92) William Shakespeare
93) C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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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 옛날(Long, long age)
영국의 작곡가 베일리(J. H. Bayly)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의 경력은 전혀 알려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 아주 먼 옛날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때의 즐거웠던 노래를 불러 주세요.
그날의 당신을 내가 또 만나서
나의 슬픔도 사라져 버렸네.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
당신은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나) 스코틀랜드

(1) 이별의 노래(Auld Lang Syne)
스코틀랜드의 민요의 특색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한 5음음계에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선 가사와는 상관없이 형설(螢雪)에 공(功)을 쌓고 학창(學窓)을 물러서는 졸업식
전(卒業式典)의 식가(式歌)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제의 억압
속에서 독립투사들이 애국가로 나라 사랑하는 깊은 애수(愛愁)의 정을 실어 뼈에 사무친 울분
과 슬픔을 노래해 왔으니 밟고 밟히는 사정(事情) 아래의 야릇한 아이러니였다고나 해둘까요.
원 가사는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가 만든 것으로 그 시에는 방언
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uld Lang Syne = Old Long Since.
“옛 친구나 옛일을 어찌 있을 수 있는가. 그날을 위해서 잔을 들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노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별의 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가끔 이별의
장면에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2) 나에게 오라(Coming Through The Rye)
일본 사람들은 이 곡을 ‘고향의 하늘’이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대로 직역한다면
‘라이 강을 건너서’가 되겠지요. 가사의 내용은 라이 강의 얕은 쪽에 자리잡고 있는 돌다리
를 건너서 젊은 남녀가 만난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스카치 위스키의 명산지입니다. ‘라이’라는 것은 호밀(胡麥)인데, 위스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원료는 대맥(大麥)입니다. 시는 앞서 말씀드린 ‘이별의 노래’의 작사
자인 로버트 번스(1759~1796)라고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못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작자가 ‘라이’라는 것을 강의 고유명사로 사용한 후에는 ‘라이 맥의 밭’이라는 일
반명사로 해석하게 되었답니다. 작곡자는 불명.
(3) 스코틀랜드의 블루 벨(Blue bells of Scotland)
Blue bell이란 것은 스코틀랜드에 많은 꽃의 이름입니다.
영어의 제1절 가사에는
“He dwelt in merry Scotland at the Sign of the Blue b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
루 벨’은 스코틀랜드의 국화입니다.
한편 영국과 오랜 투쟁을 겪어온 스코틀랜드의 청년들은 애국의 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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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향곡발달소사(交響曲發達小史)

“산간(山間)의 젊은이는 어디로 갔나?
그는 조국을 위해 싸움터에 나갔다.
오, 무사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젊은 병사를 생각하는 소녀의 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 애니 로리(Annie Laurie)
‘안나 로리’하는 것보다는 ‘N’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찬송
가도 이 멜로디가 있습니다만, 시는 1685년에 윌리엄 더글라스94)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맥스웰톤의 귀족 로버트 로리의 딸 애니 로리에 부치는 열렬한 사랑의 노래. 시에는 ‘일찍
이 태양이 비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격찬하고 있습니다.
3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로리의 저택은 남아 있어서 명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의 자손인 퇴역한 육군소장 존 로리가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곡은 1838년경 레이디 스코트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노래는 크리미아
전쟁(Crimea戰爭) 때 영국 병사들에 의해서 한참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Symphony and 1st Development-

랠프 힐 작(作)

(2) 아, 목동아(Oh, Danny Boy)
이 곡은 원래 ‘런던데리의 노래’(Londonderry Air)로 우리가 노래하는 ‘아, 목동아’의 가
사는 근대의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서북방에 런던데리 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저 ‘데리’ 하고 부르는 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700년 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아일랜드
가 1618년에는 제임스 1세에 의해 ‘데리’라고 하던 명칭을 ‘런던’이라는 머리말을 붙이게 했
다는 고사(古事)가 있습니다.
지금 옛 성터가 남아 있는 이 고을은 그 옛날 영국과 대항해서 싸우던 역사가 남아 있어
아일랜드 민요에 애국적인 가사가 많은 것은 이 반항의 혈사(血史)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중립을 지키고 종전 후엔 완전한 독립을 얻었습니다.
이 멜로디에 처음 가사를 붙인 사람은 알프레드 P. 그레이브스로 제재(題材)를 “Would I
were Erin’s apple blossom O’er”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목동아’의 가사의 내용은 멀리 있는 자식에의 정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애절
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의 민요로 ‘로크 로몬드’95), 영국의 ‘여름은 가까이’ 그리고 ‘눈을 들어
잔을 드세’ 등 많습니다만 지면 관계상 이만 맺겠습니다. 완(完).

우리가 일상 회화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처럼, ‘심포니’(교향곡(交響曲))이란 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고 의미도 변했다.
심포니란 말은 처음에는 음악에 있어 서곡이나 간주곡(間奏曲)에 해당하는 부분의 순전한
기악곡을 말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야코프 페리96)의 오페라 ‘에우리디케’97)(1600)에 나오는 세
개의 플루트를 위한 신포니아(Sinfonia)나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의 ‘메시아(Messiah)’
가운데 ‘파스토랄 심포니(Pastoral Sympony)’라는 제목이 붙은 기악만의 간주곡 등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오페라의 서두에 붙는 관현악 서곡이 차츰 길어지고 음악 그 자체의 기
악곡으로서의 주요한 부분이 되자 심포니라는 말은 오버추어(Overture, 서곡(序曲))란 말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작곡가들도 이 서곡을 A(빠른 부분) B(느린 부분) C(빠른 부분)의 세
가지로 명확히 구별되고 악기의 종류도 다른 3단계로 분류된 형식을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안 오버추어이며 프렌치 오버추어와 구별되는데, 후자는 대체로 A(느린 부분) B(빠른
부분)의 두 가지 부분만 가지는 형식이며 때로 A가 끝에서 반복되기도 하고 느린 형식의 C
의 부분이 끝에 붙기도 한다.
이러한 이탈리안 오버추어 중에 (특히 익살가극 따위의) 어떤 것이 유명해져 널리 들려지
게 되면 이 부분만 독립된 곡과 같이 취급되어 연주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안 오버
추어의 형식은 나중에 오페라가 아니고 관현악 연주회만을 위해 쓰이는 특별한 작곡의 기
본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그렇게 되자 심포니 음악에서의 새로운 의미, 귀족적인 즐거움이나
오락 따위가 그 주지(主旨)가 되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즉 궁정이나 정원이
나 연주실이나 기타 실내에서만 연주할 목적을 가지는 기악곡의 형식을 말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연주 목적이 실제 작곡상으로는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명확
히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발전단계에 있는 작곡상의 여러 가지 음악 형식에 붙
는 용어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예컨대 그 용어란 ‘소나타(sonata)’, ‘슈트(suite; 조
곡(組曲))’, 서곡(序曲), ‘심포니(symphony)’, ‘세레나데(serenade; 소야곡(小夜曲))’, 야상곡
(nocturne; 夜想曲),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 여흥곡(餘興曲))’, 실내3중주곡, 4중주곡,
5중주곡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혼돈을 면치 못한 채 사용되면서도 두 가지의
기본적인 형식이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조곡(組曲) 형식과 소나타 형식이다.
조곡 형식은 일련의 무도곡(舞蹈曲) 악장으로 구성되며 (행진곡으로 시작되어 행진곡
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범주 안에는 세레나데, 디베르티멘토, 야상곡 등이 들어
간다. 그러나 소나타 형식은 보통 3개 내지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여기에는 미뉴에트
(minuet)를 제외하고는 무도곡의 성격이 전혀 없다.) 서곡, 심포니(교향곡), 기타 여러 가지

94) William Douglas
95) Loch Lomond

96) Jacopo Peri
97) Eurydike

(다) 아일랜드

(1) 한 떨기 장미꽃(The Last Rose of Summer)
아일랜드의 저명한 19세기의 시인 토마스 무어(Thomas Moore)(1779~1852)가 작사한 것
으로 플로토(Friedrich von Flotow)의 가극 ‘마르타(Marta)’에도 삽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1830
년경 독일에도 이 노래가 파급된 영향으로 본래는 ‘브라니의 숲’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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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음악이 여기에 들어간다.
최초에는 음악회당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작곡한 것과 실내연주를 목적으로 작곡한 것과
의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없었다. 있다면 다만 사용되는 악기 수의 다소의 차이뿐이었다.
예컨대 하이든98)은 초기 현악 4중주곡은 네 사람의 솔로 악사로 되는 따위의 적은 합주로
도 마찬가지로 훌륭히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755년에 하이든은 풍부한 비엔나
[Vienna]의 음악 수호가에게 초청되어 그의 시골 저택 전속 관현악단을 맞게 되었는데 이때 그
는 이 오케스트라를 위해 오보에[oboe]와 호른[horn]을 위한 ad libitum(임의로) 악장이 섞인
18개의 일련된 작품을 작곡해 이것을 notturni 또는 Dirertimenti라고 불렀다. 오늘날엔 이것
들 전부가 각기 여섯 개로 구성되는 3조의 현악4중주곡으로서 출판되고 있다. (OPP 작품 1~3)
제1조는 1764년에 ‘두 개의 바이올린과 엘토 비올라와 바스를 위한 여섯 개의 현악4중주
곡’이라는 이름으로 파리에서 소개되었다. 그의 악기의 취급은 대단히 간단하다. 우선 주제
는 제1, 제2 바이올린에 주어지고 첼로는 하모니의 기본을 이루는 반복음, 그리고 비올라는
첼로가 이루는 하모니의 적당한 간격에서 첼로의 역할의 보충을 한다. 그러므로 결과는 첼
로와 비올라가 이루는 하모니를 배경으로 한 바이올린 2중주곡이 되어버린다. 구성상으로
볼 때 작품 1번에서 2번까지는 ‘알레그로 - 제1 미뉴에트 - 안단테 - 제2 미뉴에트 - 알레그
로’의 다섯 개의 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 3번에서는 ‘제2 미뉴에트’가 빠져 있다.
호외(戶外)에서의 음악 연주회는 오스트리아의 연회의 한 유행 형식이었다. 그것은 주로
가든파티, 공적인 축제, 기타 음악회 등이었다. 1794년도 비엔나 연감에는 그 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맑은 여름 저녁 거리에는 언제나 소야곡 연주회 세레나데가 열린다. 그러나 이것은 이탈
리아처럼 가수와 기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세레나데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
다. 이와 비슷한 음악에 현악3중주나 4중주 또는 관악합주나 때로는 관현악단 전부가 총
동원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장 야심적인 세레나데가 완전히 연주된다. 대체로 어느 이
름 있는 귀부인의 생일 전날에 이런 음악의 향연이 베풀어진다. 음악애(音樂愛)의 광대성과
위대성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저녁의 음악이다. 아무리 밤늦게 이 향연이 시작되더
라도 집집의 창문은 모두 열려 하얀 얼굴로 가득 차고, 이 악사들 주위에는 음악을 사랑하
는 군중이 모여든다. 그리고 그들은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
모차르트99)의 ‘노투르노’100)(세레나데 제8번)(무곡조(舞曲調)의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
고 있다.)는 이런 목적으로 작곡되었고, 바이올린 2, 더블 바스 2, 호른 2로 각각 구성되는
네 개의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도록 작곡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3중의 음향효과를 노린 것
이다. 그래서 제1 오케스트라는 전곡을 연주하고 제2 오케스트라는 후반곡을 제3 오케스트
라는 마지막 4분의 1, 그리고 제4 오케스트라는 마지막 8분의 1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이 새로운 주제의 멜로디가 나올 때마다 반복된다. 다음 ‘세레나데 노투르노’에서 모
차르트는 두 개의 오케스트라를 썼는데 하나는 바이올린 2, 비올라 2, 더블 바스 2로 구성
되었고 또 하나는 바이올린 2, 비올라 1, 첼로 1, 그리고 드럼으로 구성되었다.
98) Franz Joseph Haydn
99) Wolfgang Amadeus Mozart
100) notturno,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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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나데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즉 실외실내의 장소에 따르는 구별이다. 먼저 것은 주
로 관악기가 섞여 있는데 스타일에 있어서 가벼운 것이 특징이고 나중 것은 대학교의 상장
수여식, 기타 결혼식 등 엄숙한 의식에 따른 것인 만큼 더욱 심오하고 교묘한 맛이 있다. 대
체로 이 세레나데는 악장 수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은 한 개
의 독주 악기를 위한 소규모의 협주곡이나 몇 개의 독주 악기를 위한 협주곡의 형식을 취하
는 것이 있다. 18세기 말에, 특히 파리에서 이 협주곡 풍은 대단히 성해 ‘심포니아 콘체르탄
테(Simfonia Concertante)’ 등은 많은 애호를 받았다. 이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재능 있는 연주를 살리기 위한 심포니와 협주곡을 합한 것과 비슷한 성격을
띤 것이었다. 1770년 모차르트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는 유명한 만하임 교향악단의 네
가지 관악 기교를 살리기 위한 협주곡(벤들링크의 플루트, 람의 오보에, 풍토의 호른, 그리
고 리테르의 바순을 위한 심포니 콘체르탄테)를 작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모차
르트는 플루트 대신에 클라리넷을 넣었다.
카사치오네(Cassation)란 용어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이것은 ‘세레나데’, ‘디베르티멘
토’와 같은 종류에 속한다. 이것은 8, 9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연회석상에서 연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학의 의식에서도 연주되어 그 엄숙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야외집회에서도 연주되었다.
우리는 여태까지 심포니가 육성되어 온 음악의 토양을 고찰했으니 이제 심포니 그 자체
를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기로 한다. 심포니는 소나타와 평행해 발전해 왔으며 현대교향악
단의 창시, 확충, 완성과 긴밀하고 뿌리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피아노 소나타나 심포니나
협주곡의 초기발달단계에 있어서의 가장 천재적이고 눈에 띄는 개척자 요한 세바스찬의 아
들인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101)일 것이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보
냈으며, 그의 ‘하피스코드(그랜드 피아노 모양의 일종의 유건악기(有鍵樂器, 건반악기)’ 소나
타들은 하이든102)이 젊었을 때 열심히 분석 연구한 곡들이다.
소나타와 심포니에서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는 이탈리안 오버추어를 본떠 3악장 구성을
택했다. 그러나 구성과 형식상의 균형을 위해 그는 제1악장에 가장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두었는데, 이것은 후일에 소나타나 심포니 또는 갖가지 실내악에 있어 생기 있고 훌륭한 구
성을 가진 악장들의 표본이 되었다. 순연(純然)한 그 구조상의 형태를 따라 초기 소나타 형
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3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제시(提示, Exposition) - 주제 테마가 주조음(主調音)의 가락(Rey)으로 나타난다.
2. 이탈(離脫, Digression) - 주제와 대조되는 키(가락)로 주제를 암시한다.
3. 재현(再現,

