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李承晩 → 이승만(李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金門島 → 진먼다오(金門島)
		 安東 → 안둥(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橫須賀 → 요코스카(橫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立川 → 다치카와(立川)

3000명 → 3,000명

		 土浦 → 쓰치우라(土浦)

등등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黑 → 메구로(目黑)
		 昭和 → 소와(昭和)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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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처어칠 → 처칠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꾀에테 → 괴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모스코봐 → 모스크바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베르링 → 베를린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즐거히 → 즐거이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고(코)저 → 고자

		 이루워질 → 이루어질

		 등등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할려면 → 하려면

		 젯트 → 제트

		 키로 → 킬로

		 파이로트 → 파일럿

		 메터어 → 미터

		 파이롯트 → 파일럿

		 가(요) → 까(요)

		 레셋숀 → 리셉션

		 문직이 → 문지기

		 포오카아 → 포카

		 부쨉힌다 → 붙잡힌다

		 부릿지 → 브리지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캬바레 → 카바레

		 알다싶이 → 알다시피

		 샴펜 → 샴페인

		 더부러 → 더불어

		 인터어뷰 → 인터뷰

		 날으는 → 나는

		 땐스파아티이→ 댄스파티

		 (남)어, 었 → (남)아, 았

		 코―쓰 → 코스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스케쥴 → 스케줄

		 죄그만 → 조그만

		 퍼어센트 → 퍼센트

		 벌서 → 벌써

		 테이불 → 테이블

		 올 꺼야 → 올 거야

		 쏘피아 → 소파

		 씨운 → 씌운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오랭캐 → 오랑캐

		 쿠우·데타아 → 쿠데타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하루밤 → 하룻밤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ㅡ 대화내용」인 경우 → “ 내용 ”로 표시함.

		 서둘를 → 서두를

원문에서 사용한 「 」, 『 』가 책, 논문일 경우 →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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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흐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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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畵報)
◇ 제6대 참모총장(參謀總長)에 김신(金信) 중장(中將) 취임(就任)
◇ 신구(新舊) 참모총장(參謀總長) 이취임식(離就任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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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卷頭言)> 참모총장(參謀總長) 이취임(離就任)에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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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就任辭) (제6대 참모총장)		
이임사(離任辭) (제5대 참모총장)		

김신(金信)
김창규(金昌圭)

4
6

수뇌회의(首腦會議)와 국제연합(國際聯合)
독일통일(獨逸統一)과 동서간(東西間)의 이해(利害)
-동서(東西)의 대립(對立)된 주장(主張)과 통일방안(統一方案)-

김광섭(金光涉) 8
김창순(金昌順) 14

미영소(美英蘇)의 핵정책(核政策)		

엄기형(嚴基衡) 19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
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우리의 민족정신		
김윤경 25
농촌생활(農村生活) 향상(向上)에의 제언(提言)		
조재영(趙載英) 85
-특수사정(特殊事情)에 처(處)하여 있는 한국농촌(韓國農村)을 진흥(振興)하는 길아세아영화제(亞細亞映畵祭) 낙수(落穗)		
외국영화(外國映畵)와 우리의 아이디어		

김은우(金恩雨) 34
김규동(金奎東) 150

미국(美國)의 현(現) 군사력(軍事力)		
사상(思想)의 샘·미(美) 공군대학(空軍大學)		
공군(空軍) 후방업무(後方業務)의 장래(將來)를 위(爲)하여

외지(外誌)에서 131
외지(外誌)에서 124
이창순(李昌淳) 119

수필(隨筆)·수상(隨想)
개인(個人)과 인간(人間)		
죽음				
봄이 오면		
공중여행(空中旅行) 한 토막		

김붕구(金鵬九)
김형석(金亨錫)
석계향(石桂香)
전숙희(田淑禧)

핵무기(核武器)의 발달(發達)과 인류(人類)의 장래(將來)
통신기(通信機)·레이더 등(等)의 고주파(高周波)는 위험(危險)한가

김석연(金錫淵) 68
시만 휴벨방크 135

원자력(原子力)과 국제정치(國際政治)		
-원자력(原子力) 관리문제(管理問題)를 중심(中心)으로-

조순승(趙淳昇) 54

피아노의 시인(詩人)·쇼팽의 음악(音樂)

103
106
108
110

시원(詩苑)
역두풍경(驛頭風景)		
친척(親戚)		
파리(巴里)		
신화시대(神話時代)		

김동명(金東鳴)
박목월(朴木月)
조병화(趙炳華)
유경환(劉庚煥)

60
62
64
66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지휘자(指揮者) 토스카니니		 165
<지상(紙上) 오페라 감상(鑑賞) ②>
일 트로바토레 <전(全) 4막(幕)>		

베르디 작곡(作曲) 168

임진왜란(壬辰倭亂) 치른 류성룡(柳成龍)		

유광열(柳光烈) 139

낚시 예찬(禮讚) <자연(自然)과 시정(詩情)이 담북>
위기(圍碁)[바둑]도해(圖解) 정석(定石)의 분류(分類)와 응용(應用)

조능식(趙能植) 152
윤숙(尹淑) 157

소설(小說)
천직(天職)		
의혹(疑惑)		
인간세련(人間洗鍊)		

박영준(朴榮濬) 177
박용구(朴容九) 183
셔우드 앤더슨 192

		 162

만화(漫畵)
만화(漫畵) 에어 쇼		
하늘의 추억(追憶)		
로맨스 빠빠		
골통군

정운경(鄭雲耕)1)
임창(林創)
김경언(金庚彦)
김봉천(金峰千)

143
144
146
148

제17회 로마 올림픽 대회(大會)의 전망(展望)		

이용일(李容一) 74

사랑의 기사(騎士)들		
망각(忘却)과 체념(諦念)의 세계(世界)		
-스크린에 비친 군인(軍人)의 사랑-

이영희(李寧熙) 39
김용호(金容浩) 43

군복(軍服)에서 느끼는 신뢰감(信賴感)		
한 평(坪)의 화단(花壇)을 가꾸는 마음		
-군인(軍人)의 가정생활(家庭生活)-

이면(李勉) 48
이경남(李敬南) 51

영해(領海)에 대(對)한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제문제(諸問題)
사회보장책(社會保障策)으로서의 연금제도(年金制度)

김기수(金基洙) 99
이형기(李炯基) 92

1) 목차에는 鄭雲耕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저자가 없음.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농부(農夫)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농부(農夫)

빈센트 반 고흐2) 작(作)

빈센트 반 고흐 작(作)
후기인상파(後期印象派)에 속하는 고흐(Van Gogh, Vincent)는 네덜란드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브뤼셀, 안트베르펜3), 파리 등지를 전전하면서 들라크루
아4), 밀레5)의 작품을 수학(修學)했다. 초기의 작품은 대개가 음울한 색조로 농
부, 노동자들을 그렸던 것이었는데,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의 작품에 접하면서부
터 밝은 화면, 그리고 과격한 색채와 선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고흐는
만년에 가서 남프랑스에서 많은 작품을 그리다 그의 귀를 스스로 잘라내는 등
발광으로 결국 권총 자살로 비극적 생애를 끝냈다. 하지만 그는 인상주의(印象
主義)와 사실주의(寫實主義)를 극복하고 새로운 표현예술에 이르렀으며, 과격한
정열과 고뇌를 타오르는 듯한 색조와 과격한 ‘터치’로 표현해 표현주의(表現主
義)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대신 그보다 더 강력히 표현하기
위해 독단적인 색채를 사용한다.”고 고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 작품에도 수염
하나하나와 눈언저리의 주름 하나까지도 강한 색채와 선으로 그가 얼마나 빠
르게 인상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표현주의의 길로 나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853~1890)

2) Vincent van Gogh

3) Antwerpen, 영어로는 안트워프(Antwerp)
4) Eugène Delacroix
5) Jean François Millet

초상화(肖像畵) (1937년 작품)

파블로

6) Pablo Ruiz Picasso

무용(舞踊) (1925년 작품)

<명작(名作) 서양화(西洋畵)>

<명작(名作) 서양화(西洋畵)>

피카소6)

파블로 피카소7) 작(作)

작(作)

7) Pablo Ruiz Picasso

제6대 참모총장(參謀總長)에

김신(金信) 중장(中將) 취임(就任)

8월 1일 하오(下午) 참모총장 이취임식석상에서 전 참모총장이 신임참모총장 김신 중장에게 공군지휘관(空軍指揮官) 흉장(胸章)을
인계(引繼)하고 있다.

↑악수를 교환하는 신·구 참모총장

↑취임사를 하는 김(金) 참모총장

신(新)․구(旧) 참모총장 이취임식

8월 1일 본부광장에서

→
이(李) 국방장관과 김(金) 참모총
장을 중심한 역대 참모총장 우로
부터 김정열(金貞烈) 장군(13대),
최용덕(崔用德) 장군(2대), 김(金)
참모총장, 이(李) 국방부장관, 김
창규(金昌圭) 중장(5대), 장덕창
↑동(同) 식전(式典) 전경(全景)

↑식사(式辭)를 하는 이종찬(李鍾贊)

(張德昌) 장군(4대)

코메트
THE COMET

상(上) 창설 3주년을 맞은 항공본창(航空本廠)에 김
(金) 참모총장으로부터 창기(廠旗)가 수여되었다.
(7. 5)
중(中) 자유중국(自由中國) 정보장교단(情報將校團)
공군본부 예방(6. 7)
하(下) 미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에서 공군중앙
도서관(空軍中央圖書館)에 500여 권의 각종 도서가
기증되었다. (7. 15)
좌(左) 김(金) 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감사장을 수여받
는 존 멘치 대령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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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卷頭言)

해선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해 군의 요직을 역임한 공중

참모총장(參謀總長) 이취임(離就任)에 부침
정훈감(政訓監) 소상영(蘇尙永)

지휘관이었던 신임 김신(金信) 총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철통같은 단결을 이
루고 임무완수와 보다 훌륭한 공군 발전을 지향하게 된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부하(負荷)된 임무와 책임이 중차대
함을 새삼 느끼면서 장병 각자는 다시 한 번 새로운 결의를 다짐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다.
적은 금년을 전투준비 완성의 기간으로 정해 그 목표달성에 혈안이 되어 있