Recapitulation) - 주조음의 제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약간의 변
화를 가지고 주제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제시’에서의 대조된 ‘키’란 새로운 주제의 소개가 아니고, 여기서 사용
된 제재(題材)란 첫 테마의 약간의 확대 또는 일련의 단편적인 멜로디일 뿐이다. 그러나 작
곡가들은 곧 제2주제나 고조를 가져오는 색다른 일련의 악구(樂句)나 악절(樂節)을 사용했
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이탈(Digression)’은 ‘전개(展開, Development)’로 바꾸었는데, 이
101) Carl Philipp Emanuel Bach
102) Franz Joseph Hay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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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처음 대조되는 가락으로 제1주제를 암시함으로 시작해 그 확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변조가 잇따른다. ‘재현’ 단계는 전적으로 주제가 되는 가락의 재구성이며 제1주
제와 제2주제는 똑같은 순서, 똑같은 가락으로 재현된다.
음조의 대조나 음색 등 부문의 개발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103), 슈베르트104) 등의
작품에 총집성되어 있는 위대한 고전의 기악의 ‘원천’이었다고 제럴드 에이브러햄105) 교수
는 말했다.
음계와 반대되는 음조의 원칙은 바흐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때부터 이것은 음악이란 전
개념(全槪念)에서 으뜸이 되었다.
모차르트가 오페라(가극)에서 고도로 세련된 음조의 극적인 가능성은 교향곡 계열의 음
악에도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D. J. 그라우트
(Donald Jay Grout) 박사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품에서의 종악장(終樂章)에 관해서 언급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종악장은 그와 같은 스타일의 대가에 의해서 극적인 행동이 심포니의 형식으로 음
악화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 이것들의 고전시대에 있어서의 교향곡
형식의 원칙(모방과 구별된다.)을 공부하는 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귀한 근거이다.” (『오페
라 약사(略史)』 제1권, 옥스퍼드)
초기 고전시대 작곡가들이 당면했던 여러 가지 난제에 관해 에이브러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전 소나타 형식의 초기에는 주제 및 음조의 전이(轉移)는 순전한 형식적인 것으로 되기
쉬웠다. 즉 그들에게는 어떤 접합점(接合點)이란 가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
다. 그러나 나중 작곡가들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전이를 주제
적인 자료로 구성했다. 그리고 이 전이점(轉移點)에 있는 틈이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온갖 재
주를 다했다. 즉 음악이 어떤 단편들의 접합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짜여진 어떤 직물과 같
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다.”
에이브러햄 교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발전이나 기교적인 진보가 곧 미적인 가
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합선이 보이면서도 아름답게 이루
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발전으로 이루어진 접합선이라고 미학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다시 바흐로 돌아가서 그가 심포니나 소나타 계에서 작곡하는 데나 어떤 실험을 하는 데
나 한 사람도 그에 필적할 만한 재능을 가진 경쟁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경시하
지 못할 일이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생애를 런던에서 보냈고 교향곡 작곡가로서 모차르
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의 동생이자 제자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106)도 있었다. 파리에도
1군의 작곡가가 있었고, 북부 이탈리아에도 조반니 삼마르티니107)(1704~1774)를 비롯한
103) Ludwig van Beethoven
104) Franz Peter Schubert
105) Gerald Abraham
106) Johann Christian Bach
107) Giovanni Battista Sammar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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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이 있었는데, 이 삼마르티니의 작품은 교향곡의 원형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
이 있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보케리니108)도 있었고 디테르스도르프109), 고섹110)
기타 50여 명의 쟁쟁한 작곡가들이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중에는 또
만하임111) 공작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카를 테오도르112) 공작(1724~1799)은
유명한 예술애호가였는데 그는 이 만하임 공국을 독일문화의 중심을 삼아버렸다. 그는 거
액의 재산을 과학 및 예술원, 박물관,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썼고, 유럽에서 유명한 예술가,
음악가를 초청해 여기 두었다. 특히 만하임 파의 교향곡 작곡가들은 유명해 그 중에도 위명
(威名)을 날린 것은 슈타미츠113)(1717~1757)와 그의 아들 카를114)(1746~1801)이다.
만하임 오케스트라(1777년에 조직되었는데 제1 바이올린 10, 제2 바이올린 10, 비올라 4,
첼로 4, 바스 4,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4, 호른 2, 트럼펫 2, 기타 드럼으로 구
성됨)는 전 유럽을 통해서 유명했다. 조화와 틀에 박은 듯 똑같은 활 늘림 등이 특색이었다.
1775년에 영국의 음악사가이며 비평가인 버니(Charles Burney) 박사는 말했다.
“슈타미츠라는 천재가 처음으로 발굴해낸 이래 음의 집단이 만들어낸 모든 효과는 시도
되어 왔다. 크레셴도(crescendo)(점차로 강하게)와 디미누엔도(diminuendo)(점차로 약하
게)가 창시된 것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전에는 다만 반복에 있어서만 사용되던 피아
니시모[pianissimo]와 포르티시모[fortissimo]는 이때부터 그림에서의 빨강이나 파랑과 같
이 음악에 있어 그늘을 가지는 한 색채가 된 것이다.”
그 연주의 기교와 예술성에서 또 크기에서 만하임 오케스트라는 이 시대의 예외적인 존
재였다. 이 시대의 보통의 교향악단은 현악기 오보에, 호른 등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는 플루트나 바순, 트럼펫(나중에는 클라리넷) 등 관악기 등이 더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충
분하고 완전히 균형이 잡힌 관악합주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은 18세기가 거의 다 지나서였다.
대부분의 교향악 작곡가들은 관악기를 다만 클라이맥스에서의 현악기의 보조, 또는 율동적
인 강한 박동이 필요할 때, 또는 하모니의 지속 등에만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악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서서히 독립된 멜로디 연주악기로 진출하게 되었다. AE. F. 디킨슨의 「교향곡의
창시자」라는 일련의 논문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즉 비
엔나의 작곡가 바겐자일115)(1715~1777)의 교향악단은 의례 현악기와 호른뿐이다. (여기에
는 오보에가 없다.) 그러나 1746년으로 연부(年附)가 찍힌 한 심포니에는 현악기, 오보에, 호
른, 트럼펫, 드럼 등이 나온다. 더욱이 현악과 플루트를 위한 ‘안단테’로 있다. 심포니에서 목
관악기의 변위(變位)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플루트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오보
에는 그 특수한 음직 이외에 합주에서 아무런 두드러지게 좋은 점이 없으므로 이 플루트가
심포니에서 오보에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바흐의 시대엔 악사의 많은 사람이
108) Luigi Boccherini
109) Karl von Dittersdorf
110) François-Joseph Gossec
111) Mannheim
112) Karl Theodor
113) Johann Wenzel Anton Stamitz
114) Carl Stamitz
115) Georg Christoph Wagens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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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에 다 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초기 교향곡엔 3악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1740년경 비엔나의 작곡가인 게
오르크 마티아스 몬116)은 알레그로, 아리아 조의 느린 악장, 미뉴에트, 알레그로의 4악장으
로 되는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후로 4악장까지 교향곡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교향곡 창시와 그 형식의
초기원칙을 만드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교
향곡도 역시 그 초기에는 잘디잔 물줄기가 수없이 모여 강을 이루듯 온갖 소소한 혁신과 개혁
으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하이든의 초기 교향곡은 동시대의 선배
들, 특히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를 모델로 했는데 모차르트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남긴 발
자취를 따름으로써 시작했다. 그러나 일단 이 두 위대한 작곡가가 소나타 형식의 원칙을 터득
하고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 교향악단의 연주는 문제 외로 하고 당시의 가장 천재적
인 작곡가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창의적이고 이매지네이션이 풍부하며 세련된 표현
을 가진 교향곡의 계속적인 원천이 되었다. 사실 모차르트의 최후의 세 개의 교향곡과 하이든
의 마지막 연작 12개의 교향곡은 그 시대의 기교적인 제한 내에서 불후의 걸작으로 남아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서곡과 종곡에 음악적 극적 의미를 부여했고, 발전(Development)
단계를 미학적 목적을 위해 추구한 지성력의 진실한 시험으로 하기 위해 그들의 상상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다.
교향곡 작곡법의 고전적 스타일을 가장 완벽하고 고도로 조직적인 경지까지 끌어올려 놓
은 베토벤으로부터 음조의 괴재(怪才) 말더117) 이르기까지의 교향곡의 발달단계는 동질성
에서 이질성에 이르기까지의 진보는 기교와 세부의 변화, 그리고 고전적 스타일의 기본적인
순수성에서의 이탈 등을 명시해준다. 더구나 항상 변화하는 색채효과 - 관악기의 구조상의
완성과 하모니의 완성으로 가능해진 색채효과의 증진과, 더구나 모든 부분의 악사들이 기
교적인 원숙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취의(趣意)와 표현의 근원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교향악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향악단의 길이도 훨씬 길어졌다.
×
만하임파 작곡가인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와 하이든 그리고 모차르트는 적절한 균형을
갖춘 교향악단의 최후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교사자(敎唆者)이다. 그리하여 이 완성된 교향
악단은 제1 바이올린 8 내지 10, 제2 바이올린 8 내지 10, 비올라 4, 첼로 4, 바스 4,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그리고 드럼을 갖추게 되었다. (註)
베토벤은 이러한 교향악단을 위한 교향곡을 썼고 특별한 경우(교향곡 제9번)에는 여기에
는 더블 바순과 피콜로, 두 개의 호른 그리고 트럼본을 더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 현악기
수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교향악단의 구성표준이 되었다. 한편 루이 엑토르 베를리
오즈118), 바그너119), 마알레드, 슈트라우스120) 등과 오늘날의 많은 작곡가들이 가르강투아
116) Georg Matthias Monn
117) Van Malder
118) Louis Hector Berlioz
119) Wilhelm Richard Wagner
120) Richard Georg Str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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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gantua; 프랑스의 풍자작가 프랑수아 라블레(Francois Rabelais)의 작품에 나오는 거
인 이름)의 길을 걸어 콜로살(Colossal) 같은 심대한 형식을 만들어냈으나, 오늘날에 그다지
성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규모자체가 그 작품의 미학적 지적 판단기준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예술상으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6번(이것을 연주하려면 제1
바이올린16, 제2바이올린 16, 비올라 12, 첼로 12, 바스 12, 플루트 4, 오보에 4, Eb클라리넷
1, Bb클라리넷 3, Bb바스 클라리넷 1, 바순 3, 더블 바순 1, 호른 8, 트럼펫 4, 트럼본 3, 바스
튜바 1, 하프 2, 셀레스타 1, 기타 팀파니, 심벌즈, 탬버린 등을 요한다.)만 못하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주(註)>
물론 교향악단의 현악부 악사들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하모니
로 고려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하모니를 깨뜨리지 않을 정도의 최대한도의 현악
기의 증가는 놀랄 만큼 풍부한 음조를 낸다. 하지만 이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다.

미(美) 공군(空軍) 특수시범비행대(特殊示範飛行隊) 내한(來韓)
12월 6일 한강상공(漢江上空)서 곡예비행(曲藝飛行)
세계 최초이자 최고속의 초음속 특수시범 비행
대를 편성하고 있는 미 공군의 선더버드 제트기들
은 지난 6일 오후 2시 한강 백사장 상공에서 경이
적이며 다채로운 25분간의 공중시범을 실시했다.
로버트 피츠제럴드 소령을 편대장으로 3명의 편
대원과 각 일면의 단독 비행사 및 정비 조종사 그
리고 1명의 공보장교로 구성된 미 공군 특수시범
비행대 일행 7명은 6일에는 한강상공에서, 7일에
는 대구 동촌의 금호강 상공에서 한국에서 두 번
째의 공중시범을 전개했다.
이미 150만 마일의 여행을 하면서 2천 3백만 명
의 관중들 앞에서 정묘하고도 신기로운 비행기술
<사진은 수만의 시민이 관람하는 가 을 과시한 이들 창공의 사절 일행은 이날의 시험비
운데 한강 백사장 상공에서 묘기를 행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수만 피트 상공 상
자랑하는 한 장면>
으로 직상승하는 단계의 버티컬(수직) 홀에서 4기
가 수직 편대를 이루어 360도의 선회비행을 하는
‘버티컬 턴[vertical turn]’, ‘다이아몬드’ 편대, ‘역(逆) U턴’, ‘스크류 롤’ 등의 박력 있고
숨 가쁜 19종목의 곡예비행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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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긴 했으나 간간이 흐느껴 우는 것 같기도 했다. 혹시나 하고 살며시 법당
안을 기웃거렸더니 보배가 생각한 그대로 자기의 옆방에 묶고 있는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가 무슨 기원이 있기에 울면서까지 염불을 하시는 걸까?’
보배는 의아한 얼굴로 가만가만 처소에 돌아왔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크림으
로 얼굴을 닦고 화장을 시작했다. 석 달 열흘 동안이다. 그동안 보배는 한 번도
얼굴에 손을 보지 않았다. 그 사이 그러니까 불공을 시작한 지 어제로 백일이요,
오늘은 백 하루를 꼽는 날이다.
보배는 백날 동안 정성껏 칠성님께 드린 기도가 부디 영험이 있어지기를 기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껏 화장을 했다. 정성껏 한 보람이 있어선지 화장을
끝낸 그녀의 얼굴은 스스로도 놀랍도록 고왔다. 뽀오얀 살결에 윤이 자르르 흐
르고, 눈도 기름을 바른 듯 반짝였다.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엷은 장밋빛으로 밝
게 피는 고운 볼이요, 해말끔이 솟은 이마와 전아한 코에 아담한 입모습이었다.
보배는 역시 웃음이 피는 얼굴로 은장도가 꿰여진 엽랑을 찼다. 엽랑 안에는 조
그만 손톱 가위와 골무가 들어 있었다. 옷도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그중 화려한
<단편소설(短篇小說)>

감이 익는 오후(午後)

것으로 골라 입었다. 한결 더 고왔다. 보배는 만족한 듯이 거울 속의 자기와 눈웃
음도 교환해 보았다. 일찍이는 남편 안도영(安道榮)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자기
의 모습이다. 아니, 지금도 남편은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한다. 어쩌면 그게 정말
손소희(孫素熙)

어제 한나절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아침엔 제법 바람이 산산하다. 아마 며
칠 전에 백로(白露)가 지난 때문이리라.

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게 정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보세요. 옆방 애기 어머니. 우리 오늘 아침엔 아침을 같이 먹읍시다. 혼자서
먹자니 밥이 먹히지 않는구려.”
보배의 생각을 뚝 잘라버리듯, 옆방 아주머니가 불쑥 말하는 것이었다. 옆방

보배는 빗자루를 들고 칠성당으로 오르는 돌층계와 길을 쓸기 시작한다. 보배

아주머니가 애기 어머니, 애기 어머니 하고 보배를 부를 때마다, 뾰족한 칼끝에

가 이 길을 쓸기 비롯해 오늘로서 꼭 백 하루가 된다. 백 하루 동안 보배는 날마

가슴을 찔리듯 선뜩 하곤 했으나 그날 아침엔 그러한 증세가 좀더 심하게 왔다.

다 이 길을 쓸었다. 날마다 더욱 정성을 보태서 쓸었다. 닳아진 대 빗자루가 쓸고

그래 거절하고 싶었으나 적당한 이유가 없는 채

지나간 자리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앞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보아도 보배의 정
성 어린 마음씨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서먹하게 대답했다. 조금 뒤다. 보배는 옆방 아주머니의 요청대로 함께

“나무 관세음보살.”

아침을 먹었다. 아주머니는 부석

보배는 쓸기를 끝내고 조심스레 빗자루를 본디 자리에

한 눈으로 몇 번인가 홀린 듯이 보배를 바라다보더니

놓아두고 역시 입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뇌이며 뒤꼍에 있는 샘가에서 손

“애기 어머닌 오늘 댁으로 돌아간다면서요?”

을 씻고 조용히 일어나 섰다. 조용히 일어선 보배의 입가에는 고운 웃음이 아련하

하고 묻는다. 보배는 상냥한 낯으로

게 피더니 종종걸음으로 걸음을 옮긴다. 자기가 거처하는 방으로 가는 것이다. 보

“오늘이 백 하루째니까요.”

배가 법당 쪽으로 지난 때다. 법당 안에서 염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거칠고 거센

“오호라, 인제 기도가 끝났구려. 그러니 댁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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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 아주 활짝 핀 꽃 같구려. 그렇지 않아도 어찌도 고운지, 나는 늘 혼자서 생
각했다우. 떡으루 빚어도 그렇듯 곱게 빚긴 어려울 거라구.”

“아니,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소박을 맞았어요. 그리구 벌써 저는 사십 줄
인데요. 어디가 젊습니까? 하기야 남편이 절 보기 싫어서 소박한 건 아니에요. 소

하고 감탄해마지 않는 것이었다. 보배는 약간 서글픈 웃음을 짓고

박을 맞도록 제가 서둘러댄 거죠.”

“곱긴요, 인젠 다 글러먹은걸요.”

나물에 비빈 한 그릇 밥을 홀랑 비워 버린 아주머니는 숭늉 한 대접까지 깨끗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이 마셔 버리고, 이어 곰방대에다 담배를 재여, 몇 모금 마시고 나더니

“글러지다니, 지금이 한창인데.”

“서둘러서 소박을 당하다니? 난 알아들을 수 없구려.”

하고 목구멍에서 끽끽 소리가 나도록 급히 밥을 삼켜버리고

했다. 보배 편에서 남편을 배척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좋아한 것쯤으로

“정말루 고운 얼굴이지. 곱구 말구, 암, 곱구 말구.”

새겨들은 모양이다.

목소리에 열기까지 띠고,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보배는 가느다
랗게 한숨을 짓고 나서 숟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뒤이어

보배는 섣불리 말을 꺼냈다고 뉘우쳤으나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옆방 아주머
니의 부석한 눈이 빨리, 빨리 하고 보배의 일신상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

“고우면 뭘 합니까. 고운 게 무슨 대순가요. 전 소박을 맞은 소박데기인걸요.”
했다.

고 있었던 것이다.
보배는 무엇인가 체념한 듯한 조용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내용인즉 결국

그러자 아주머니의 부석한 눈이 활짝 열리며

자기가 서둘러서 기어코 남편이 처녀장가를 들게 했고, 시집온 처녀는 시집온 다

“소박이요? 애기 어머니가 소박을 맞았단 말씀이요? 원 당치도 않소. 애기 어

음 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이는 생후 육 개월이라는데

머니 같이 고운 여잘, 색시로 점지 받은 남자가, 무엇 때문에 색실 소박하겠소! 괘

아들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

니 젊은이들이 사랑싸움이나 했겠지. 소박이 무슨 소박이요?”

갔으나 처음에는 그것도 심상하더라는 것이다. 워낙 남편의 애정이 극진했으므

하고 검찰관 같은 눈을 하고 보배를 쳐다본다.

로 별반 섭섭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거듭되는 사이에 서러

몹시 궁금한 눈치다. 보배는 그러한 아주머니를 마주 바라다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운 마음이 조금씩 쌓여갔던 모양으로 그만 더 견딜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 절
간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는 것이다. 남편은 공일이면 으레 절간에 쫓아와서 빨

아닌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런 일은 자신이 스스로 서둘러 만든 것이

리 가자고 졸라대는 것이나 자기는 칠성님께 백일기도를 빙자하고 석 달 열흘 동

다. 남편을 위해서, 자진해서 만든 것이다. 대단한 부자라고 할 것까지는 없으나,

안 절간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날씨가 차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빨리

그런대로 안도영이라고 하면 살림이 여간 탐탁한 편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싶노라 했다. 옆방 아주머니는 잘 알겠노라고 연방 고개를 끄덕거리

모두들 그를 부자라고 했다.

며 담배를 태우고 있더니

보배는 그의 아내다. 보배가 안도영에게 시집온 지 꼭 십오 년째 난다. 올해 보

“댁같이 고와도 속상하는 일이 많구려. 나는 내가 늙고 못생겨서 속상하는 일

배의 나이 서른넷이요, 안도영의 나이는 갓 마흔이다. 의좋고 부러운 것 없는 부

이 많은가 보다구 속을 썩였는데. 하기야 댁의 바깥양반이야 어디 바람이우? 애

부기는 했으나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남편에게 미안한 노릇이라고 보배

탐이지. 돈두 있겠다. 색씨두 예쁘겠다. 거기 애 꺼정 있으면 금상첨화격이련만

는 남편에게 권했다. 재취를 얻어 후사를 보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보배의 등

세상일이란 모두 뜻대로 안 되나 보구려. 글쎄 우리 집 영감은 딱하게두 나이 육

을 쓸어주며 말하는 것이었다.

십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바람이 난 모양인지 젊어서 없던 버릇을 하는구려. 나이

“또 그 소리요? 우리 그런 소린 그만두기로 했지 않어, 이렇게 재미나게 살다가
말야. 늙어지면 보따리 꾸려가지구 절에 가면 된다구.”

버렸소만, 난 영감이 골백번 데릴러 온대두 그따위 버르장머릴 다시 않겠다구 맹

어떤 때는 역정을 내기도 하던 남편이다. 그러나 요즘은 좀더 일찍 아이를 갖
지 못한 것이 분하다고까지 한다. 야속한 일이기는 하나 그럴 법도 하리라.

180

육십이 외박이 당허기나 허우. 하두 아니꼬아서, 어디 혼 좀 나보라고 내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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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웃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도 모슨 근거에선지 자기
를 보고 줄곧 얘기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바쁘게
댁이라고 고쳐서 부르는 것 역시 서글프고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보배는 하품을 삭이듯 울음을 깨물며 떠나기 전에 절간을 다시 한 번 돌아본
다고 밖으로 나왔다.
절간은 별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지(住持)가 비구니(比丘尼)인 때문인지 구석

“그러니까 오늘이 백 하루째란 말이구려.”

마다 알뜰하게 손봐지고 깨끗하고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법당을

옆방 아주머니는 또 한 번 다짐한다.

쓰는 빗자루와 마루를 쓰는 빗자루는 각기 놓아두는 자리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바루 백 하루째죠.”

있었다. 아마 옆방 아주머니도 이 절의 주지스님 모양 살림을 알뜰히 사나보다고

“그럼 나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겠구려.”

속으로 감탄하며 법당 뒤로 해서 칠성당에 오르는 돌층계 밑에 있는 한 그루의 감

“네, 애 아버지가 오는 대루 함께 가는 거죠. 토사리구 있어봐야 저만 골른 걸

나무 아래까지 걸어갔다. 새삼스레 감이 얼마나 열렸나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요. 아주머니도 웬만하시면 함께 떠나가십시다. 날씨도 차지는데요.”

만약 감이 백 낱 이상 열려 있으면 자기의 백일기도가 헛되지 않아 칠성님이 수

“…….”

태를 점지하실 것이요, 백 낱보다 적게 열렸으면 영영 수태를 못 해보고 말 것이라

아주머니는 보배의 얼굴을 바라다볼 뿐 대답이 없다.

는 생각을 하며 감나무 아래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어 볼 용기가 나지 않았

마루 아래 햇볕이 하얀 뜨락엔 돌개바람이 돌며 낙엽을 불린다. 대문 밖 언덕

다. 다시 생각하니 그것은 방자하고 요망한 짓이었다. 그래 대문 밖에 있는 코스

바지에 심어진 지천으로 않은 코스모스에서 풍겨주는 향긋한 냄새가 그녀의 가

모스 밭을 구경하며 남편이 오나 망을 보고 있는데, 옆방 아주머니가 쫓아 나왔

슴에는 이상한 바람이 되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랐다. 공연히 가

다. 그 사이 몸단장을 한 모양으로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자 화장품 냄새가 확 풍

슴이 설렌다. 설레는 가슴을 누르듯 보배는 입술을 굳게 붙이고 아주머니를 마

겨왔다. 썩 고급 화장품 냄새였다. 머리도 아까와는 달리 몹시 반짝거렸다. 윤이

주 쳐다보고 있다. 이제 겨우 나이 쉰둘이라는 아주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변

잘 나는 기름을 바른 모양이다. 얼굴 빛깔도 제법 뽀유스름하다. 따라서 전에 없

색한 솔잎 모양 윤기가 없어 까칠해 보이는데다 쭈글쭈글한 가죽 밖으로 굵은

이 예뻤다. 거의 한 주일 동안 줄곧 함께 있다시피 했으나 그녀가 화장한 것을 보

핏줄이 튀어나온 팔목은 말라진 고목을 연상시켜서 애처로웠다.

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이니 만치 한결 좋게 보이나 보다고 보배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 바루 그 공일날이지요?”

“아주머니도 댁으로 돌아가실 차비를 하셨군요.”

아주머니는 추연한 낯으로 힘없이 묻는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는 듯한 목소리로 “아아뇨, 집에 갈려고 화장한 줄 아시

“네! 공일이에요.”