민족적 경사와 환희로 충일(充溢)한 8월이다. 민권쟁탈(民權爭奪)의 줄기찬

는 긴박한 정세 하에 있으므로 우리의 국토방위의 임무완수와 나아가서 국토통

투쟁의 소산으로 신헌법에 의한 제2공화국의 새 국회가 개원하고 정부를 수립

일이라는 숙원달성의 과정에는 더욱 형난(荊難)의 길이 있을 것을 예견치 않을

하는 거족적(擧族的)인 감분(感奮)과 기대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의 전력이 강화되면 그럴수록 이에 정비례하여 국민이

우리 공군만으로서도 8월로 접어들면서 두 가지의 커다란 행사를 겪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시선과 기대는 더욱 가중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신구 참모총장의 이취임이고 다른 하나는 생사의 기로에서 자유
와 생명을 맞바꾸면서 공산치하를 극적으로 탈출한 정낙현(鄭落賢) 중위의 의
거월남(義擧越南)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를 직시하면서 최고지휘관의 통솔 아래 일사불란(一絲不
亂)의 대공전선(對共戰線)을 정비 강화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다.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에도 민주군대라는 상징이 어려 있으며, 국민을

공군 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20개 성상(星霜)의 군인생활에 종막(終幕)

위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신념에 입각한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을 고하며 이임하게 된 김(金) 장군을 이별하는 장병의 마음은 성자필쇠(盛者必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상경하애(上敬下愛) 인화(人和)로서 참된

衰), 회자상리(會者常離)란 인간범사(人間凡事)의 철칙 아래 어길 수 없는 이별이

단결을 이루고 연부역강(年富力强年富莫强)하며 거대하고도 융창(隆昌)한 길을

라고는 하지만 감회와 석별(惜別)의 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창

힘차게 걷는 대공군(大空軍)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군 이래 군의 모든 요직을 거치면서 주야로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과 같은 공군

뿐만 아니라 일촌광음(一寸光陰) 불가경(不可輕)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는 촌

발전을 이룩한 김(金) 장군이 이제부터 군직을 떠나 새로운 분야에서 연구 발전

각일지라도 허송과 낭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사사로이는 참된 자기완성을 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며 장군의 전도(前途)에 계속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

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공적으로는 자기 직책의 완수와 새로운 전기

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戰技)의 연마로서 명실상부한 현대 공군을 지향하여야 할 줄 믿는다.

또한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에 바쳐 겨레가 추모하는 혁명투사의 후예요, 창

석별의 정과 혁신의 기쁨이 교차되는 가운데 8월의 지성(知性)이 공군장병들

군 이래 공군의 중진 간부의 한 사람이며, 특히 전투 조종사로서 6·25동란을 통

의 진지(眞摯)한 분발(奮發)과 대동단결(大同團結)을 촉구하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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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就任辭)

회를 노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고 그들의 기
도를 분쇄화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더욱 강화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공군 중장 김신(金信)
국방부 장관, 매그루더8) 장군,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결같이 단결해야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장병 일동이 특히 유의하여 줄 것을 본인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 원하는 국민이 신뢰하고 경애하는 국민의 군대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
오늘 이 식전(式典)을 빛나게 하여[빛내] 주시기 위하
여 이처럼 다수 참석하여 주심에 대하여 본인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심(深甚)한 사의(謝意)를 표하는

둘째, 우리는 인화단결(人和團結)해 상경하애(上敬下愛)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
습니다.
셋째, 우리는 심혈을 경주하여 전기(戰技)를 더욱더 연마하여 질적 향상에 만
전을 기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여야겠습니다.

바입니다.
국제정세는 날로 긴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신생공화국의 민주 역사 창조와 새
로운 혁명과업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불초(不肖) 소관(小官)이 천학비재(淺學菲
才)의 몸으로 공군참모총장의 직에 취임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인 동시에 그 책임

이 역사적인 시기에 제(際)하여[즈음해] 이상 세 가지를 명심하고 우리는 사기

를 앙양(昂揚)하며 훈련을 계속하여 오로지 전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서서 전쟁과 훈련을 통하여 애석하게 산화하신 선배

동지를 생각할 때 깊은 애도(哀悼)의 뜻이 앞설 뿐이며 오직 공군의 초석이 되신

의 중대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군은 창설 이래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참모총장께서 심
혈을 경주하여 지도육성하신 그 결과 오늘 조국방위를 능히 담당할 수 있는 현
대 공군으로 발전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장병 여러분과 함께

영령의 유지(遺志)를 이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바입니
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오늘날과 같은 공군으로 발전되는 동안 한결같이 성
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육군, 해군, 해병대의 협조와 미 공군의 헌신적인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창규(金昌圭) 장군께서는 취임 이래 모든 애로를 극복하시
면서 공군 전력 향상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조성하셨습니다. 공군의 연래의 숙

지원에 거듭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 굳게 믿는 바입니다.

원이던 1개 전투비행단의 증가 창설의 실현을 위시하여 전천후 요격능력의 양
성 등 공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모든 업적을 김(金) 장군께서 성수(成遂)하신
데 대하여 높은 경의와 찬양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찬란한 업적을 남기신 김(金) 장군의 뒤를 이어 본인이 중책을 맡게 되
니 스스로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온갖 정열과 성의를 다해 역대 총장께서 남겨주신 전통과 모범을 계승
할 각오입니다. 현명하신 상사(上司) 선배님, 그리고 친애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
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현대식 장비로 강화된 이북괴뢰군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

8) Carter Bowie Mag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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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사(離任辭)

장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덧붙여 재직 중에 한 말 중
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을 되풀이한다면 한 국가의 힘이 ‘도의심(道義心)’의

전(前) 참모총장 공군 중장(中將) 김창규(金昌圭)
오늘 본인의 이임식전(離任式典)을 여러분을 모시고 이와 같이 성대하게 베풀
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사의(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참모총장의 직으로서 22년
의 군인생활의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본인은 무상(無上)의 영광으로 생각하
며 길이 그 영예를 간직할 것입니다.
2년 전 취임 당시 가졌던 큰 포부는 저의 제한된 능력으로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고 국민 여러분과 장병 일동의 기대에 크게 보답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군은 장병 일동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의한
귀중한 땀으로 보다 나은 공군으로 건설되어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땀

뒷받침으로 그의 역사를 영광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국력을 보유하면서 도의심이 결여되었을 때 그 나라는 강도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도의심을 가지고도 힘이 없을 때는 그 나라는 자살행
위를 할 것이다 라는 말과 역사상 한 나라가 외적의 침공에 의하여 망한 것보다
내부의 도의심의 부패에 의해 망한 예가 더 많다는 역사가의 말을 상기하면서
장병 일동이 진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도의심을 앙양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
다.
훈련 도중 애석하게도 산화한 전우에 대해 애도의 말을 금할 길 없으며 충심
으로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군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도와
애호(愛護)가 있으시기를 빌며 인사 올리는 바입니다.

은 공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따라서 본인은 자신 있게 공군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며 만족한 감회로 오늘 참모총장의 직을 사임(辭任)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오늘 또 한 가지 기쁘게 생각하는 바는 나의 후임으로, 김신(金信) 장
군의 취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金) 장군의 덕성과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미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공군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우리 공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참모차장으로 실질적으로 공군을 운영해 온 분입
니다.
앞으로 김신 장군의 탁월한 지휘통솔 아래 우리 공군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재직 중 공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유엔군 사령
관 이하 각 장병 여러분 및 우리와 매일 같은 집에서 우리를 도와준 고문단이
대표하는 미 공군 장병의 노고와 협조 및 그 숨은 공로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크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베푸신 지도 및 협조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
는 바이며 본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배전(倍前)의 애호(愛護)가 있으시기를
믿으며 또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군 장병 여러분에게 재직 중에 여러분이 보여준 행동은 가장 훌륭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사실이며 이 사실만이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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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회의(首腦會議)와
국제연합(國際聯合)

제네바 극동문제회의에서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을 체결시킨 것을 들 수 있을까. 이 회
에서는 한국통일문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소련, 중국, 북한 괴뢰집단의 방해로 말미
암아 근 2개월의 회의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게 된 것
도 실은 그 해 정월에 베를린에서 열린 4대국 외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문제를 주로

- 세계중요문제(世界重要問題)는
왜 ‘유엔’에서 토의(討議)되지 않는가 -

논의하다가 아무런 진보도 보지 못하고 극동문제 – 한국통일문제와 인도차이나 전

투의 휴전문제 – 를 토의하기 위한 관계국의 정치회의를 제의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김광섭(金光涉)

것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파생된 여러 국제분쟁, 소련의 공격에 의한 동서
“동서간(東西間)의 냉전을 완화시키고 국제간

간의 냉전은 오히려 복잡화하고 또 격화될 뿐이었던 것도 사실이나 소련은 1957년

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

10월 4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 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

해서 동서 여러 나라의 수뇌회담을 개최하자.”고

그에 앞서 8월 26일 소련 정부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완성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 3대국을 비롯해 중립국

아니라 탄두에 핵무기를 장전해 발사하는 데도 성공했음을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있

들 원수들에게 서한(書翰)의 형식으로 제의하기는

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소련 정부가 ICBM을 완성시켰다고 발표한 데 대해

1957년 12월 당시의 소련 수상 불가닌9)이었다.

서는 곧이듣지 않았고 오직 완성단계에 있으리라는 논평을 가할 정도였으나 10월 4

동서 수뇌회의를 열자고 제의한 불가닌 소련 수

일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는 발표와 이 인공위성 스푸트

상은 지금까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나 외상급 회

니크로부터 발진되는 전파를 포착했다는 미국 각처의 과학연구소로부터의 보고를

담을 통해서 성취하지 못한 국제간의 모든 분쟁

받고서야 비로소 소련이 앞서 공표한 ICBM의 완성까지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이

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동서간의 냉전을 완화시

해하고 놀랐던 것이다. 이러한 경악은 비단 아이젠하워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미국

켜 세계평화를 달성시키자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자, 모든 미국 시민,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 전 세계 각국 시민

제2차 세계대전이 체결된 이래 국제간의 분쟁

들에게도 막대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시민들로서는 문화면에서나,

이나 동서간의 냉전을 해결 짓기 위해 끊임없는

군사면에서나, 또 과학기술면에서나, 소련은 물론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미

외교교섭이 계속되어 왔고 또 동서 외상급 회담도

국이 우수한 지위에 처해 있다고 자부해온 자부심 내지는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

1945년 12월 15일의 모스크바 3상(三相) 회의를

지고 만 것이다.

비롯해 4, 5차 열린 일이 있었고, 국제분쟁을 해결

이러한 틈을 타서 소련의 위정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3대국 원수를 비롯해서 여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설된

러 나라 지도자들에게 동서 수뇌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논쟁문제와 냉전문제를 토의

국제연합총회도 해마다 정기회의, 때에 따라서는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련은 군사적으로 서방측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별총회까지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신념 아래 미국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거나 앞서기 전에 광범한 동서 수뇌회의를 열어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제2차 대전 후 해결을 본

세계 모든 문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발전시켜 보자는 배짱임에 틀림없었다. 소련의

것이 있다면 중립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소련군이

이러한 대(對)서방측 외교공세를 저널리스트들은 ‘스푸트니크 외교’라고 명명했다.

철수함으로써 이룩된 피점령국 오스트리아의 독

소련의 ‘스푸트니크 외교’를 배경으로 하는 평화공세는 1958년 연초(年初)부터 활

립을 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겠다. 그리고 1954년

발하게 전개되었다. 소련의 흐루쇼프, 불가닌, 보로실로프10) 등 수뇌는 연명(連名)으

9) Nikolai Aleksandrovich Bulganin

10) Kliment Yefremovich Voroshi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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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새해는 미소 양국 국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해
가 될 것이다. 평화공존의 대원칙이 양국 간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는 신년 메시지까
지 보낸 일이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미소 양국 국민 및 그 밖
의 여러 나라 국민들 사이에 확고하고 보다 더 우호적인 이해를 가져오도록 노력하

이제 참고로 누설되기 직전까지 쌍방이 조정하고 간추린 의제안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서방측안(西方側案)

고 싶다.”고 회답했던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불가닌 수상은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서

1. 병기용 핵물질의 생산관리와 현재 보유 저장량의 삭감

방측 수뇌들에게 수뇌회담을 재촉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아이젠하워 미국 대

2. 핵실험 정지

통령과

맥밀런11) 영국

수상은 수뇌회담을 개최하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뿐

3. 통상병기와 병원(兵員)의 삭감과 제한

아니라 수뇌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어떠한 성과가 전망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4. 기습공격에 대한 방호(防護)조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의 회한(回翰)을 보냈다. 그리고 수뇌회담의 준비는 외교경험

5. 대기권 외의 평화이용 문제

을 통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외상회의를 열어 수뇌회담에서 토의할 의제를

6. 1955년 4대국 거두회담의 결과로 4대국 정부가 외상들에게 위임한 지령에 의해서

중심으로 개최시기, 개최장소, 참가국의 범위 등을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는 동

독일 재통일 문제를 논의할 것

안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만일 동서간

7. 유럽 안전보장협정

의 수뇌회의를 열었다가 거기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날이면 냉전을 완화

8. 국제교류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맥밀

9. 국제연합기구의 강화방안

런 수상은 조정자의 입장에 서서 “외교회의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천명하고

10. 동유럽의 긴장완화방안

나서면서 수뇌회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런데 실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 국민들은 미국 주장에 반대하고 소련과 더불어 한번 자리를 함께 하고 회
담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설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밑져야 본전

소련측안(蘇聯側案)

1. 원자, 수소병기 실험의 즉시 중지

이 아니겠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할 수 없이 맥밀런 수상의 주

2. 원자, 수소 로켓병기의 불사용 선언

장에 동조했고, 소련의 그로미코12) 외상도 외상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동의를 했으나

3. 중유럽에 있어서의 핵 로켓 무장과 공격금지지대의 설정

외상회의를 열기 전에 수뇌회의의 시일을 결정해야 한다. 또 외상회의의 목적은 수뇌

4. 동서 국가군(群)의 불가침조약

회의의 의제와 참가국의 범위만을 결정하는 데 국한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5. 우주공간의 군사이용금지

미국은 어디까지나 동서 수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뚜렷한 성과가 있으리라는

6. 재외 군사기지의 해소와 우주공간연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소련의 조건을 거부했다.

7. 독일 및 그 밖의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의 외국군 삭감

실상 이러한 외교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역시 대사급에서는 동서 수뇌회의에서 토

8. 대(對) 독일 평화조약

의될 의제를 극비리에 협상하고 있었다. 외교 루트를 통한 의제의 교섭은 쌍방이 완

9. 기습방지에 관한 조치

전히 합의될 때까지는 누구도 이를 사전에 발표하거나 누설하지 않기로 굳은 약속을

10. 국제무역의 확대조치

맺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소련은 급기야 어떠한 심산(心算)에서인지 이를 누설시켜 버

11. 모든 국가의 관계와 접촉의 확대발전

렸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소련의 제안이 또 하나의 선전이었다고 해석하고 동서 수

12. 전쟁선전 및 각국 간의 반목과 적의의 중지

뇌회의의 개최를 단념했던 것이다..

13. 중동지역의 긴장완화방안
위에서 쌍방의 제안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기구 안에서는 토의하

11) Harold Macmillan
12) Andrei Andreevich Grom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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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 뿐 아니라 거의 토의할 수 없는 광범위한 복안(腹案)을 쌍방이 지니고 있었

지문제가 주로 토의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음을 알 수 있겠다. 또 쌍방의 의제안 가운데는 동일한 의제가 4, 5개나 포함되어 있

그러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된 국제평화기구인 국제연합에서

었음을 발견할 수 있으나 소련의 조약 위반과 배반으로 동서 수뇌회의안은 누구도

는 어째서 이러한 국제분쟁 및 동서간의 냉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동서 수뇌

입 밖에 내려하지 않았다. 이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이 일방적으로 핵실험

회의를 열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국제연합 안에서의 안전

을 중지했다는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동서전문가회의를 개

보장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연합으로서는 평화의 유지라는

최할 것을 제안하자 소련이 이를 받아들여 1958년 7월 1일부터 제네바에서 동서 8개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평화적으

국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동서 8개국 과학자들은 1개월 미만 회담의 결과로 “핵무

로 해결한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

기의 실험은 탐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그들은 탐지방법에 관한 세밀한

접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면 평화의 파괴, 또는 위협

보고서를 자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러면 핵실험정지

이 있을 때는 모든 연합국이 협력해서 이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어떤 연합국이 침략의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핵무기의 실험을 정지하는 협상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하자.”고

대상이 된다든가 위협을 받을 경우 그 연합국 한 나라만의 문제로 하지 않고 이것을

소련측에 육박해 그 해 10월 30일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영국, 소련 3

국제연합 전체의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평화유지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생

개국의 원자병기보유 국가만의 핵병기실험정지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각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이것은 오늘날

한편 소련은 중공을 시켜 대만 해협에서 도전적인 위기를 조성했으나 미국의 확호

의 전쟁이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국제연합

(確乎)한 태도로 말미암아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까지에서 전면전쟁의 위험은 원수폭

은 침략을 하거나 침략을 위협함으로써 국제평화를 교란시키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

(原水爆) 공격에 의한 쌍방 동시파괴 파멸을 모면했다. 그러자 소련은 또 베를린에 불

봉쇄, 군사적 제재 등으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

을 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관계국인 영국, 프랑스, 서독이 모두 소

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5대국의 거부권으

련의 최후통첩식 위협에 대항해 4대국 외상회의를 열고 4대국 외상들로 하여금 이

로 말미암아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목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곤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자고 소련에 제안하자, 소련은 동서수뇌회의를 연다는 조건 아

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헝가리 사건과 수에즈 운하 분쟁에서 여실히 증명

래 서방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2개월이 넘는 동서 4대국 외상회의는 사실 서방측이

되었다. 즉 일반적인 안전보장의 기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55년 4대국 거두회담의 뒤를 이어 개최되었던 외상회의 당시의 독일 문제 처리방

또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 국제연합의 해체론까지 대두되었다.

안에 비하면 훨씬 소련측 주장에 접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55년 당

그러나 이번에 열리는 동서 수뇌회의는 침략의 위협문제와 함께 냉전의 주요한 요소

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고집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루

를 제거하고 해소시키자는 데 그 주된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쇼프 소련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필자(筆者) 동양통신(東洋通信) 편집국장(編輯局長)>

9월 16일 미국을 방문한 흐루쇼프 소련 수상은 산 미국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귀국하기 사흘 전에 아이크와 흐루쇼프는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물샐 틈 없는 회담을 사흘 동안 교환한 결과 “모든 국제분쟁
은 힘에 의하지 않고 교섭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공존시대의 문호를 개
방함으로써 제2차 대전 이후 10여 년 계속되어 온 냉전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59년은 미소 양 거두의 캠프 데이비드 산장회담과 함께 또 미, 소 양국이 모두
우주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특징지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아래서 4대
국만의 동서 수뇌회의가 5월 16일부터 파리에서 개막되는 것이다. 이 4대국에만 국한
된 제1차 동서수뇌회의는 군축문제를 우선적으로 베를린의 위기 그리고 핵실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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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獨逸統一)과
동서간(東西間)의 이해(利害)

이것이 분열의 행위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괴집(東獨傀集))’이 소련
에 의해 조작되었을 때 스탈린은 그에 대해 의의를 부여하기를 …… 유럽의 역사적 전
환이라고 말한 것에도 나타나 있다. 그것은 독일의 일부가 공산주의 쪽으로 들어옴

동서(東西)의 대립(對立)된 주장(主張)과 통일방안(統一方案) -

으로써 독일민족의 동향이 정치적으로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을 환영한 것이었다.