우. 그저 해본 거라우. 댁이 하두 고우니까 괘니 기분을 내본 거요. 내사 좀 더 영

“오늘 댁의 바깥양반이 오실까?”

감쟁이를 골려주어야지. 모처럼 큰 맘 먹고 뛰쳐나온 집인데 그렇게 쉽게 돌아가

“오시겠죠.”

서야. 웃음거리나 될라구.”

“좋겠구려. 참말이지 무던히두 오래 있었구려. 나는 엿새째 나는데두 집 생각

엷게 연지를 바른 입술이 걱정되는지 손수건으로 두어 번 입술을 닦아내는가

을 하면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구려. 그렇지만 그놈의 영감쟁이 버리장머릴 고치

하면, 사뭇 길 쪽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보배도 그랬다. 전에 없이 시내로 트인

려니까, 참구 있다우. 아무튼 영감이 오기라두 해보지 내가 곱게 가주나.”

언덕바지 길이 넓었으면 싶었다.

아주머니는 혼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붉었다 푸르렀다 했다. 그리고 영감이

“댁이 오늘 신부 맞잼이겠구려. 그같이 의좋은 내외가 백일씩 갈려서 있었으니,

버르장머릴 고치기 위해서 자기는 좀더 절에 묵어야겠다고 거듭 결심을 표명했

아닌 게 아니라 신부지 뭐유? 두구 보구려. 이제 댁의 서방님 숨이 턱에 닿두록

다. 자제분이 여럿이냐 보배가 물으니 며느리 둘에, 사위 하나를 보았는데 여중

달려 올 거니깐.”

에 다니는 딸애가 막내둥이노라 했다. 그러면 집안은 크게 걱정될 것이 없지 않
느냐 다시 물으니 워낙 큰살림이 되어, 자기 없이는 부리는 사람들이 젊은이네를
얕보기 때문에 안팎 일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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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럴까요? 그보다두 아주머니 바깥어른께서야 말로 마구 달려오실
것만 같아요.”
마치 누구의 남편이 먼저 나타나나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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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누구든지 먼저 나타나는 편이 상대방에게 애정과 성의를 보이는 것으
로 그녀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열두 시 반이 되었다. 언덕 아래까지 내려다보이는 칠성당 층층대에 앉아 있었
다. 그 전 공일날들 같으면 남편은 벌써 왔어야 할 시간이 지난 지도 오래다. 혹

처음에는 겸손히 서로의 상대를 훼방하고 불안한 자기들의 위치를 이야기하
다 보니 어느덧 얕은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므로 서로의 남편이 먼저 나타나주기
를 은연중 기다리면서 멀리 시내로 향해 트인 길을 목을 늘리고 발돋움을 딛고
하는 것이었다.

시 오다가 사고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일어나서 방으
로 가는데
“웬일들일까?”
옆방 아주머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배는 보배대로 남편은 자기한테 이처럼 정성이 극진하답니다 하고 보란 듯
이 득의의 웃음을 웃어주고 싶었고 아주머니 역시 영감은 이렇듯 나를 필요로 한
다오 하고 자신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보배에게 과시하고 싶은 눈치다.

“인제들 오시겠지요.”
보배는 천연스레 대답하고 자기의 방 툇마루에 앉았다. 바람이 산들거려 귀 밑
이 산산하다. 아주머니는 곰방대를 빨며 자기 방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드높은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흘렀다. 가을하늘이었다. 언덕 아래서 바람이 일

한 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중년 신사가 아이를 안고 문 안으로 들어선다. 뒤이

더니 코스모스가 나부낀다. 꽃물결 같았다. 보배는 그중 붉은 꽃 한 송이를 꺾었

어 알록달록한 무늬 진 파라솔을 든 젊은 여자가 들어선다. 팔에는 아이 포대기

다. 아주머니는 되는 대로 꽃송이를 따서 들고 열심히 꽃 냄새를 마시고 있더니

가 걸쳐져 있었다. 뒤따라 새빨간 파라솔의 소녀가 들어선다. 길쭉한 대를 돌리

“아이고, 달고도 배려라. 꼭 젊은 년들 분살냄새 같아.”

고 있는 소녀의 다른 팔엔 점심 보따리 같은 것이 들려져 있었다.

했다. 우스웠다. 그러나 웃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보배의 집 식구들이었다. 보배는 일어나서 조용히 웃으며 그들을 맞는다. 옆방

“병에다 꽂아두면 좋겠지요?”

아주머니는 보배의 가족들을 살피느라고 부석한 눈을 벌려 뜨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꽃 키를 가지런히 만들어 쥐고 심호흡 하듯 다시 냄새를 맡더니

일행은 보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아이를 안은 채 히죽히죽 웃으

“영감이 오면 냄새를 맡으라구 해야지. 젊은 년 냄새 같다구.”

며 걸어왔고 소녀는 입을 넙죽하게 다물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보배는 어느덧 남

그녀는 짓궂게 웃으며 안으로 사라졌다. 방에다 꽂아둔다는 것이다. 보배도

편의 손에서 애를 받아 안고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시간이 열 시 남짓밖에 되지 않았

“어쩌문, 그새 몰라보게 컸구나.”

으니 아직도 남편이 오기까지는 푼히 한 시간은 있어야 했다. 먼저 들어온 아주

했고 남자는 보배에게

머니는 코스모스가 담긴 놋접시에다 부산히 물을 주고 있었다.

“별고 없었소?”

보배는 방에 들어와 구들에 떨어진 잡티도 주어보고, 꾸려놓은 보따리도 매만
져보기도 하며, 시간을 기다렸다.

했다. 남자는 보배가 아침내 기다리던 바로 보배의 남편이다.
“식구끼리 점심이나 하구 갈려구. 점심꺼릴 준비하다 보니 좀 늦었어. 기다렸지?”

열한 시가 되었다. 보배의 남편은 물론이요, 아주머니의 영감도 나타나지 않았
다. 절간으로 놀러오는 손님조차 없었다. 역시 시간이 너무 일찍 해서 그런가 보
다고 보배는 보따리를 베고 드러누워 버렸다. 잠이 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밖에

“아니, 별루 기다리진 않았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했지요.”
“사곤, 뭐, 누굴 어린애로 아나? 그런데 말야. 소고길 사왔어. 불고길 해 먹을
까? 계란도 반숙해서 먹어야지. 날씨가 산산하니까. 더운 게 좋아.”

나가 칠성당과 절간 주위를 돌았다. 열두 시 십 분 전이었다. 한편의 손님들이 절

보배의 남편은 윗도리를 벗어 제치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말했다.

간 앞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새 옆방 아주머니도 밖에 나와 언덕길을 지켜

“제가 가서 부탁드릴까요?”

보고 있었다. 언덕길을 올라오던 사람들은 절간을 지나쳐 가버린다. 또 다른 한

애 어머니의 말이다.

패가 올라온다. 아주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다. 보배도 조금씩 초조해졌다.

“응, 그러지.”

싫었다. 그래 칠성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주머니가 뒤를 따라 섰다. 그 사이

애 어머니가 왼편 손으로 치마저고리를 여미는데 보니 전에 없던 호박 반지를

언덕길을 오르고 있던 한 패가 절간에 들어선다. 놀이를 온 손님들이었다.

끼고 있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사준 것이거니 했다. 그래 아이에게 얼굴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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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버리고

“난 지금 가는 길이라우. 우리 집 영감은 안 오는 사람이지 뭐유? 아무튼 다시

“인젠 우리 아가가 곧잘 노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가봐야겠소. 가서 멱살을 잡고 늘어져야지 정신을 차릴

하고 애기의 볼에다 볼을 비볐다.

지도 몰라요. 댁에선 점심을 하고 천천히들 놀다 오슈. 댁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암, 놀아야지. 어디 우리 대장 각하 나리님. 큰어머님께 인살 드리실까. 자, 그

바깥양반이 댁을 깍듯이 위하는구먼. 무어 언짢을 것 없어요. 후유후.”

렇지.”

아주머니는 주지를 하직한다고 바삐 안채 쪽으로 걸어갔다.

얼러가며 남편은 아이의 얼굴을 보배 쪽으로 돌려서 숙이게 하고 나더니
“참, 너 인사 디려라. 광헌의 큰어머님이시다. 지앤 광헌의 이몬데 서울서 공부
한다고 며칠 전에 올라왔구먼.”

보배는 찬합을 받들어 들고 층층대를 오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걸음이 비틀
거려서 가까스로 칠성당에 올랐다. 칠성당 앞문은 이가 꼭 맞물려 있었고 복판에
쇠고리 두 낱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 보배는 그중 한 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은

했다.

보배를 아는 듯 사뿐히 열렸다. 조용히 안에 들어선 보배는 문 이가 곡 맞물리도

“그래, 잘 왔다. 우리 광헌이 좋겠구나. 이모랑 같이 있게 돼서.”

록 안으로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불단 밑에서 목기(木器)를 꺼내 불단 위에 얹고

보배는 애기를 남편에게 넘겨주고

찬합에 담긴 감을 하나씩 하나씩 목기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그럼 학교는 어떡허지.”

사르고 합장을 했다. 합장을 한 채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거기 그렇게 서

하고 소녀에게 물었다.

있었다. 그렇게 서 있는 보배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맺어 뚝뚝 소리를 내고 마룻

“아저씨가 덕령 고녀에 넣어 주신다구 하셨어요.”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 그럼 잘 됐구나.”

시간이 몇 분쯤 흘렀는지 모른다. 밖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그 사이 애 어머니가 점심 부탁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에게서 애기를 받아 안는다.
남편은 기저귀 보따리 속에서 파랗고 조그만 반지 함을 내놓는다. 호박 반지

고 뒤이어 말소리가 들려왔다.
“형부가 빨리 내려 오시라는데요.”

라고 알았으나 별반 흥미가 없는 채 밀어놓으니 남편은 맞는지 끼어보라고 재촉

애기 이모의 목소리다. 보배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다보았다. 그리고 조용

이었다. 끼었다. 잘 맞는다고 남편에게 보이고 도로 뽑아서 반지 함에 넣으며 집

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아 옆랑 안에 든 조그만 손톱 가위를 꺼내 들고 멍하

에 가서 끼겠노라 했다. 남편은 다시 찬합을 꺼내더니 뚜껑을 제쳐 버리고

니 바라다보았다.

“자, 햇감이요. 하나 들어봐요. 집에서 식구끼리 모두 맛을 보고, 이건 당신 몫
으로 남겨 둔 거요.”

“점심이 다 됐다구요. 빨리 내려오시래요.”
애기 이모는 여전한 독촉이다. 보배는 대답 대신 잘라진 머리를 사리 사리 찬

“내 몫이 너무 많군요.”

합에 담았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빨을 악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보배는 뚜껑이 열린 찬합을 내려다보고 눈을 깜빡거리고 나더니

“불고기가 다 타버린다구요. 빨리 내려오시라는데요.”

“찬합 뚜껑 인주세요.”

안으로 조용히 문이 열리고 찬합이 마루에 놓이더니

하고 손을 내밀었다.

“너의 아저씨께 이걸 가져다 디리고 열어 보시라고 일러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왜?”

평생을 살겠으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라고 말씀 전해라.”

뚜껑을 건네며 남편이 묻는다.

말과 함께 칠성당의 살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꼭 이를 맞물고 먼저대

“칠성님께 드리구 오겠어요. 저야 집에 가서 먹지요.”

로 닫혀 버렸던 것이다.

“그러지, 그럼.”

(끝)

보배는 두 손으로 찬합을 받들어 들고 밖으로 나왔다.
때마침 옆방 아주머니는 보따리를 옆에 끼고 신발을 꿰고 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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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短篇小說)>

정비원(整備員)

삭이고 있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사뭇 걱정스런 표정이다.
문 앞에 서 있던 보초는 한참만에야 격납고에서 걸어 나오는 박 상사를 발견하
송기동(宋基東)

자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의미 있는 웃음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오늘따라 박
상사가 너무 침울해 보인다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여기, ○○전투비행단.

“안, 어딜 갔더랬어? 빨리 들어가자, 응.”

1953년 7월 ○○일.

“응.”
휴게실 앞에까지 되돌아오자 김 상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욱 늘어진 그의 어

피곤함에 지쳐버린 듯 검은 활주로는 어느덧 잠들었나 보다.
건너편 육중한 지휘탑 위에 꽂혀 있는 붉은 ‘인디케이터’에는 곱다란 저녁노을

깨를 두드리는 것이었다.
둘이 나란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 떨어질 듯 간신히 매달려 있다.
어두워가는 허공 속에 혼자 서 있는 것이 그렇게도 외로운 것인지 모른다.

휴게실 안엔 가쁜 숨 내쉬는 소리, 토막진 웃음소리, 마구 토해 놓은 노랫소리

아침부터 불어오는 남동풍에 몸부림치듯 온몸을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모두 잊었던 것을 도로 찾은 듯한 낯익은 소리가 서로서로 얽힌 채 자욱한 담배

휴게실 안의 떠들썩한 소음들을 뒤로 들어 흘리면서 아까부터 박 상사는 문

연기 속을 뚫고 마구 난무하고 있었다.
최 대위는 무엇인가 자랑스럽게 마구 떠들어대고 있었다.