김창순(金昌順)

소련은 그때로부터 동독을 거점으로 해 서독까지를 공산화하는 문제에 전념했으
며,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산 동독을 내놓지 않으려는 보장책을 다지고 있었던

통일(統一)은 아직도 구호(口號)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불변하다. 이래서 통독은 아직도 구호단계에 속한다는 규정이

통독(統獨)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서방측의 통독관을 본다면 자유와 평화원칙 하의 민주주의 통독에 대해서

서는 누구도 통독의 시기를 단언할 사람은 없는 줄 안다. 통독은 그만치 국제문제의

는 기본원칙을 같이하는 바이지만, 독일의 군사적, 정치 경제적 강대성을 경계하는 심

현안 가운데서도 난지난사(難之難事)임에 틀림없다.
우선 소련의 입장에 대해 말할진대, 독일민족의 동향은 소련의 국가운명에 지대한

리는 아직도 영국·프랑스 정계의 일정한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같다. 따라
서 통독 촉구(促求)를 미지근하게 하는 기묘한 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 같아 보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망각할 수 없는 일이겠다.
그것은 지정학상의 견지에서 오는 전략문제와 1,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설명

인다.

되는 독일 민족국가의 성격 및 사상문제 등등 소련으로서는 독일민족의 동향이 세계

그것은 최근 몇 년간에 영국과 서독 정부 간에 보여준 정치적 마찰관계와 현재도

의 그 어느 민족의 동향보다도 가장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할 수 없는

상존(尙存)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관계 등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또 드골

것이다.

13)

정권 출현 후의 ‘파리·본’ 추축관계(樞軸關係)는 경제적, 정치적 유럽 통합의 이념

이래서 2차 대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통독에 대해 민족자결의 대의를 거

으로 강화일로를 상호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콘라트 아데나워14) 수상의 통독 욕

부할 수 없어서 명목상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구호에 불과하며,

구가 그대로 드골 대통령의 환영하는 바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독일의 영토권

행위상으로는 분열을 일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 구호와 분열

문제에 관해 드골 대통령이 공연히 현재의 오데르-나이세 선15)을 지지함으로써 아데

의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나워 수상의 욕구하는 바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히 짐작이

어째서 이와 같은 지적이 정당한가 하면, 소련은 지금까지 통독의 기본성격에 대해

가는 일이라 하겠다.

서는 말하기를 기피해왔는데,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독일을 민주주의로 통일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서독의 사이에 서서 3자 관계를 조절해 나가며

것인가 또는 공산주의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지을 주체성을 독일 민족에게 부

대소(對蘇) 근본정책의 방패로서 서독을 모체로 하는 통독실황을 촉구하고 있기는

여하고 그와 같은 주체성을 발휘케 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

하지만, 당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여야 하겠는데, 소련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돌대가리인 양 아랑곳하지도 않

이러고 보니 통독은 현실의 과제라기보다는 아직도 구호단계로 보는 것이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독일에 대해 방법문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을 두고
지루하게도 되풀이하고 있는 바, 요컨대 그것은 독일을 민주주의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공산주의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만일에 2건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공산주의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전술문제만을 농(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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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西方側)의 기본선(基本線)

그와 같은 소련의 대독 정치사상 및 정책은 흐루쇼프 시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앞세우게 되었다.

독일문제의 서방측 기본선은 획정(劃定)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작년 12월의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파리 수뇌회담으로부터 아데나워 수

1. 두 개의 독일이 엄존(儼存)한다는 사실을 승인해야 하며

상의 방미, 맥밀런 수상의 방미, 드골 대통령의 방영, 방미를 통해 서독 측 수뇌들의

2. 현재로서는 동서독을 상대로 해 강화조건을 체결해야 하며

개별 회담을 통해서와 지난 4월 12, 3일의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외상회담(워싱턴)

3. 만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소련은 동독 공산정권과 단독으로 강화조약
을 체결하고 베를린 통로의 교통관리권을 동독에 이관할 것이며

등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독일문제의 서방측 기본선이란 것은 베를린 문제를 포함한 통독문제에 대해 소련

4. 베를린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측 관리 하의 서부 베를린만을 자유시(自由市)화하
고 서방측의 주둔군은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 대결하는 공동방안을 견지(堅持)하는 것을 말함이다.
서방측의 통독 공동방안이란 것은 자유선거에 의한 통독을 실현한 후에 통독 정
부를 상대로 해 강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며, 베를린 문제에 대한 서방측의 공동
방안이란 것은 ‘베를린 원칙의 유지’를 기본으로 해 잠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흐루쇼프의 그와 같은 주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만
족할 수 있다.
서부 베를린의 자유시화 → 서방측의 철군 → 동독에 의한 서부 베를린 흡수 → 서
부 베를린의 서방측 거점 붕괴 → 동독의 공산제도를 승인하는 조건 하의 동서 양

말함이다.
‘베를린 원칙의 유지’란 것은 서방측의 베를린 주병권(駐兵權)을 옹호, 견지하며 서
부 베를린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말함이며, 이것을 기본으로 한 어떤 잠정적 해결
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소련과 더불어 베를린 문제를 계속 협상해 보는 가운데 ‘베를
린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베를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노력을 말함
이다.
독일 문제에 대한 그와 같은 기본선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소련의 양

독일의 연방조직 →독일 무장해제와 정치적 친소 중립화 → 독일의 NATO 탈퇴와
NATO의 궁극적 해체
이상의 방식을 체계화한 것이 ‘흐루쇼프 시대의 공산측 대독정책의 논리’이다.

상반(相反)되는 주장(主張)

독일문제에 대한 흐루쇼프 방식의 논리적 체계란 것은 그것이 서방측과의 외교교

보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소련의 양보란 것은 사실상

섭이 순조롭게, 아니 억지로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강행할 것을 전제로 한 정책 구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되는 소련의

성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독선적인 사고임을 면할 수가 없는 까

대독(對獨) 정책을 통해 납득되는 바이지만, 서방측은 현재의 단계가 소련과의 협상

닭은 서방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을 통해 통독문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만치 정세와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고는 인정하

아시다시피 흐루쇼프는 재작년 11월 28일 서방측에 최후통첩을 보내 향후 6개월

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도 다음 항목에 설명되는 소련의 대독정책을 통해 가히 짐

이내에 (작년 5월 26일까지) 서부 베를린으로부터 서방측 군대의 철수를 강요하고,

작되는 바이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소련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강박
을 감행했던 것이다.

소련(蘇聯)의 대독정책(對獨政策)

이와 같이 해서 정세의 긴박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흐루쇼프는 동서 정상회담에 의

소련의 대독 기본 정치사상은 통일된 독일이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강대국이 되

한 냉전완화와 해소를 졸라대고 공세를 취했다.

어 반공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방지하자는 것이다. 소련의 생명선을

작년 여름에 9주간에 걸친 동·서 외상 제네바 회담이 있는 것도 요컨대 독일문제의

약체화된 독일, 비무장 상태의 독일, 친소 중립화된 독일에서 구해 보자는 것이 소련

긴장을 풀기 위한 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기보다는 차라리 동서 정상회담으

의 통독 기본정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로 유인하는 흐루쇼프 전술의 서막이었다고 보는 게 잘못일까…….
그 이유는 소련은 그 당시 베를린 문제의 즉각적 해결이나 또는 현실적 해결방안

그래서 라파츠키16) 안(案)까지 나오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의 모색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되풀이 강조함으
16) Adam Rapa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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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소(美英蘇)의 핵정책(核政策)

로써 서방측의 본심을 탐색하며 서방측의 보조를 어지럽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
하여 만사는 동서 정상회담에 넘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낙착시킴으로써 정상회담
을 졸라대는 흐루쇼프의 주장을 승리시키려는 것만이 소련 대표단의 주력이었기 때
문이다.
결국 독일 문제를 놓고 열리는 동서 정상회담은 5월 16일 파리에서 개막되는데, 여
기서 독일 문제의 어떤 현실적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
다.
우선 베를린 문제의 토의에서 흐루쇼프 수상은 종래의 최대한 주장을 내세우다가
끝에 가서는 작년 여름에 제네바 4외상회의에서 영국의 조정안으로 알려진 서방측의

엄기형(嚴基衡)

‘딜레마’에 빠진 핵정책(核政策)

오늘날 미국, 영국, 소련 등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말로는 군축, 핵실험 금지를 호

소하면서도 실제로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일삼고 있다. 이른바 ‘핵 교착상태’를 재
래(齎來)해 만약 핵 전면전쟁이 발발한다면 인류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서
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핵 경쟁은 정지될 줄 모르고 있다는 데 오늘날 인류의 비극이
있다. 더불어 여기에 핵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과연 핵 보유국가들은 무엇을 생각하

마지노선을 기점으로 해 토의하자는 발설을 하리라고 본다.
이에 대해 서방측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이다. 아데나워 소독 수상은 작년
여름의 제네바 외상회담 시에 논의된 것은 모두가 무효이며 백지상태에 환원되어야

고 있을까. 그 정책은 어떠한 것일까. 이것을 전적으로 알아내기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다만 단편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 그 윤곽을 포착하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한다는 주장을 펴다가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베를린 원칙의 유지’ 하에서 어떤

우선 미국은 그 군사전략의 기본을 기습공격이라는 가정 하에 대량보복정책을 수

잠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서방측의 공동 전략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

립하고 우세한 공격력을 확보하는 데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지전의 가능성을 인

젠하워 대통령과 드골 대통령 및 맥밀런 수상은 아마도 5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검토

정하고 제한전쟁에 적응하도록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에 대

될 서방측의 그 공동 전략에 충실하게 되리라 본다. 이 서방측 전략 회담에서는 아데

해서는 전(前) 국무장관 덜레스 씨의 전쟁 일보 전의 외교정책이 그것이요, 후자에 대

나워 서독 수상도 참석할 것이다.