밖에 나와 그 ‘인디케이터’의 붉은 몸집 위에 시선을 꽂고 있었다.
다시 담배 한 대를 피워 문 그의 입 언저리에는 가벼운 경련이 스쳤다.
무엇인가 깊은 상념 속에 잠겨 있던 박 상사는 어느덧 발걸음을 격납고 쪽으

한참만에야 돌아온 박 상사를 발견한 그는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의미 있
는 눈웃음을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또 갔더랬구먼. 응 으 흐 흐…….”

로 옮기고 있었다.

박 상사는 호탕한 최 대위의 무언지 자신만만한 그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컴컴한 격납고 안에는 몇 대인가의 ‘무스탕’기가 잠들고 있었다.
휴게실의 소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무거운 정숙이 침전되어 있었다.
박 상사는 그 중 넷째 번 것에 시커멓게 탄 그의 얼굴을 비벼대며 무엇인가 속

못한 채 힘 잃은 시선을 밑으로만 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털보 영감! 어째 얼굴빛이 좋지 않군, 응?”
박 상사의 나이는 서른한 살이었으나 귀 밑에서부터 뻗어 내린 시커먼 구레나
룻 수염 탓으로 이곳 기지에선 그를 영감 아닌 영감이란 별명을 붙여버렸다.
또 한 가지 그로 하여금 유명하게 만든 크나큰 이유는 그가 정비를 맡고 있는
‘무스탕’기와 밤마다 다정스레 이야길 한다는 데 있었다. 더구나 그는 그의 애기
(愛機)를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란 또 하나의 별명이 그와 붙어 다녔다.
“아아니요.”
박 상사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럼 아들 녀석하고 싸웠나? 으 핫 핫…….”
“핫 핫 핫…….”
자리는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적탄에 뒷바퀴를 잃은 ‘무스탕’을 아무
사고 없이 기지에 착륙시킨 그 무용담을 늘어놓는 최 대위의 목덜미에는 다시금
핏대가 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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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위와 이 중위, 정 대위 그리고 김 상사, 좌중의 모든 얼굴들은 그 이야긴
몇 번을 들어도 흥겹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는 동이 틀 때가지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몸부림쳤다.
이 년 전 김 대위가 장렬한 전사를 했던 그 전날 밤에 꾼 꿈과 너무나도 흡사

그러나 박 상사의 귓속에는 최 대위의 무용담이 아닌, 이미 죽고 없는 아들 만

한 것이었기에 더욱 애석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수의 울부짖던 그 고함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더구나 눈을 감으면 그렇게도 다정하던 김 대위의 웃는 얼굴도 눈앞에 다가오
는 것이었다.

박 상사가 첫 번째 정비책임을 맡은 ‘무스탕’의 조종사가 바로 김 대위였다.
김 대위는 지금의 조종사인 최 대위와 달라 퍽 얌전한 성격이었다.

간밤 꿈속에서였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도 침착한 그 성격으로 난관을 돌파해

정말 몸서리나는 밤이었다.

왔었다.

길도 없는 험악한 산등을 아들 만수 놈과 단둘이서 손길을 잡고 정처 없이 올
라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뜻하지 않던 6·25 사변이 발발하자 이리떼처럼 마구 침공해 오는 괴뢰군들의

어디를 가는 것인지 그 자신도 모를 걸음을 그저 걷고만 있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깨닫고 미리 가족을 고향인 경상도 시골로 내려 보냈었다.

얼마나 걸어왔을까. 어느덧 산봉우리에 다다라 있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었다.

가족이래야 그의 아내와 단 하나밖에 없는 네 살 난 아들 만수 놈뿐이었다.

바로 앞에는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시퍼런 빛깔의 연못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만에 그들 부대도 정들인 기지를 뒤에 둔 채 철수하고야 말았던 것

우두커니 서 있는 둘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같이 맑고 잔잔한 물결이었다.

이었다.

“아버지, 내 저기 내려가서 영원히 죽질 않는 불사약을 찾아 올 테요!”

그러나 피난 보낸 그것이 잘못이었다.

만수 놈이 어림도 없는 소릴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왠지 굳이 말리질 못하는

몇 달인가 포탄 소리 속에 흘러가 버렸다.

그 자신이 이상할 따름이었다.

그 후 곧 유엔군의 인천상륙과 삼팔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시작했다는 기쁜

만수 놈은 어느덧 옷을 헐헐 벗고는 의미 모를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면
서 그렇게도 잔잔한 물결 위로 선뜻 뛰어 내리는 것이었다.

소식이 들리게끔 되었을 무렵에야 그의 고향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웬일일까. 피난 중에 그의 처자는 수많은 다른 불행한 피난민들처럼 안

풍덩.

타깝고도 애처롭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었다.

굉장한 물결소리와 함께 무얼 찢어버린 듯한 만수 놈의 날카로운 비명이 솟아
오르는 것이었다.

뜻밖의 비보(悲報)로 말미암아 침식을 잊고 눈물 속에 누워 있는 박 상사에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던 김 대위는 이런 말을 했었다.

“아버지, 살려줘요!”

“박 상사, 너무 슬퍼 말게. 응, 좋은 수가 있네. 들어보게. 내 아들 수돌이 놈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혼자 입속에서만 우물거리며 바보처럼 서 있을 뿐이
었다.

있잖나? 그 놈을 우리 같이 아들로 삼자구, 어때……. 그리고 우리의 ‘무스탕’ 말
일세. 그 친구 이름을 자네 아들처럼 만수라고 붙이면 어떻겠나…….”

정말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박 상사는 마음을 다시금 굳게 가졌고 매일 한 번씩 김 대위의 외아

도시 뭐가 뭣인지 알 도리가 없이 그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들 수돌이와 만나 함께 놀며 만수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

한참만에야 다시금 잔잔해진 그 물결을 뚫고 차츰 차츰 더 크게 들려오는 괴

되고 말았다.

괴한 웃음소리가 있었다. 그 웃음소리에 뒤이어 마치 후렴처럼 아들의 비명이 꼬
리를 물고 잇달았다.

을 만수라고 이름 부르게 된 것이었고, 더구나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그의 아들

끝내 그는 웃음과 비명 속에서 잠을 깨고 말았다. 새벽 한 시였다.

만수(무스탕)와 다정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데 있었다.

온몸엔 식은 땀투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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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 비행기와 무슨 말을 그렇게 다정스레 한단 말인가. 하 핫 핫…….’

영원히 돌아오질 못하고야 말았다.

‘저 친구는 돌아도 최고급으로 돌았단 말이야. 허허헛…….’

박 상사의 꿈은 끝내 또 하나의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마구 던졌으나 박 상사는 들은 체도 안 했다.

지금, 박 상사는 그 꿈과 흡사한 것을 이 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 또다시 꿈

그러나 그토록 농담만을 하던 동료들도 그의 열성적인 근무와 꾸준하고 성실

꾸었기 때문이었다.

한 그 태도에 감복되어 그들의 농담은 동정으로 변했고, 그 동정은 끝내 이 기지
의 전설처럼 되어 당장 이하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되고 말았다.
‘털보 영감.’

“영감, 이제 그 여인 생각 그만하고 한 잔 하자구, 응. 나는 오늘 밤이 마즈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으 핫 핫…….”

‘만수 아버지.’

“넷!”

장교들까지도 이렇게 부르기를 즐겨했다.

꿈에서 깨어나듯 어리둥절해하는 박 상사의 꼴을 보자 좌중에는 폭소가 터졌다.

그 후 김 대위와는 친가족처럼 되었고 김 대위 아들 수돌이는 그를 ‘작은아버

“하 핫 핫…….”

지’라 불렀다.

“하 핫 핫…….”

또한 김 대위의 아내도 곧잘 그에게 농도 걸었다. 외로운 그를 위로하려는 심
정에서인지 몰랐다.

웃음소리는 휴게실 구석구석에까지 뻗어갔다.
“자! 최후의 건배다.”

어느 날이었다.

“최 대위님! 그런 불길한 말씀을…….”

홀아비의 슬픔도 잊어버린 듯 매일같이 그렇게도 즐거운 낯빛으로 근무하던 박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상사가 그날따라 수심 띤 얼굴로 출동하려는 김 대위 앞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어째 얼굴빛이 좋지 않군, 박 상사!”

박 상사는 왠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무엇을 혼자 느끼는 것이
었다.

간밤의 꿈 탓이었다.

“알았어, 알았어. 자 한 잔…….”

그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무언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최 대위는 약간 취한 듯 보였다.

“아아니요. 그런데 김 대위님…….”

좌중엔 이삼일 내로 굴욕적인 휴전이 성립된다는 둥 평범한 이야기가 다시금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오락가락했다.

“아니, 김 대위라니……. 형님이라고 부르기가 싫어졌나? 핫 핫…….”

가쁜 숨소리, 곡조 틀린 노랫소리 그리고 부딪치는 술잔소리에 밀리듯 밤은 깊

김 대위가 그보다 두 살 위였다.

어만 가고 있었다.

“별 말씀을……. 그런데 저어…….”

그는 소화되지 않는 한 뭉치 그 무엇을 목구멍에 걸쳐 놓은 채 끝내 밤을 지새

“왜 그러나?”

우고 말았다.

“사실은 간밤에 꿈자리가 나빠서요……. 특별히 오늘 출동에는 조심하시라고
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형님!”

다음날 아침.
이것이 마지막 출동이 될지 모른다는 단장의 훈시를 받고 상황실에서 힘 있게

으레 하게 되어 있는 악수도 하지 않고 쏜살같이 사

걸어 나오는 최 대위를 박 상사는 가로막아 서는 것이었다.

라지는 박 상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언지 김 대위는 허전함을 느
끼는 것이었다. 악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뿐만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최 대위님!”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는 양 보통 때의 털보 영감과는 딴판이었다.

“녀석도 참. 하 핫 핫……. 털보 값어치를 해야지, 원. 핫 핫 핫…….”

“응, 왜?”

헛헛한 웃음을 남기고 떠난 김 대위는 그날 종일토록 돌아오질 않았다. 아니,

“오늘 출동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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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무슨 선고를 내리듯 딱딱한 표정이었다.

위에 사뿐히 손을 얹으며 감개무량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서 있는 최 대위의 얼굴

최 대위는 의아스럽다는 듯 빤히 그를 쳐다보면서 반문하는 것이었다.

에는 오늘 새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휴전 직전에 전사하게 되면 개죽음이라 이
말씀이지, 응. 하 핫 핫…….”

삼스레 그 무엇을 깨달은 듯한 깊은 표정이 깃들고 있었다.
“박 상사, 그만 하게, 응.”

그를 따라 웃지 못하는 박 상사의 심정만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박 상사는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서자마자 그를 얼싸안았다.

“아아니요. 저어…… 사실은 그저께 밤 꿈자리가 나뻐서요…….”

“형님!”

이 년 전 갬 대위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말을 겨우 내뱉었을 뿐이었다.

몇 살이나 나이 아래인 최 대위는 어리둥절했으나 가슴 속으로 감아드는 따뜻

“난 또 뭐라구……. 하 핫 핫…….”

한 한 줄기 정을 느낀 듯 울먹거리는 그의 어깨를 힘껏 껴안아줬다.

긴장했던 얼굴이 활짝 풀리면서 껄껄대며 웃었다.

박 상사는 그 옛날 김 대위 생각에 온 마음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걱정 말게나, 털보. 응.”

첫 번째의 만수(김 대위가 탔던 무스탕)에의 뼈저린 기억도 함께…….

그의 축 늘어진 어깨를 툭 치곤 큼직한 걸음걸이로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요란스러운 엔진소리와 함께 북쪽 하늘 멀리 사라져가는 아들 만수
(무스탕)의 뒷모습을 우러러 보며 긴 한숨을 내뿜는 박 상사의 얼굴엔 기다란 수
심이 깊게 박혀 있었다.

휴전이 되었다.
기지에도 평화 아닌 평화,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
했다.

이 년 전 그날처럼 그는 그저 그대로 여운을 남긴 채 떠나버리고 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만을 눈여겨 지켜보고 서 있었다.

휴전이 된 지 첫 번째 일요일이었다.
박 상사는 오래간만에 수돌이와 함께 형님(김 대위)의 묘를 찾았다.

안타깝고 애타는 일 분 일 초였다.

버스로 두어 시간을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보일 듯 말 듯, 북쪽 하늘에 몇 개의 검은 점이 떠올랐다.
박 상사는 눈망울을 굴리면서 쏘아보고 있었다.

소나무가 우거진 조그마한 마을에서 내리자 수돌이의 한쪽 손을 붙잡고 걸었
다. 또 한쪽 손은 수돌이 어머니가 잡고…….

시커멓게 탄 귀도 곤두세웠다.

수돌이는 줄곧 즐거운 듯 날뛰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의 아들 만수(비행기)의 발자국소리(폭음소리)를 알아들을

“아버지! 오늘은 수염도 깎았군요. 하하하…….”

수 있는 것이었다.

박 상사는 얼굴에 화끈한 열기를 감각하는 것이었다.

“아! 만수의 소리다.”

지금까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던 수돌이가 왜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렀을까?

춤이라도 출 듯이 그는 허리에다 두 손을 얹으며 소리쳤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숙명이 자꾸만 다가오는 듯한 그런 상념 속에 이끌려

어느덧 여러 동료들도 밖에 나와 우러르고 있었다.