해서는 키신저17) 교수의 제한전쟁 이론에 따라 미국이 취한 레바논 출병, 대만 해안

만약 5월 16일 개막의 파리 정상회담에서 베를린 문제의 잠정적 해결안이 논의된

사건 등에서 표출되었다. 또한 미국은 앞서 말한 군사전략에 입각해 핵무기 발전에

다면, 그것은 작년 여름 제네바 외상 회담 시에 서방측의 최후선으로 제안되었던 ①

박차를 가하는 한편 소련의 평화공세의 저지책(沮止策)으로써 핵 평화이용계획을 제

서방측은 베를린 주둔군을 현상으로 동결하고 보통 무기만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선

기하고 군사목적 이외의 평화목적에 핵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

언한다. ②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대국은 동서 베를린 간의 이동 자유를 확인한

련이 우세한 핵 공격력을 준비하고 동서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핵보유국 간의 핵

다. 이 4대국은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문제 해결을 꾀한다. ③ 이 4대국은 공동

전쟁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상적국을 상대로 핵무기 발전에 박차를 가해오

의 치안을 문란하게 하거나, 권리권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거나, 다른 나라의 내정

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국방정책과 미사일 전략에서 표시되고 있다. 그 구

간섭에 속하는 활동을 피할 것을 공약한다는 등의 골자가 토의의 기반이 될지도 모

체적 사실로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年頭敎書)에서 균형예산을 견

른다.

지하면서도 국방예산에 60퍼센트를 배정하고 전략공군의 확장, 미사일의 발전, 우주

어쨌든 간에 동서 정상회담은 한 번 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4국 수뇌들의 공동적인 의견으로 나타나 있다. 또 미국으로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결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따
라서 이번의 동서 정상회담에서는 독일 문제의 중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
로 본다.
<필자(筆者) 시사평론가(時事評論家)>

탐사계획 등에 작년보다 두 배의 예산을 돌리고 있다. 이는 소련의 ICBM이 실용단계
에 이르고 아직도 침략 위협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국방정책에 입각한 것이다.
다음 영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종래 핵전쟁에 입각해 생산해 오던 미사일을 미국으
로부터 구입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1957년에 던컨 샌디즈18) 국방장관은 핵무
기에 의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메가톤 급 핵병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생산에

17) Henry Alfred Kissinger
18) Duncan San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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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할 것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과다해 당분간 핵무기 운반기는 V형
폴라리스19)

방위공격력 등이 소련보다 월등하게 우세하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B52 전략폭격

등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기 1대는 유도탄 1개로 운반할 수 있는 폭약의 수십 배를 유도탄보다 더 정확한 목표

것이다. 또한 영국은 같은 핵보유국 중에서도 가장 군축을 열망하는 견지에 입각해

에 운반할 수 있다. 현재 B52에 ‘하운드 독’20) 유도탄을 장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

핵력 평화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제네바 원자력 평화이용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성되면 최초의 원자탄보다도 수십 배나 강력한 원폭을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투

그러나 오늘날 영국의 경제적 실정으로 보아 아직 핵무기 생산에 여력이 없어 평화목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핵 공군력은 현재 2천 대 이상의 장거

적에 실질적으로 많은 핵력을 집중할 수는 없다. 그 대신 1959년 5월의 미국, 영국 원

리 폭격기를 기간(基幹)으로 삼고 있으며, 핵탄두 운반용 전략폭격기 2개 비행단은

자력 협정에 의거해 핵병기 부분품과 핵병기 체계에 소요되는 부분품을 구매하기로

전 세계 전방기지에 배치되고 있다. 해군은 14척의 항공모함에 중폭격기 다수를 보유

함으로써 미국이 핵무기 발전을 돕고 있다.

하고 있으며, 유도탄 발사용 잠수함은 16개의 폴라리스 유도탄을 장치할 것인데 올

폭격기를 사용하고 잠수함용

그런데 소련은 그들의 평화공존정책 선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을 핵병기 생산과

해 중에 2척이 취항(就航)하고, 앞으로 매년 3척씩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발전에 집주(集注)하고 있다. 올해 1월에 흐루쇼프는 그 국방예산 설명에서 재래식

미국 해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아틀라스21) 유도탄, 해공군의 장거리 유도탄,

공군력 생산을 제한하고 원폭기와 유도무기 생산에 주력할 것을 언명했다. 그들이

영국에 배치된 중거리 유도탄 토르22) 등을 합산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은 소련보다 훨

중거리 미사일 생산과 대륙간유도탄 발전에 국방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는 것은

씬 우세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맞서는 군략사상(軍略思想)에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

또 3월 2일 프리드먼23) 소장은 오는 63년까지 소련의 도시 하나를 전부 파괴할 수

난 2월에 흐루쇼프는 만약 미국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무서운 보복을 당할 것

있는 미사일을 최소한 518개 보유하게 될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즉 63년까지 아틀

이라고 경고했던 사실도 있어 소련의 핵정책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련은 미국

라스 호 130개, 타이탄 탄 150개 잠수함용 폴라리스 탄 128개, 서유럽에 배치될 중거

의 핵력 평화이용계획에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리 주피터, 토르 유도 탄 120개를 생산할 것이며 그 작전유지비로 40억 달러를 계상

그러나 그들은 표면상 평화공존 선전에 부합시키고자 이에 가담했을 뿐이지, 실질
적으로는 핵무기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불과하다.

하고 이는 차기 연도의 비행시간을 712만 5천 시간이나 단축시킬 혼성전투비행단의
창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유도탄 분야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우세를 확보하려는 것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그 핵정책에 있어 말로는 핵무기

은 결국 그 보복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소련의 기습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

등의 군축을 호소하면서도 사실상으로는 핵병기의 발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

(布石)이 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해 핵무기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 한다. 그 가장 좋은 예는 핵탄두의 운반 수단인 유도탄 분야의 발전을 의미하는

이 방면에서 영국은 매우 저조해 보인다. 영국이 1957년에 수폭을 완성한 이래 그

이른바 우주탐사전(宇宙探査戰) 경쟁에서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국방정책은 핵무기에 의존하고 일반 병기와 병력을 삭감했다. 그리고 전함과 비행기
생산비는 메가톤급 핵병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생산에 전용했다. 이는 소련의

동서(東西) 핵전략(核戰略)의 초점(焦點)

유도식 무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던 때의 계획이다. 그러나 소련이 달 로켓, 태평양

동서 핵정책은 유도병기의 경쟁상으로도 뒷받침된다. 바로 미국의 대량보복이나

상의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 등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또 영국과 같이 협소한 국가에

제한전쟁 전략 등은 그 핵무기의 투발(投發) 수단인 ICBM, IRBM, B52 원폭기 등에

서는 고정된 기지에 유도탄을 비치함은 불리하다는 전략적 견지에서 미사일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영국은 소련을 가상적으로 하는 중거리 유도병기와 이동식 투발 수

중지하고 이를 이동기지인 잠수함용 폴라리스 생산에 돌리고 있다. 특히 영국이 이동

단에 의존하고 소련은 미국, 영국, 서유럽 등을 목표로 하는 ICBM, IRBM, 원폭기(原

기지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전략공군의 유지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일례를 보면

爆機) 등으로 대항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미 국방성은 실업가 등에 회람(回覽)한 국방정책 가운데서 미국은

19) 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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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B52 1대의 항시 체공비(滯空費)는 월 평균 50만 달러나 소요된다고 전한다.

장했으나, 소련은 그것이 곤란한 줄 알면서도 자발적 금지를 요구하는 등 선전전에

그렇다면 연 15억 파운드의 국방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동서 양 진영은 핵군축 문제에서 전적으로 대립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소련은 현재 전략유도탄 생산에 박차를 가해 미국보다 우세하다고들 보고
있다.

매컬로이24)

있다.

전(前) 미 국방장관은 소련이 올해 중에 ICBM 100개를 보유할 것

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이밍턴25) 상원의원은 소련이 작년 중에 이미 300개

△ 서방측(西方側)

를 보유하고 올해와 내년에 500개를 더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어

제1단계 = 핵무기 생산중지협정 수행을 위해 공동연구하고 현재 핵무기의 평화적

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흐루쇼프는 지난 2월에 그들의 강력한
로켓 무기는 여러 국가를 전멸할 수 있다고 호언한 바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듯,
소련은 명중률이 높은 거대한 3개의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또 IRBM도 대체로 5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는 더욱 많이 생산될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는 해외기지를 포함하는 약 250개 처의 중요 전략목표

전용협정체결도 공동 연구할 것.
제2단계 = 통상 병력삭감에 성공하면 핵무기 생산중지협정을 체결하고 또 협정수
행이 보장되면 평화적 전용협정을 체결할 것.
제3단계 = 모든 종류의 핵무기 파기협정을 체결하고 생산, 보유, 저장금지협정을
체결해 국제감시 하에 모든 무기의 재고품을 파괴한다.

가 있다. 만약 달을 명중하는 정도의 로켓이라면 매 목표당 2개씩 투발하더라도 500
△ 공산측(共産側)

개 내외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동서 핵, 유도탄 전략은 이른바 오늘날의 ‘핵 교착상태’를
재래함에 이르고, 마침내 군축핵실험금지회담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커

제1단계, 제2단계 = 구체안이 없음.
제3단계 =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생산을 금지하고 모든 무기의 제거를 위해

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서로의 정치적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재고품을 파기한다.

동서(東西) 핵군축계획(核軍縮計劃)의 비교(比較)

전 군비의 제거를 위해 제1단계부터 그의 파기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핵무기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정치적 긴장과는 관련 없이 각

제3단계에서 핵무기 제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련이 재래병기의 감축 대신에

국에서 강렬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1958년 11월에 미국,

핵 군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이

영국, 소련 3국은 제네바에서 핵실험중지 회담을 개최하고 그들은 우선 핵실험중지

미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핵 군비로 충분히 외부의 공격에 대항할 능력

를 선언했다. 그러나 18개월간 지속한 핵실험중지 회담은 중요문제에 타결할 수 없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그렇지 않다면 군축이 실현되는 과정에

었고 군축회담도 역시 성과 없이 멈춰버렸다. 그중에서 핵실험중지와 핵군축 문제는

서 재래무기는 제거하더라도 핵무기의 발전을 통해 이를 충분히 방어할 자신이 있다

핵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는 말이 된다. 어쨌든 소련은 그 군축이나 핵실험금지에서 그들이 핵무기의 발전에

앞서 기록한 동서 핵군축 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방측은 핵무기 등을 포함하는

우선 핵실험 금지에서 미국은 탐지 가능한 실험의 금지는 말할 것도 없고, 1메가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서방측으로서도 소련의 핵군축 의도가 명백

톤급의 핵실험까지도 광범한 탐지망을 통해 금지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소련이

해지지 않는 한 그들의 핵 군비를 중지할 수도 없고 핵무기 발전 등에 등한해서도 안

탐지망 설치에 주저하고 사찰횟수 제한에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또 지하폭발 탐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영국, 양국은 원자력 협정에 의거해 미국이 영국에 원자무

방법에 대해서 미국은 1메가톤급 이하는 탐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을 주

기 부속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소련에 대항할 역량을 증강하고 있다. 또 서방 동
맹국의 하나인 프랑스도 지난 2월 사하라 사막에서 최초의 원폭실험을 강행 성공하
고, 이어서 제2차 실험, 그리고 유도무기 실험 등에 성공했다.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

24) Neil H. McElroy
25) Stuart Sym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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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족정신

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은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고 ‘나토’ 프랑스군에

= 3.1정신 부활의 길 =

도 영국군과 같이 유도탄으로 장비된 핵전략부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결국 소련이 핵실험중지, 핵군축 등에서 거의 성의 없고 핵무기 증강에 전념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 하겠다.

김윤경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전략은 핵무기 보유국가

근자의 우리 민족사회의 현실, 특히 3·15 선거의 불법, 협잡, 폭력, 강압, 매수, 사

간의 전쟁은 핵전쟁이 되기 쉽다는 가정에 입각해 계획되고, 그렇더라도 제한전쟁에

기, 살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은 물론 국제여론까지도 우리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그쳐야 하며 제한 핵전쟁은 거대한 인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도 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민간에 이러한 종류의 타락과 부패가 있더라도 큰 불

국이 가장 유리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국방정책을 이루고 있으며,

행의 징조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 더구나 집권 정당과 정부, 전 공무원, 경찰, 군부가

핵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비핵 동맹국에게 핵무기만은 분양

이렇게 구석구석 빈틈없이 썩었으니 어찌 이 민족의 장래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할 생각이 없으며, 그들의 독점으로 당분간 대소(對蘇) 핵 경쟁에 임할 것 같다. 영국

이러한 멸망적 징조는 선거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행정 방면에도 샅샅이

도 미국과 같은 방향에서 핵정책을 취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그 투발수

뿌리박고 있었다. 정의와 공평, 정직을 말하는 이가 있으면 이를 천치나 바보의 잠꼬

단 일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의 핵

대로 돌리게 되었다. 남이 우리를 소망 없는 민족으로 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

무기 독점을 돌파하고 투발수단 발전에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지금까지 전쟁에 직접

자신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이 되었다. 실로 앞을 내다볼 때 공포와 실망에 쌓이

휩쓸린 바 없는 미국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면 오직 3.1정신 부활의 길밖에 없다

미국이 우세한 공격력을 갖추었더라도 대소 핵 위협이 쓸모없으며, 핵전쟁은 다 같

고 믿었다. 그리하여 나는 ‘흥사단’의 요구로 3월 6일에 “3.1정신의 부활이 없다면 우

이 멸망하리라는 의식을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소련의 핵무기 발전도와

리 민족은 멸망으로 쏠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일이 있었고, 4월 6, 7 양

능력으로 미루어 그 위성국가에 핵무기 내지 기술을 분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에는 연세대학교 남녀 학생 4,000여 명과 교직원에게 또 “3.1정신의 부활이 아니면

어쨌든 핵경쟁은 핵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군축협정이 실현단계에 이를 때까지 당

절망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3.1정신이라 함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자유와 독

분간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리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류의 불안은 앞

립을 달라고 부르짖은 운동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르는 말이다. 당시 일본

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은 병력으로 보아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로 인정받았고 경찰의 발달은 세계에 제일이
<필자(筆者) 연합신문(聯合新聞) 논설위원(論說委員)>

라고 이르던 시기였다. 2사단의 병력과 헌병(경찰의 일을 맡아봄)을 가지고 추상열일
(秋霜烈日) 같은 세력으로 이 민족을 위압하면서 식민과 착취를 일삼고 있었다. 도전
(Challenge)과 반응(Response)은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도전이 크면 반응도 그만
치 크다는 토인비(Toynbee)26)의 말과 같이 일본의 압력이 크니까 이에 대한 우리 민
족의 반항도 크게 되어 궐기한 것이 곧 3.1운동이요, 이 3.1운동에 나타난 정신이 곧
‘3.1정신’이다. 3.1정신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자유, 독립, 통일, 신의, 단결, 희
생, 용기들은 3.1운동의 가장 두렷하게 나타난 정신이다.
자유를 박탈당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목숨보다 귀함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감옥살이를 해 본 이는 특히 자유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왜정의 폭정 밑

26) Arnold Joseph Toy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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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아보지 못한 이는 자유의 귀함을 잘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공기 중에

3.1운동에 잡힌 자 총수 52,770명

살 때는 공기의 귀함을 모르지만, 공기가 불결하든지 부족할 때나 공기가 없다면 단

3.1운동으로 잡힌 이 중 기소된 이 10,441명

5분 동안이라도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왜정은 우리의 온갖 자유를 박
탈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발이 있어도 국

에 달했다. 실제는 그것의 10배도 넘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그때 왜정 경찰이나 헌

외에 나아갈 수 없었다. 한국은 큰 감옥이었다. 감옥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우

병에게 잡히면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고문이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팔이 꺾이

리 한국인은 일본 족속에게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 갇혔던 것이다. 마치 공산진영의

거나 엉덩이의 근육이 육회를 재어놓은 것처럼 되어 썩어난다. 오늘날 우리 경찰이 피

강제 노동자 수용의 광산이나 공장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를 달라고 철옹성

의자에게 야만적 고문을 가하여 병신이 되거나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바로

(鐵瓮城) 같은 왜적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 바로 우리의 3.1정신이다.

왜적들에게 배운 나쁜 버릇이다.

독립이 없이는 자유가 있기 어려울뿐더러 우리는 과거에 일본에 합병되었던 것과

이번 민주혁명에 궐기한 마산 사건에 나타난 고문치사(17세의 어린 학생 김주열을

같은 종노릇을 해본 일은 4000여 년 역사상 처음이었다. 우리 민족은 남을 정복해

고문으로 죽이고 대포알을 그 눈에 처박아 총탄에 맞아 죽은 듯이 꾸미고, 그래도 탄

종으로 부려먹은 역사도 없었다. 그러나 침입하는 외적을 막아내기에는 참으로 용감

로 날까 염려해 바다에 던진 것 같은 고문의 전형적인 것) 사건은 경향 각지에 많이

했었다. 그래서 독립을 찾으려고 왜적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3.1정신이다.

드러났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배운 경관들이 그대로 해방 뒤 민주 대한의 경찰의 중

통일이 없이는 3.1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파벌을 초월하

추가 되었던 때문이다. 수원에서 왜병이 교인들에게 유명한 설교가 있으니 예배당에

고 계급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동서남북, 빈부, 유무식을 초월해 한 초점(焦點)에 통

모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들여보내고는 군경이 예배당을 뺑 둘러싸고 불을 질러 전부

일된 것이 3.1정신이다.

타죽게 한 사실도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빈손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는

신의가 없었더라면 3.1운동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좌절되었을 것이다. 왜적에게 비

우리 동포에게 왜적은 잔인하게도 몇 천인지 만인지 수도 모를 많은 사람을 학살했

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3.1운동의 조직망(組織網)을 전국적으로 펴게 된 것인데, 만

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보면서도 줄지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한 희생적 정신이 3.1

일 이때 개인적 이익이나 영달을 탐해 변절해 신의를 저버리고 이 비밀을 왜적에게 밀

정신이다.

고했다면 지도 인물들은 다 왜적에게 잡히고 3.1운동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
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배신자, 반역자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3.1정신이다.
단결은 3.1운동의 중요한 정신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대동단결했던

용기는 이 위에서 말함과 같은 형편임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벼든 용기는 3.1
정신이다.
이러한 3.1정신은 끊임없이 국내 국외에서 끈기 있게 계속되어(6·10 만세, 광주 학

것이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개성

생 의거, 나석주, 강우규, 안중근, 윤봉길 사건, 군관학교, 광복군의 항쟁) 마침내 그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각 개인의 차이를 버리고 대동단결한 것이 3.1정신이다.

열매를 맺게 된 것이 ‘해방’이요, 대한민국의 광복이다.

희생의 정신은 3.1운동의 가장 귀중한 정신이다. 재산은 물론, 가장 귀한 목숨까지

그러나 맨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3·15 선거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 씩씩하던, 원기

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의 매우 줄잡은 통계지만 달리는 정확한

왕성하던 3.1정신 같은 민족정신이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뜻 있는 이로서는 실망

통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인용하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이 되었다. 민주 대한이라고는 하면서 현실은 독재요, 부패가 전
국에 충일해버렸다. 독재의 장기 계속으로 민권은 박탈되었고, 집권자의 부패로 백성

26

3.1운동 참가한 사람 1,363,900명 이상

의 재물을 착취해 백만장자라는 특권층이 자꾸 생기는 반면에, 백성은 빈한(貧寒)에

3.1운동이 일어난 곳 618곳

쪼들리게 되고 허덕이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불구자가 되고도 상이군인이라는 거지

3.1운동이 일어난 번수 848번

떼로 만들었다. 또 깡패 떼,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기, 횡령이 전 사회에 만연했다.