들어가는 것이었다.

시커먼 네 개의 점이 점점 고도를 낮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털을 깎아낸 민들민들한 턱을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빙그레 웃고 있는 박

한 바퀴 비행장 위를 선회하던 편대는 만수를 필두로 한 대씩 한 대씩 무거운
듯 굴러 내렸다.

수돌이 어머니도 웃음을 깨물며 박 상사의 얼굴을 곁눈질해 보는 것이었다.

넋 없이 우두커니 서 있던 박 상사는 그제사 불현듯이 정신이 돈 듯 후다닥 활
주로를 향해 마구 곤두박질쳤다.

수돌이는 무엇을 캐낼 듯한 눈초리로 번갈아 보며 웃고 있었다.
누가 보든지 단란한 가족이었다.

“만수야!”

저만치 앞에 서 있는 느티나무 위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스미듯 들려오고 있었

엔진이 아직도 뜨끈뜨끈한 앞이마 부근을 한아름 껴안고 울부짖는 그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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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角木)과 쇠막대기에 떠받들린 채, 그 공간과 물건들을 지그시 눌러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한 귀퉁이, 그가 비린내 나는 돛폭 위에 누워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는 없었다. 변화가 있을 리 없었다. 문은 잠긴 채이고, 기적이란 일
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빌어먹을.’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소리는 내지 않는다.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아무도 들
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듣고 그의 분노라든지 불만에 대해 찬성 여
부는 어찌 됐든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 소리를 내볼 맛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 이 엄청난 불만을 들어줄 것이라고는 그의 두 귀밖에는 없다. 그가 소리를 내
서 '빌어먹을' 해보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그거다.
그러나 혼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제가 듣기 위해서다. 나는 이렇게 기
<단편소설(短篇小說)>

쁘다. 나는 이렇게 슬프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적적하다. 말하자면 외롭

탈출(脫出)

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들어보는 것이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배우와 관중
이 혼연일치된 소박한, 그리고 얌전한 예술이다. 그러나 '빌어먹을'이란 말은 아
최상규(崔翔圭)

생철 한 겹과 판자때기 한 겹. 그 밖은 하늘과 바다. 안은 어두움.

않은 추저분한 말이다. 현재 빌어먹고 있지 않는 놈에게 빌어먹으라고 하는 뜻이
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라고 권한달까, 강요한달까, 하는 경우에 쓰는 언

그는 자신을 어리석다 생각해 보았다. 우선 덥고 찝찔하고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데를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꾸 불만을 짜내고 있다는 것은 아무
래도 어리석은 놈의 짓이다.

사다. 예술이 선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에게 그 말을 뒤집어씌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확
실한 사실은 그가 그 말을 배(잉(孕))고 있다는 것이다. 혼자서-. 이건 노래와는 정

그는 지금 갇혀 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한테도 신세진 일도 없는데, 그는
이 덩그런하게 큰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다. 여태 남의 눈치 한 번, 살펴본 일이 없다.
불룩 찬 남의 주머니 한 번, 눈여겨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울고 싶을 지경
으로 배가 고플 뿐이다. 그렇건만 그는 지금 갇혀 있다. 독방 감금을 당하고 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를 오해라도 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무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갇혀 있다는 것은 전혀
그의 어리석은 짓에 밖엔 탓을 돌릴 데가 없을 것이었다.

반대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렇지만 혼자 욕하거나 불만을 씨부려대는 놈
도 있더라. 그러고는 더욱 성을 한번 내고는 속이 시원해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한바탕 소리를 내어 울며 푸념을 하거나 넋두리를 하곤 통쾌해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너무도 억울한 경우가 하나 있다. 아무에게도 탓을 돌릴 수가 없을 때.
말하자면 '빌어먹을' 놈이 없을 때 이건 억울하기 비할 데 없는 것이다. '빌어먹을'
놈이 없으니 빌어먹으라고 조차 못 해본다.
그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건 도무지 엉터리다.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

‘빌어먹을.’

그가, 엉금엉금 제 발로 이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눈곱만큼도 그에게 유감

그러나 그는 소리는 내지 아니 한다. 비잉. 주위를 한 번 돌아본다. 넓은 공간
이 있다. 그 밑엔 우중충한 물건들이 있다. 생철 한 겹과 판대기 한 겹이 수 없ㅂ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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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리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덜컥 감금을 당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건 도무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주 억울한 노릇이다. 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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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걸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빌어먹

두어 발자국 앞에 보이고 있으니까. 송장이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며칠 안 있어

을 놈이 하나도 없으니 탓을 돌릴 데가 없어 그래 본 것이지 정말 그가 어리석어

끝판이 날 테니까.

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만일에 그가 그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창고 안에 눈

그는 용단을 내렸다. 비장하지도 않은 용단이다. 다만 목욕을 한번 시원하고

곱만큼이라도 무슨 매력을 느꼈다든가 호기심을 가졌다든가 해서 들어왔다면

통쾌하게 하자는 것뿐이다. 그래 으레 사람들이 트럭을 잡아타려고 모여서 길목

(참말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억울하기만 하다는 말이다.

으로 갔다. 거기엔 두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남쪽으로 주욱 해안

자, 그러니 어떻단 말이냐? 그래도 '빌어먹을' 놈이 있기는 있으리라. 어디 그놈

을 따라 연달아 있는 시골 도시들을 타고 내려가는 방향이고, 하나는 바로 그가

이나 한번 있나 찾아보자. 그리고 만일 있거든 그놈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목적하는 어항으로 가는 것이다. 그 어항까지 30리라는 것을 그는 거기에서 불어

씌우고 한번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보자. 아마 실컷 넋두리를 하고 난 계집의 속

서 알았다. 그렇지만 왜 그리도 바다가 머냐고 불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마찬

만큼이나 후련할 게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가지니까. 어차피 이 백 환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으니까.
몇 대의 트럭이 지나갔다. 각각 몇 사람씩의 사람을 주어 싣고-. 울퉁불퉁한

이틀 전만 해도 그는 여기 있지 않았었다. 여기에서 한 삼십 리가량이나 육지

신작로 위로 들까불리며 가는 나그네들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얼굴들을 짓고 농

쪽으로 들어가 있는 ‘영’ 무엇이라나 하는 도시에 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따

립 모자챙을 연신 너풀거리면서 까아만 솔밭 모퉁이를 돌아서곤 돌아서곤 했다.

분했다. 아주 그 날은 따분함이 극도에 달했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이라

얼마 있다 또 트럭이 한 대 멎었다. 그가 목적하는 어항까지 가는 차였다. 비린

곤 백 환짜리 두 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가 삼복더위에 거지도 채 못 된 채 아

내가 훅 끼쳤다. 그는 서슴지 않고 올라탔다. 까딱하면 떨어질 뻔하기까지 하면

무 하는 일 없이 가로수조차 없는 시골 읍내 거리를 땀을 흘리며 헤맨다는 것은

서-. 휘청휘청 몸을 바로 잡는데 문득 두 개의 눈알이 그를 보고 있었다. 좀 기름

아무래도 따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면목 없는 일이기 조차 했다. 그렇지만 누

때가 묻은 푸른 빛 와이셔츠를 입은 젊은 사람의 두 눈이-. 그는 저도 모르는 사

구에게 무슨 신세를 져서 면목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 곳이나 이슬을 피할

이 여나믄 오래기 가난한 수염이 거의 반 치나 자란 껄껄한 턱 언저리를 손으로

수 있는 곳에서 자고, 정 배가 고파 죽겠을 때에는 떡이나 두어 조각 사먹어 목숨

문질렀다.

을 잇고-. 낮에는 땀이나 흘리다 정 피곤하면 한적한 그늘을 찾아 낮잠을 자고-.
그렇지만 그게 여간 염치없는 짓이 아니었다. 모두 다 바쁘게 일하고, 하다못해

“어디까지 가시오?”
“저…… 그…… 어항까지 가는데요.”

깨끗한 옷을 입고 부채질을 하면서 이야기라도 하는데, 백 환짜리 두 장 저편으

“네!”

로 뻔히 끝장을 바라보면서 그 틈에서 땀만 흘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었다.

우선 그는 시원하게 목욕을 한번 하고 싶었다. 아주 시원하게-. 밝고, 용감하
고, 통쾌한 목욕을 하고 싶었다. 이것은 순 기분에 관한 건(件)이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만 이 사람아. 나는 여느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송장이야. 송장. 예비 송
장이야. 알아? 넌 몰라. 그런데 운임(運賃)이라니-. 운반하는 삯이라. 아서라. 그

겨드랑이에서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풍기는 퀴퀴하고도 코가 삭아 문드러질 것

렇게 말하는 법이 아니다. 영어로야 짐짝이나 사람이나 송장이나 다 운반이다

같은 산성(酸性)의 땀 냄새가 싫었다. 또 거지가 된다면 만사는 약간 ‘오케이’지만

만서도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단다. 나는 어차피 짐짝이어도 좋다만 너는 네

만약 거지가 되기 전에 송장이 되는 경우 형편없이 더럽고 추저분한 그의 송장을

눈에 짐짝이나 송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람을 보고 짐짝이나 송장이라 생각해

더위에 시달린 바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갸륵한 마음도 섞여

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이 무슨-. 철없는 꾸지람이냐? 끝장이 바라보인다. 끝

있었다.

장이 그런데 무슨-. 그는 그때도 부지중 빌어먹을 하고 마음먹고 말았다.

이백 환! 결국 백 환이 있으나 이백 환이 있으나 별 차이가 없었다. 벌써 끝장은

198

The comet

그는 늙은 창부의 유방처럼 시들어진 그의 밥통을 뱃가죽을 오그라뜨려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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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누르면서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빨간 신작로 길을 털썩거리며 운반되었다.

그는 방파제 밑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그 발붙일 데조차 변변치 않은 울퉁불

드디어, 역시 빨간 황토고개를 넘어서자마자, 홱! 하늘은 빛발처럼 넓게 흐트러

퉁한 바위들을 타고 사람 없는 물가를 찾아 나갔다. 가끔 말간 웅덩이가 있었다.

지면서 그 밑으론 수억만 개 위스키 글라스를 늘어놓은 것처럼 금빛으로 반짝거

죽어버린 조개껍데기. 종기(腫氣)처럼 불결한 불가사리의 시체. 산 놈은 마치 괴

리는 망망한 대해가 펼쳐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이한 버섯과도 같았고. 붉고 푸른 해초 그 자디잔 것들이 바위 밑 죄 지은 놈이

그리고 시원히도 몰려오는 바닷바람을 밥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까지

숨을 만한 곳에 끼워 있었고-. 그뿐이었다. 황무지. 바위가 울퉁불퉁한 탓이렸다.

들이마신 것이었다.

그래 바람이 좀 불면 여긴 파도가 높겠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 이외엔 붙어 나질

어항은 조그마했다. 길쭉이 뻗은 산줄기가 마구 엉클어진 바위 낭떠러지로 끝

못하고-. 맨 그런-. 아니, 황무지다. 바다의 황무지. 그는 거기를 비틀비틀 걸어

나는 곳에서, 하아얀 방파제가 왼편 팔뚝처럼 구부정하게 뻗어 나갔고 그 안에

가고 있었다. 먼 바다가 수천만 개의 위스키 글라스를 늘어놓은 것처럼 금빛으

만들어진 호수와 같은 만을 향해서 물가에 석축을 쌓아올리고 거기 가끔 계단

로 반짝였다. 하늘엔 주먹만 한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죽어라 하고 타들어가

을 마련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부두였다. 부두엔 창고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고 있었다. 별안간 발밑이 미끈했다. 쓰러질 뻔하면서 옆에 있는 바위를 짚었다.

육지 쪽. 하나는 바다 쪽. 그 중간에 통로가 되어 있었고, 이 통로를 향해 육지 쪽

순간, 손바닥이 따끔하며 또르르 콩알만 한 것 몇 개가 손바닥을 태우고 굴렀다.

창고의 일부가 사무실이었는데 거기 어업조합이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콩알만 한 거무스름한 것. 온통 바위 포면에 널려 붙어 있는 것.

그 뒤로는 바다를 등진 조그만 언덕 비탈 밑에 인가가 십여 호. 사이렌 탑이 나직

그는 손끝으로 그중 하나를 굴려 보았다. 찔깃한 탄력과 함께 무엇이 똑 끊어지

한 파출소, 그리고 담뱃가게와 술집과 여관들…….

는 듯한 느낌과 동시, 그것은 또르르 굴러 바위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또 하나.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은 아랑곳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꼬깃

또 하나. 생물이었다. 탄력이 있는 생명. 생명이 있는 탄력. 소라의 일종. 고동의

꼬깃한 백 환 한 장을 아까의 그 눈깔을 가진 기름때 묻은, 푸른 빛 와이셔츠에게

일종. 이름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게 수없이 많았다. 이쪽 바위. 저쪽 바

건네주고는 곧 허둥거리는 걸음으로 두 창고 사이를 지나 부둣가로 나섰다.

위. 또 저 바위에도-.