3.1운동에 희생된 시위자 6,699명 이상

안심하고 거리에 나설 수 없을 지경이다. 민권 피탈, 생활권 피탈은 불안, 불평,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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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간접 선거로는 대통령이 다시 피선도리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접 선

의 주요한 원인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민족정신의 발로라 할까? 고대로부터 흘러내려 오던 화랑정

거제로 고치면 경찰력과 지방관을 동원할 수 있어 피선에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

신, 임진왜란 때의 의병정신, 왜정 때의 3.1정신은 아주 죽었는가? 그렇다면 이 민족

이다. 그때 이 대통령은 그 개헌의 목적이 민권을 확장하기 위함이요, 자기는 대통령

도 아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발동시켜 대통령 출마를 간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요, 속단이었다. ‘4·26 민주혁명’이 3·15, 4·11 마산 학생의
궐기와 4·19 서울 각 대학생의 궐기와 4·25 서울의 각 대학 교수단의 궐기로 이루어

청해 마지않으므로 “민의에 좇아 출마하겠다.”고 해서 피선되었다. 이것이 국민의 신
망을 잃게 된 첫 원인이 될 것이 아닌가 싶다.

졌기 때문이다. 3.1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3.1운동 때 누군들 아무 무기도 없는 맨주
먹으로 한민족이 어떻게 왜적의 억센 무렵 앞에 자유와 독립을 달라고 항쟁할 수 있

한글 파동은 이 대통령이 오래 외지에 있던 관계로 국내에 오자 새 맞춤법이 실시

으리라고 믿었으랴? 이번 민주혁명 때 누군들 맨주먹의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자유

되고 있음을 보고 70년 전에 쓰던 식으로,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것을 불규칙적으로

당의 독재 정부의 중무장 경찰 세력 밑에서 민권을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궐기할 수

고치라는 것이었다. 이는 권력으로 학술을 간섭해 통제하려는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

있으리라고 믿었으랴? 그러나 정의는 불의를 이기는 것이 신의 섭리다. “악마의 수

래서 학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국회의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이

가 웜스 국회당의 기왓장 수보다 많다 하더라도 나는 가련다. 의를 위해 싸우러 가련

한글 파동이 국민의 신망을 두 번째로 이탈하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다.”고 용감히 항쟁하던 종교 개혁가, 아니 혁명가

루터27)는

승리했음과 같이 이번 민
원인의 셋째인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파동은 대통령을 종신제로 고치자는 문

주혁명을 위해 궐기한 학생의 의거도 승리한 것이다.
그러면 이번 민주혁명의 원인(原因)은 무엇이었던가?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遠因)

제다. 헌법을 고치려면 전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도 차지 못하는 가표로 통과되었다고 불법으로 강제한 파동이

과 근인(近因)이 있다고 본다.

다. 곧 당시 국회의원 수로는 136이라야 3분의 2에 달하는 것인데 실제 투표 결과는
1. 원인(遠因)

135.3333에 불과했는데 사사(四捨)가 되니 135가 되는 것인데 이를 오입(五入)이 되

(1) 정치 파동(1952. 5. 26)

어 136이 된다고 억지를 쓴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개헌이 되더라도 대통령 출마

(2) 한글 파동(1953. 4. 27~1955. 9. 19)

는 않겠다 했으므로, 또 ‘관제 민의’는 발동되어 출마를 해달라는 시위대가 날마다 밤

(3) 사사오입 개헌 파동(1954. 2. 27)

낮 경무대 앞에 농성했으므로 이 대통령은 ‘민의에 좇아’ 또 출마해 대통령에 3선되

(4) 24파동(1958. 12. 24)

었던 것이다. 백성의 분노는 누가 피선되었다 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법을 만드는 기

(5) 특권층의 부정 치부(곧 부패)와 민생의 궁핍

관이 불법으로 법 아닌 법을 만들어냄과 피선될 수 없는 것을 피선시키는 행정기관이
미웠던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로 민심을 이탈시킨 원인이었다.

2. 근인(近因)
원인의 넷째인 24 파동은 여당인 자유당이 밤낮으로 국회 의사당 안에서 농성하

3·15 선거의 부정과 협잡

면서 반대하는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폭력으로 축출하기 위해 미리 계획적
이 각 항에 대해 간단 간단히 설명해 보려 한다(동아일보 4월 29일 이하 졸고 참조).

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도나 역도에 능한 경관 300명을 경위로 채용했던(예산도 없는

정치 파동은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고치기 위해 반대당이 공산당과 결탁해 정부

국비를 남용하면서) 것이므로 당시 사회를 보던 한희석(韓熙錫) 부의장은 경위 발동

를 뒤집어엎으려 한다고 계엄령을 내리고 반대당을 잡아 가두고 직접 선거로 고친 것

권을 남용해 야당을 강제로 끌고 밀고 때리면서 지하실로 끌어내 보내고 반민주적인
보안법, 지방자치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을 일사천리(一瀉千里)격으로 순식간에 통과

27) Martin Luth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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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던 것이다. 보안법은 언론 자유를 구속하고 지방자치법은 민선으로 뽑던 시장,

그리고 근인이 되는 3·15 부정 협잡선거는 인민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해 마침내

읍장, 면장, 동장들을 임명제로 고쳐 선거 협잡의 복선을 펴게 한 공작임은 너무도 공

민주 혁명을 폭발시킨 것이다. 가장 순진하고 양심에 예민한, 혈기방장(血氣方壯)한

공연한 사실이었다. 가톨릭 신자인 장면(張勉) 부통령을 지지하는 가톨릭 계통 신문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대학 교수단, 그리고 일반 시민의 순서로 민주주의

의 반 자유당 또는 반 정부적 언론을 꺾기 위해 첫 희생을 시킨 것이 ‘경향신문’이었

주권을 찾고 불의와 부패를 숙청하기 위해 궐기한 것이다.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무

다. 이 24파동으로 야당 의원들 십 수 명은 폭력 경위들에게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오

엇인가를 바로 배우게 되었고,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28)의 게티즈버그29)에서

랫동안 입원 치료를 했지만 여태까지 불치의 상처를 입은 의원도 있게 되었다. 이것이

행한 유명한 민주주의 연설도 잘 알고 있다. 곧 인민의 정치, 인민으로 말미암은 정치,

국민이 민권을 잃고 울분을 품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인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 함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3·15 선거는 이와는 천
양지판(天壤之判)으로 다름을 볼 때, 주종(主從)이 뒤바뀜을 볼 때, 학생들은 이를 바

원인의 다섯째인 특권층의 부정 치부(곧 부패)와 민생의 궁핍은 정부 시책에 대해

로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 정의의 힘을 기적이라고 느낄 만큼

불안, 불평, 분노를 품게 한 것이다. 행정부의 고관이나 여당의 간부나 군부의 장성급

컸다. 3.1운동의 정신은 학생들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이다. 3.1운동이 해방과 독립을

은 물론이고 이러한 특권층의 비서급들까지도 부정축재(不正蓄財)로 여러 기업체들

가져오게 한 점으로 천추에 빛날 것이라 한다면, 이번 민주혁명은 인민의 주권과 자

을 가지고 있으며, 고루거각(高樓巨閣)의 호화스러운 사택과 값진 금은 기구와 보물

유를 살려낸 점에서 만대에 빛날 것이다.

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하층 민생은 극히 궁핍에 빠져 거지는 과거에 보지 못하
던 정도로 도처에 범람해 매일 4, 5명씩 집을 지닌 개인의 집이나 학교나 회사나 상점

4월 26일에 민주혁명은 성공을 가두었다. 그러나 독재의 아성(牙城)이 넘어지게 됨

에 모여 들었다. 이들 거지는 절도질을 겸행한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10길이 넘는 높

과 동시에 질서가 문란하게 된 틈을 악용해 우리 백성의 세금으로 된 관공청 건물을

은 담을 쌓고도 그 위에 또 무시무시한 가시철망이 가시철망환(環)을 둘러침을 보게

파괴하거나 불 지름을 본 대학생들은 재빨리 질서회복을 위해 전력을 집중해(26일

되었다. 집에서나 거리에서 도난방지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신경쇠약증이 아니

부터 28일까지) 큰 효과를 낸 것은 이를 본 외국의 기자들이나 외교관들을 감격시켰

면 신경과민증에 걸리게 한다. 또 관, 공, 사를 막론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용이 예

다. “세계에 모범이 될 훌륭한 민족”이라고 칭찬했던 것이다. 우리 학생의 이번 의거

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한다. 또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상이군인의 생활안

는 ‘3.1정신’이 씩씩히 살아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려, 이전의 그릇된 인식을 새롭게 만

정은 정부가 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지떼나 깡패나 강도가

들었다. 터키의 학생들은 우리 학생의 의거를 칭찬하고 자기들도 이를 본받아 반정부

되게 버려둔다. 전 국민에게 막대한 군경원호 회비를 부담시키지만, 이것이 관청에서

적 혁신을 부르짖고, 28일 ‘이스탄불’30)에서 궐기했다. 그들의 수상인 아드난 멘데레

몇 다리 건너가는 동안에 거의 다 소비되고 그들 상이군인에게는 아무 혜택도 돌아오

스31)가 정부의 부정을 반대하는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독재적 악법을 국회에서 통과

지 않는다는 게 그들이 폭로하는 말이다. 또한 농민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도 못 되

시켰기 때문이었다.

어 농민은 점점 생활이 곤란해지고 결국 정든 고향인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들
었다. 그들은 도시의 개천 둑이나 산허리의 토막집이나 판잣집을 짓고 빈민생활을 하

나는 4월 6, 7일 양일에 4,000의 연세 대학생들 앞에서 3.1정신의 고귀함을 말하

거나 거지로 변해 버린다. 이러한 민생의 궁핍은 특권층의 부유한 호화생활을 쳐다볼

고, 현재에는 이 정신이 자취를 감추고 있음을 통탄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3.1정신이

때 정부나 관리에게 반항심을 품게 되었다. 이는 이번 민주혁명의 시위로 질서가 풀어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장래는 쇠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 적이 있

질 기회를 틈타 부정한 고관이나 그 비서의 집을 파괴한다든지 반공 회관, 자유당 회

었다. 그러나 4·19 학생의 의거를 보고 나의 그런 걱정이 나의 기우(杞憂)요, 속단임을

관, 경찰서, 파출소들을 모조리 불 지르거나 파괴하는 것을 보아 그들의 불평과 분노

깨닫고 그들에 대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전후 171명 이상이 희생된 넋의 명복

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바로 증명해주고 있다.
30) Istanbul
31) Adnan Mend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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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는 눈물, 3,614명(이상 28일 보건사회부 조사 통계에 좇음)의 부상자를 위로하

배격한다.
12. 학생 제군은 38선 넘어 호시탐탐하는 공산 괴뢰들이 군들의 의거를 선전에 이

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학생 제군은 앞으로도 다시 그러한 민주주의를 좀먹는 내외의 적을 막는 방패가

용하고 있음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남에서도 반공의 이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군들
의 피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려는 불순분자를 조심하라.