배가 있었다. 중선 배가 세 척. 조그만 상굿배가 둘. 경비선이란 글씨가 박힌

오. 용감한 것들. 어린 정복자들. 못생긴 것들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애

회색빛 기계배가 하나. 그 위 마스트엔 조그만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는 방

인도 없는 것들이.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자유도 부자유도 없는 것들이-. 그리고

파제 위로 올라섰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발목까지 휘감았다. 잔물결이 찰랑거리

도덕도 법률도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도 눈 딱 감고 영원히 엉클어짐이 없을 것

는 방파제 기슭에 붙어 당긴 여나믄 개 농립모자가 낚시들을 드리우고 있었다.

같은 평화를 위장(僞裝)할 수 있는 덕. 너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방파제 끝엔 장난감 같은 하아얀 등대가 건너편 바위와 솔이 들어찬 저 먼 산을

도…….

등지고 우뚝 드러나 보였다. 왼편으로는 바위였다. 산줄기 끝 바위 벼랑에서부터

‘빌어먹을…….’

시작된, 마구 엉클어진 다 타버린 석탄 덩어리 같은 묘한 바위들이 더덕더덕 바다

그는 물가에 다다랐다. 물이 맑았다. 바닷물이 하늘을 빨아먹어 파르스름하

로 향해 연해 나가고 있었다. 밀짚모자는 그 사이에도 가끔 보였다. 물이 쭉 써서

고, 그 속으로 검은 바위가 붉으레하게 보이고-. 짐승의 털 같은 해초가 군데군

방파제 밑만 얕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을 뿐, 왼편 바위 쪽으로는 물기슭은 훨씬

데 붙어 있고-. 아까의 그 고동 종류의 생물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울퉁

멀리 수평선 쪽으로 호(弧)를 긋고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불퉁한 바위들이 발아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득한 수평선까지,

그리고 여태껏 그가 한 뭉텅이의 돈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주린 마음으로 써 온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는 무지무지하게 큰 태

것은, 그리하여 탐탁지 않은 생명의 줄을 이어 온 것은, 전혀 이 밝고 시원하고 평

양이 주먹만 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냄새나는 옷을 벗어던졌다. 발가벗었다. 그러고는 텀벙 물속으로 뛰어 들

정한 종말을 맞기 위한 노릇이었다고 그는 짐짓 깨달아 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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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몰려오는 조수를 앞에 두고 그는 물가의 바위 위에 단좌해 종말을 기

었다.
“야-!”

다렸어야 할 일이었다. 주책없이-. 식물을 마음한 놈이 주책없이 방랑벽이 심했

그는 실로 오래간만에 하늘과 바다를 향해 소리 높이 감격의 부르짖음을 내뿜

다. 그는 조수도 타지 않고 너울너울 제멋대로 방파제를 넘어 뙤약볕 아래 부두
를 구경한 것이었다.

은 것이었다.
그는 식물이 되어버렸다. 해초가 되어버렸다. 홀가분한 여름옷엔 바다기가 빳
빳했다. 수없이 닦아낸 낡은 구두 속에서도 바다 냄새가 풍겼고, 냄새나는 양말

‘빌어먹을.’

을 벗어 팽개친 하아얀 발바닥에도 하야스름한 소금기가 돋았었다. 그의 몸뚱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자책이 아니라 불만이었다. 그는 끙 하고 돌아누웠다.

이와, 그의 몸뚱이에 소속된 모든 것이 바다를 먹었다. 그래 그는 해초가 되었다.

푹신한 돛폭이 어깨에 배겼다. 그는 이러다가 영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하는 두

그리고 그는 알맹이까지 식물이 되고 말았다.

려움을 느꼈다. 몸뚱이가 더 폭신 돛폭 속에 파묻힌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바다를

그래 그는 밥통아 아주 콩알만큼 오므라져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을 것이었

머금은 싱싱하던 옷은 어느 사이 측은하게 늘어져서 후줄근한 살갗에 다가들고

다. 채 분비되지 못한 갖가지 소화액이 비록 하는 일 없이 빈 창자를 헤맨다 하더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기가 또한 몹시 후텁지근한 것이었다. 기압이 낮아지는

라도 그는 이 이상 그의 생체에 힘을 가해 어떤 무색투명한 실오리 같은 삶에 무

모양이었다. 이마엔 땀이 솟아 있었다. 눈썹 언저리엔 소금기가 깔깔했다. 그는

슨 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식물에 만족했다. 흠씬 바다를 물들인 해초의

기분이 점점 나빠져 갔다. 자꾸 동물이 되려 하는 것이었다. 누굴 소리치고 욕하

몸차림에 만족했다.

고 싶은 것이다. 때려눕히고 싶은 것이다. 팔을 번쩍 들었다. 어깨가 뻐근하고 등

그래 그는 유혹을 물리치는 의미에서 물이 들어올 때 나머지 지폐 한 장을 고

이 아팠다. 쳇! 비어먹을-. 그는 눈을 감고 말았다.
배가 고팠다. 눈을 더 꼭 감는다. 나갔으면 싶다. 그러나 이제 나갈 기력이 없

이 정한 돌 위에 또 하나의 돌로 눌러놓고 돌아서 버렸다.
그날 밤을 그는 등대 옆에 앉아서 새웠다. 승려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식

다. 거지, 거지, 그런데, 그런데-. 청천백일하 오장육부를 다 헤집어보아도 손톱만
한 죄의 그늘도 찾아볼 수 없는 청정무구한 내가 백주에 제 발로 감방으로 기어

물된 몸뚱이를 단좌시킨 채, 터질 것처럼 긴장된 눈알로 새벽을 맞았다.
해가 솟고, 또 그것이 높아지고-. 해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바람은 없었다.
물이 썰자,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 낚시꾼이 몰려왔고, 해가 기울어가자 들물과 함
께 몇 척의 어선이 기인 오색기(五色旗)를 너울거리며 뱃노래를 싣고 들어왔다.
선창에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분주히 고기를 나르고 무얼 싣고 그물을
달아 올리고 그러느라 도르래는 해가 지도록 다르륵 거리고, 어기야 어기야, 사
람들은 거센 목소리로 개구리처럼 울어대고, 갈매기 한 마리 날지 않는 바닷가를

들어온 채, 낯도 모르는 놈의 손에 의해 덜컥 감금당한 지 벌써 몇 시간이냐?
바로 그게 오늘, 아니 아까다. 아까. 즉 그가 해초의 옷차림을 하고 나선 다음
다음 날인 오늘의 아까.
그는 피곤한 몸을, 사무실이 붙지 않은 쪽의 창고의 짧은 추녀 그늘 밑에 쪼그
려 앉아 떠지는 대로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앞을 보고 있었던 것뿐이다.
아주 무더운 날씨였다. 창고 아, 형편없이 망가진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열이
후끈후끈 뿜어 올랐다. 나돌아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무섭게 단련

그는 온종일 사람 없는 데를 찾아다니며 앉았다 누웠다 섰다-.
또 밤도 가고, 아침이 오고, 낮이 되고, 하늘에선 태양이 늘 고만하게 타들어가

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질항아리 같은 웃통들을 내어놓고 제각기 손바닥만 한
그늘이라도 찾아들어 눕거나 앉거나들 하고 있었다.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꾼들

고, 바다에선 금빛 글라스들이

이었다. 고깃배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눈부시게 빛나고-.

방파제 너머 쪽에선 이따금 번쩍번쩍 은빛 고기가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 솟아올랐다간 사라지고, 삥 원을 긋고는 떨어지고…… 했다. 등대 옆엔 활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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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핀 파라솔이 하나 있었다. 새하얀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두 색깔이 서구적(西

어와서들 앉았다. 그리고 수박을 갈라먹는 것이었다. 문득 그의 입에 침이 고였

歐的)인 곡선 몇 개가 의미를 알 수 없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 꿀꺽 삼켜버렸다. 그러나 또 고였다. 이번엔 조용히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박

그때 배가 한 척 등대를 돌아왔다. 아주 적은 가마니때기 한 잎만 한 뻘겅 돛을

고 쪼르르 뱉어버렸다. 그러곤 얼른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다.

단 배였다. 배가 가까워지면서 참외와 수박이 배 안에 그득히 실린 것을 알 수 있

오래지 않아 발그레한 살이 붙어 남은 수박 껍데기가 햇볕이 내려쪼이는 그의

었다. 이쪽, 저쪽에서 몇 사람이 일어서서 배를 맞았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개 고

앞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는 문득 서글퍼졌다. 아마 내일쯤부터는

르고, 사고, 먹고 들 했다. 더위에 흠씬 물러버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걸 죽어먹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그는 비감해졌다. 아무래도 그는

그때 화려한 파라솔이 퍼뜩 움직였다. 파라솔은 가볍게 방파제 위로 걸어오고 있

죽기 전에 거지가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주저주저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슬며시

었다. 건강한 바다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대여섯 개의 다리. 그 발바닥 밑으로 먼

일어서고 말았다. 그리고 이쪽, 저쪽, 적당한 곳이 없나 돌아보았다.

바다가 연했다, 끊겼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곤 등대를 돌아

그러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수였다. 사실 왜
그런지 거기 그냥 있고 싶기도 했다. 향그레 하게 불어오는 사람 냄새, 땀 냄새나

올 때 본 모양, 곧장 참외 배에게로 다가왔다.
귀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굵직한 젊은 남자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들

김칫국 냄새가 섞이지 않은 그냥 노리깨한 여자의 냄새 그것 때문이었던지 모른다.

은 수박을 사는 것이었다. 제일 속의 치를 꺼내라고 한 여자가 말했다. 수박장수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이 꾸불꾸불한 서구적인 빨강과 파랑의 곡선

는 연성 킁킁대며 수박무더기를 들추었다. 파라솔이 또 무던히 수다스러웠다. 해

이 기어 다니고 있는 파라솔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수욕장보다 더 기분이 좋다는 둥 그렇게 가까운 곳에 이처럼 아담한 항구가 있

그러나 다음 순간.

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둥, 배편이 있기에 그저 구경삼아 여기까지 와본 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하고서-. 아무것도 알은 채 하지 않기로 하고서-. 그

라는 둥……. 이때 동네에서 젊은 사람 하나가 급히 뛰어나왔다. 사공이 고개를

는 고개를 돌이켰다. 코에도 마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싶었다. 그러면

번쩍 들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선창가에 선 채, 반 시간만 더 기다리라고 소리

서 그는 눈으로 어디 적당한 딴 그늘을 찾고 있었다.

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도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뱃사공의 얼굴이 찌푸려지면

그때 그의 옆에서 문득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뜻밖에도 그의 옆 몇 발자국 안

서 불평을 토했다. 그러지 않아도 길이 늦어 물건이 시드는데 또 늦어지겠다는

되는 곳에 창고 문이 있었고, 그게 또 활짝 열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무슨 셈들

둥, 해수욕장에서 한몫 보려는 게지 누가 이런 데서 팔고 있겠느냐는 둥, 괜히 태

을 마쳤는지 연필을 든 사무원 같은 사람하고 뱃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

워다 주기로 했다는 둥……. 파라솔의 얼굴들이 문득 밝아지면서 그럼 이와 해수

는 참이었다.

욕장에 가니 자기들을 좀 태워다 달라고 했다. 뱃사람은 짐이 무거워 세 분은 못

그는 푹 고개를 수그렸다. 그의 발 앞 두어 발짝쯤 되는 곳에 볼그레한 살이

태운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파라솔은 자꾸 졸랐다. 그러니까 뱃사람은 웃으면서

남아 붙은 수박 껍데기가 나둥그러져 있었다. 파라솔은 옆에서 여전히 재재거리

수박을 많이 사 자시면 태워다 드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수

며 수박씨를 뱉어내고 있었다. 수박 껍데기가 또 눈으로 들어왔다. 입에 침이 고

박이란 껍데기 무게가 많아서 백 통 쯤 먹고서 탄다면 결국 백 통의 껍데기 무게

였다. 문득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 못난 놈, 하고 책할 겨를도 없이 그

가 덜어지니까 세 사람쯤은 문제없이 탄다고 대답했다. 파라솔은, 그럼 백 통이

냥 부끄러움이 더해갔다. 그는 창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고에서 나온 사

라도 사먹겠다고 하며 웃어댔다. 뱃사람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한동안 덩달아 웃

람들은 엉거주춤하더니, 참외 배 있는 데로 내려갔다.

고 있었다. 결국 바다가 잔잔하니 태워다 주기로 약속이 되는 모양이었다. 뱃사

그는 문득, 붉어진 얼굴로 창고 문을 보았다. 열려진 채였다. 우중충한 어두움

공은 의외로 마음이 너그러웠다. 날은 덥지만 아주 시원스럽게 해결된 일이라고

이 거기서 내다보고 있었다. 주위를 돌아본다. 하아얀 대낮이었다. 그는 얼굴이

그는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파라솔도 안심하고 그의 옆 추녀 그늘 속으로 들

붉다. 창고 문 안에서 어두움이 내다보고 있다. 감추자. 내 얼굴을 감추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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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냄새에 놀랐는지, 밥통이 자꾸 꾸물거렸다. 소리도 났다. 그는 눈을 감

빨리.
파라솔 속에서 빨간 입술이 까만 수박씨 몇 개를 퉤! 하고 뱉어냄과 동시 그는

았다. 그런데……. 가만 있자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궁상스러운 꼴이냐?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구역질나는 어두운 곳을 찾아들어 이 꼴을 하고

나는 듯이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말았다.
‘빌어먹을 놈의 부끄러움이여!’

쭈그리고 앉았다니, 이게 무슨 놈의 꼴이냐 말이다. 도대체 왜 새삼스럽게 부끄

들어서자마자 콕 코를 찌르는 것은 물씬 하는 더위와 짙은 새우젓 비린내였

러워하느냐 말이다.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면 어쩌느냐 말이다. 식물이 된 보람이

다. 그러나 그는 아무 경황없이 잠시 문 뒤에 숨어 있었다. 혹시 들어오는 것이 발

없지 아니하냐. 사실 너는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고 네 손으로 버렸다. 너

견되어 누가 쫓아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구경 좀 하고 있는 것쯤으로 보여줄 자

의 육신과 한 뭉치의 지폐 이외엔 너의 혼까지도 네 손으로 내버리고 말았다. 그

세를 취하고서-. 그러나 가슴이 뛰었다. 이마엔 땀방울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뛰

러고서 무슨 부끄러움이냐? 부끄러움이란 당하는 것이지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는 가슴을 억누르며 한 동안을 기다려도 아무도 그를 잡아내는 사람은 없었다.

렇거든 무슨 부끄러움이냐.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피해 이 불결하고 음침한 구석

성공한 것이었다.

을 찾아 들어와 쭈그리고 앉은 꼴이 무어냐? 싫다! 빌어먹을 놈의 것.

‘빌어먹을-.’

‘아차.’

그제서야 그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독한 새우젓 냄새가 새삼스럽게 코를

그렇지만 이게 무슨 청승이냐? 나가자! 썩 나가자! 내 위에 푸른 하늘이 있고,

찔렀다. 공기는 습하고 짭짤한 기운이 있었다. 지붕에선 생철 한 겹을 통해 뜨거

내 발아래 튼튼한 지구가 밟히는 밖으로!

운 여름이 묵지근하게 눌러 내렸다. 얼기설기 엇맞추어진 기둥과 서까래들. 쇠막

사실이다. 그는 잘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그는 제법 오만한 마

대기. 나사. 거미줄. 그 밑 구주레하게 간국이 흐르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천 개도

음까지 갖추어 가지고 일어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늘한 광선이 몰려 들어오고

넘을 것 같은 새우젓 독들이 가지런히 두 층으로 몇 무더기로 나뉘어 쌓여 있었

있는 문간으로 향해 당당한 걸음을 떼어놓았다.

다. 거기에서 수억 마리의 새우들이 내뿜는 지독한 비린내가 물씬물씬 코가 썩어

그러나 막 그가 그 샛하얀 빛발 속으로 한 걸음 선뜩 나서려고 했을 때. 때마
침 문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만 펄쩍 놀라 아무 데나 기둥 뒤로 찰싹

처질 지경으로 풍겨 나오는 것이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우선 그는 부끄러운 마음

붙어서 버리고 말았다. 발소리는 바로 창고 문 앞에서 멎었다. 그는 사뭇 가슴이

이 사라졌다. 그리고 만일 나간다면 혹시 문간에서 누구와 부딪힌다면-! 아까 그

울렁거렸다. 그러나 누가 들어오는 대신, 창고 문 한 쪽이 쫘르륵 닫히면서 그가

연필을 가졌던 사람한테 들키기라도 한다면……. 누가 아느냐. 문간에서 들키지

벽인 줄 알고 붙어 섰던 문짝이 쑥 빠져나갔다. 그는 다시 한 번 소스라치게 놀라

않는다고 누가 꼭 보증할 거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왕 들어온 김에 좀 앉았어

고 다음 순간 무조건 문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의 그림자가 하

야 했다. 좀 마음을 냉정하게 잡아 앉힐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왕 앉을 바에야

아얀 반쪽 빛발 속에서 흘깃하면서 또 한 짝 문이 쫘르륵! 마저 닫히고 말았다.

혹시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들키지 않기 위해선 좀 더 구석진 어두

환하게 몰려 들어오던 빛발은 까맣게 걷혀 버리고 밖에선 짤그락하는 자물쇠 소

운 곳을 택해야 했다. 그래 그는 뿌듯하게 조여드는 냄새와 후더분한 공기를 헤

리가 그의 가슴에 시커먼 것을 한 뭉치 가두어 놓아버리고 말았다.

치고 구석으로 들어갔다. 맨 구석에 또 한 무더기의 새우젓 독이 있었다. 그는 그
뒤로 돌아갔다. 어두움이 거기 지그시 눌려 있었다. 거기라면 안전했다. 어둡기도

그것은 이루 걷잡을 수 없는 진행이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삥 둘러보았다.
창살 하나 없는 까아만 벽으로 둘러싸인 절벽 같은 차단막이 거기 있었다.

하거니와 혹시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필 그가 앉은 그곳을

그는 얼른 주먹을 들었다. 문을 두드리려는 것이었다. 멀어져 가는 발자국을

찾아와 들여다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거기 쭈그리고 앉았다. 여전히

부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짝 판대기에 주먹이 닿기 전,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것

냄새가 코를 쑤셨다.

이 있었다. 사람이 오고, 자물쇠가 다시 열리고 - 문이 열리고 - 험악한 얼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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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 누구냐고 - 사람이라고 - 웬 사람이냐고 - 그저…… - 잠깐 갑시다. - 가

결국 쥐를 꾸짖는 사람이 없듯이 나를 꾸짖을 사람도 없는 것이구나. 일부러 몰

면? - 안 가면? - .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둘렀다. 그리고 힘없이 주먹을 내렸다.

래 다락을 뒤져서 무얼 훔쳐 먹는 종류의 스릴과 비굴의 맛이 있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죄 없이 도둑놈이 될 뻔했다. 거지도 되기 전에 도둑

그러나 문득 그는 불만스러워졌다. 스릴이니…… 비굴이니…… 뭐니 뭐니 하는

놈이 먼저 될 뻔했다. 도둑놈 - 거지 - 송장. 이 무슨 꼬락서니냐? 후-. 한숨이 흘

수작이 모두 쓰잘 데 없는 수작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고, 그래 또 식

러나왔다. 다시 한 번, 고개를 저었다. 주위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느다란

물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그는 아무런 관심이라는 것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광명뿐, 절벽 같은 차단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었다. 까마득하게 벌어진

다. 그렇게 부드러운 침상에 멋대로 누워 있어도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발견되지 않는 채, 문이 고이 잠겨져 버리고 말았

것쯤은 당연히 그에게 있어 통히 흥미 없는 일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

다는 것을 적이 안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게 찝찔하고 비린내가 들어찬 창고 안에 감금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차츰 눈이 어둠에 익어가기 시작했다. 차츰 어둠 속의 물건들을 분별할 수 있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든 그건 죽음 이하이니까. 그래 그는 눈을

게 되었다. 새우젓 독들. 한 귀퉁이에 세워진 굵직굵직한 몽나무들. 한 길이 넘게

감았다. 그리고 정신을 아주 놓아버리는 기분을 취해 보았다. 온몸이 뻐근해 왔

쌓여 있는 생철통들. 그는 거기 가까이 다가갔다. 코르타르 통이었다. 그런데 그

다. 머릿속이 흐리멍덩해졌다. 부우연 졸음 비슷한 것이 자꾸 이마를 문질러대는

위에 무엇이 있었다. 그는 밑에 놓인 통을 밟고 올라서 본다. 두꺼운 천이었다. 그

것 같았다. 몸뚱어리가 자꾸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물컹거리는

걸 끌어내렸다. 낡은 돛폭이었다. 낡은 탓으로 제법 보드라운 맛이 있었다. 그는

진흙이 눈을 덮었다. 콧구멍을 막았다. 숨이 답답하다. 이러다간 죽는다! 그는 번

그걸 바닥에 깔리라 맘먹었다. 그래 그걸 질질 끌고 좀 넓은 데로 가는데, 또 구

쩍 눈을 떴다. 뻐근한 몸뚱이가 그의 시신경(視神經)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는 고

석에 시커먼 것이 있었다. 그물 둥치였다. 잡아당기니 북 찢어졌다. 낡은 것이었

개를 흔들어 그 부우연 졸음 같은 것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어

다. 그걸 또 끌어다 대강 편편하게 펴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돛폭을 적당히 개어

두움도 습기도 비린내도 일절 모른 체하는 채…….

서 깔고 그는 거기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곤 드러누워 버렸다. 제법 그럴듯한 침

그때 문득 부우연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붉고 푸른, 의미를
모를 파라솔의 서구적인 곡선. 그 주위를 난무하는 살찐 모래무지의 배때기 같은

상이었다. 사지가 나른해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등과 허리가 참 편안했다. 이렇게 폭신해 보기는 참
오래간만이다. 여기에 배만 고프지 않다면, 이건 아주 천당이다. 그러나 배가 고

몇 개의 건강한 종아리들. 바탕은 금빛으로 빛나는 바다. 하늘에선 검은 광선이
안개처럼 흐트러져 내려오고 있었고-.

프다. 그렇지만 지옥은 아니다. 여긴 어업조합 창고다. 나는 우리에 갇힌 길 잃은

그는 또 안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 눈을 또 떴다. 비린내는 눈으로까지 들어오

양이다. 아니 그런데, 그런데 대관절 나는 누구의 허가를 맡고 이런 것들을 끌어

는 것 같았다. 그는 똑바로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다. 얼기설기 분간할 수조차 없

다 깔고 누워 있느냐? 이게 누구의 것인데-. 내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을 정도로 그러나 다 적당한 각도를 이루면서 엇맞추어진 수없는 나무때기들이

나는 나의 것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결코 좋지

컴컴한 습기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모양이었다.

않다. 나쁘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남의 신세

잠자기도 싫었다. 무슨 생각하기도 싫었다. 무엇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를 지고 있다. 무슨 꼴이냐? 그러나 가만있자 내가. 허가를 맡지 않고 이런 욕심

생각이 났지만 꿀꺽 참아버렸다. 그러고 보니 아주 무료하다. 완전히 무료하다.

사나운 짓을 했건만, 어째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느냐? 옳아. 옳아. 여긴 나밖

그래 허리춤에 손을 찔렀다. 배가 있었다. 벼랑처럼 솟아오른 양편 뼈다구 사이

엔 없구나. 그러니까 나를 나무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배는 분지처럼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한가운데 배꼽이 있었다. 그는 혹시 이

잠근 것도 아니건만 저이들이 들어오지 않겠노라 밖에서 문을 잠가놓곤-. 옳아,

배꼽을 중심으로 주름이 잡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 만져보았다. 알

옳아. 내가 이 안에서 쥐새끼처럼 잠자고, 쥐새끼처럼 이런 것을 갉아먹는대도,

수 없었다. 그는 자꾸 그 근방을 쓸어보았다. 이십여 년 전, 눈코가 생기기 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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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겼던, 아주 평화스러운 자취의 하나 남은 귀한 유적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
니를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만두어 버렸다. 그의 손엔 소금기 먹은 바삭거
리는 해초의 일종과 불가사리처럼 흉한 고깃덩이가 쥐어지고 있었다.
밖에선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몹
시 급한 걸음걸이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 누워 있었다.
놀라지도 않았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미라처럼 누워 있다. 그러나 결코 광물
은 아니었다.
차차 그는 무관심을 지니게 된 것이다. 차츰 그는 내맡기는 심정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불만만은 어쩔 수 없었다. 냄새였다. 습기나 어두움, 그
까짓 건 괜찮았다. 물론 시원한 바닷바람이든지, 나무 그늘 같은 데만은 못하지
만, 이왕 들어오게 된 판이고 하니 그대로 견딜 수 있는 문제였다. 이왕 들어와 있
는 거니,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거니 하면, 그대로 배겨낼 수밖에 없다는 이
야기다. 그러나 냄새는 다르다. 똥냄새는 오래 맡으면 나중엔 구리지 않게 되건
만 이건 원체가 방대한 냄새라서 그런지, 끊임없이 코를 쑤시는 것이다. 아무래도
불만하지 않을 수 없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 말이
다. 그것만으로도 불평의 조건은 된다. 그는 그 냄새가 싫으니까. 불만이란 이렇
게 천진스러운 거다. 그러나 그는 또 나무라 볼 사람을 찾지 못한다. 냄새야 새우
가 피우는 거지만 어디 새우가 냄새를 피우고 싶어 피우랴? 그러니 죽기도 했지
만, 새우를 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왕 할 테면 자탄이나 하는 게 오히려 불만
의 감흥을 돋우기 위해서는 십상이다. 그러나 그는 불만의 ‘멋’ 같은 것은 생각할
경황이 없다. 즉 불만은 ‘이왕’으로도 ‘어차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확고한 것이
지만, 그는 죽은 새우하고 싸울 만큼 로맨틱한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그대로 또
그 불만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더란 말이다.
그러자니 또 무료하다. 피곤하다. 그러니 잠을 자는 것이 상책이다. 쓸 데 없는
불만을 자꾸 반추하느니보다 자는 것이 수다. 그러나 잠을 잘 수 없다. 무섭기도
하고 또…… 정말이지 이런 속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굶주렸다고 하더라
도 맥없이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확실히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 자지 않자니
불만, 불만을 삼키고 나면 무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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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에 계속> -

The comet

한강(漢江) 상공(上空)에 핀 하늘의 제전(祭典)
<10월 2일 공중(空中) 전시(展示)에서>

코 메 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 정훈감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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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