될 것을 확신하며 또 바라는 것이다.
이제 비록 독재정권의 아성을 부수어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정상
모리배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증할 수도 없거니와, 공산 적의 파괴의 음모가 침입

13.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해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하지 않으리라고도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공산 적의 마수가 이미 침투되고 있

(1960. 4. 30. 새벽 두 시 반)

다는 것은 계엄사령관 송요찬(宋堯讚) 중장의 발표로 보아 명백한 것이다. 4·25 교수

<필자(筆者) 문학박사(文學博士) 연세대(延世大) 교수(敎授)>

단의 시국선언의 14개 조를 늘 기억하고 주의함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의거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해 궐기
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요,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이 의거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곡해며 학생들
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 평화적이요, 합법적인 학생의 의거에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해 대량의 유
혈,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
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었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서의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하게 한 대통령
을 위시해 국회의원 및 대법관들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해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자는 즉시 체포 처벌하라.
8. 모든 구금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그들 중에 파괴 또는 폭행자가 있다 하더라
도 그것은 동료 피살에 흥분된 비정상 상태하의 행동이요, 폭행 또는 파괴가 그 본의
가 아닌 까닭이다.
8. 정치적 지위를 이용 또는 권력과 결탁해 부정축재한 자는 관, 군, 민을 막론하고
가차 없이 적발, 처단해 국가 기강을 세우라.
9. 경찰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10.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배격한다.
11.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 도구화 하는 소위 문인, 예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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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영화제(亞細亞映畵祭) 낙수(落穗)
- 제7회 아세아영화제를 다녀와서 -

해서 투표해서 대다수의 표를 받았을 때 그것이 특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도된 바와 같이 <흙>이라는 영화에서 김
성태34) 씨가 작곡한 음악이 최고점을 받아서 최우수 음악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또 <

김은우(金恩雨)

로맨스 파파>에서 김승호35) 씨가 남배우 최우수 연기상, 특별히 주연에서 최고 연기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영화로 <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제7회 아시아 영화제가 이번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국제 심사원으로 유치진32) 씨와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는 아마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만들자마자 곧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저 강
원도에 어떤 어려운 촌(村)에 해마다 장마가 져서 동리가 피폐해 가고 생활이 점점 나

이 국제심사는 대회가 시작되기 보름 전부터 각국에서 제출된

락에 빠지다시피 된 것을 그 동리에서 군대에 나갔다 돌아온 어느 청년의 제의로 우

영화를 심사하는 것인데 원래 아시아 영화제의 참가국은 8개국

리 힘으로 둑을 만들어서 한 번씩 닥치는 물의 피해를 한번 잊어보자고 해 맨손으로

이었으나 이번에 태국은 빠지고 일곱 나라, 즉 우리 한국과 중화
민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힘을 합해서 돌 하나하나를 손수 날라서 긴 둑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리가 과거에 없
었던 행복스러운 동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가진 문화영환데 이것이 물론 다른 나라에

각 나라가 제출한 영화를 보면 우리 한국이 극영화가 4개 그리고 문화영화가 3인

서 제출한 과학영화라든지 또는 교육영화나 예술영화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기획

데 문화영화 중의 1개는 늦게 도착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극영화

에 있어서 대단히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필리핀에서 제출한 고유한

가 2개, 문화영화가 1개, 홍콩이 극영화만 5개, 인도네시아가 극영화만 2개, 일본이

민족 무용의 전설을 천연색으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극영화가 6개에 문화영화가 6개, 필리핀이 극영화가 4개 문화영화가 1개, 말레이시

그래서 동점인 경우에는 최후 비밀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 13명이 비밀투표를 해서

아가 극영화가 4개, 문화영화가 4개, 그리고 싱가포르가 극영화가 1, 이렇게 나왔습

두 사람이 실격을 해 – 실격한 내용은 필리핀 측의 한 사람이 우리 <뚝>을 심사할 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격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필리핀의 제목이 너무 길고 복잡해

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영화제가 7회째나 내려오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본상(本

賞)을 – 이번의 상 이름이 ‘골든 하베스트33)’인데 받아 본 예가 없었습니다. 제3회 때

<시집가는 날>이라는 영화가 특별상으로 해서 희극상을 받았고 또 작년 제6회 때 <자

유결혼>에서 박광수라는 소년이 소년연기상을 받았고 또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영

서 그것을 잘못 써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고 – 6대 5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이번에 최고 예술 작품상을 탄 작품은 어떠한 작품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콩에서 제출한 <뒷문(Back Door)>이라는 것인데 이 영화는 다섯 살 먹

화가 우리 한국의 특유한 민족 무용을 나타냈다고 해서 특별 무용상을 받았습니다.

은 계집애를 주제로 해서 가정불화,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새

특별상하고 본상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본상은 이것이 14가지 항목에 따라서 한 영

로운 계모를 맞아들이고 해서 마음 붙일 데가 없고 애정에 굶주린 어린애가 늘 뒷문

화가 끝나면 심사원들이 – 이번에는 14명이었는데 – 각각 채점을 해서 밀봉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의 총계를 내서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가 최

밖에 앉아서 하루 종일을 쓸쓸하게 소일하는데 그 옆집에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어
떤 청년 내외가 그 어린애를 늘 내려다보고 동정한 나머지 그 어린애를 어떻게 하면

고점인 사람에게 각 항목에 우수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상이라는 것

자기네 양자로 할 수 있을까. - 그래서 그 눈물겨운 인정극과 인간미가 풍부한 도덕

은 이 14가지 부문의 상을 다 준 다음에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든다면 소년연

성이 있는 것으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의 감명을 준 영화입니다. 사실 그 영화 자체로

기상이라든지 소녀연기상이라든지 또는 희극상이라나 또 그 외의 민족 고유의 예술

봐서는 기술면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는 일본에서 제출한 영화나 또 홍콩의 다른

에 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13명이 투표한 나라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부문에 대

영화로 더 크고 규모 있는 것이 많았고, 또 시나리오도 홍콩서 나온 것 중에 <온 집안

32) 柳致眞
33) Golden Harvest

34) 金聖泰
35) 金勝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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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즐거운 일이 생겼다>라는 제목의 영화는 이번에 시나리오 최우수상을 탔고 감
독상을 탄 작품인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역시 <뒷문>처럼 그

모럴리티36)가

좀결

해 있기 때문에 최고 작품상을 타는 데는 역시 인간미와 도덕성과 교육적인 것을 포

호 씨의 점수가 이들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아시아에서의 연기 지위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영화가 그 기술이 발달되기는 일
본 같은 데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촬영이나 기술진의 편집

함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상을 타는데 우리 작품
을 보고 각국 심사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마디

이라든지 감독이나 이런 데는 미숙하더라도 그 기획한 아이디어가 대단히 좋아 이번
에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만 해서 좀 지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우리 대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흙>에 나온 음악은 김성태 씨 작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국의 고유

36명이나 처음으로 많이 갔었는데,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지 않겠다면서

한 농악과 농부가를 어레인지[arrange]해서 끝까지 서양의 멜로디를 거의 넣지 않다

70여 명씩 많은 대표단원들이 왔었습니다. 정식 대표단원은 3백여 명이고 그 외에 옵

시피 하고 한국 고유의 멜로디를 가지고 잘 짜냈는데, 우리는 늘 귀에 익숙해서 그것

서버39)로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 그 회장에 한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이 늘 서양음악에만 젖어 있고, 이 28

영화제라면 심사원들이 영화를 컴컴한 속에서 10여 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심사

개나 되는 극영화나 문화영화라도 모두가 서양음악을 대규모로 사용해서 그 짜놓은

해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고, 그 외에는 전부가 각국의 배우들의 친선외교, 또

편곡이 좋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심사원들에게 참으로 귀엽고 가치 있는 것은 그

는 민간외교로 문화교류의 한 좋은 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각

민족의 고유한 멜로디가 흔히 듣는 서양음악과 다르고 창의성이 있는 것을 들렸던

국의 여배우들의 경쟁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각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점수가 나오기는 다른 최고 작품상을 탄 영화의 음악 점
수보다는 훨씬 많이 받게 되었고, 또 김성태 씨의 작곡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 중의 <

국 사람들이 –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 우리 여배우들의 우아한 옷맵시라
든지 또는 걸음걸이나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

동심초>라는 영화의 주제가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

마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따로따로 다른 나라 배우들을 하나하나 사

라면 영화 주제가상도 부상으로 탈 희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 찍은 것을 보면 더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 배우들이 모여 움직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늘 잊어버리기 쉬운데, 우리
한국의 고유한 민요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는 가운데서는 역시 한국 배우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나
타냈습니다.
특별히 여배우 중에 각 심사원들의 칭찬과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은 것은 최은희

그 다음에 김승호 씨의 남우주연 연기최우수상은 사실 작년 제6회 아시아영화제
에서도 우리나라 남자배우로는 김승호 씨와 최남현37) 씨의 연기가 상당히 주목을 끌

40),

엄앵란41), 김지미[본명 김명자]42), 문정숙43), 이빈화44) 같은 분들로, 여러 사람들

이 다투어 가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는 상을 줄 만한 카테고리에 드는 역을 맡지 못했기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때까지 없던 상을 타게 될 때 모든 나라의 주목이 우리

때문에 수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심사원들의 말에

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수상식이 끝난 다음에는 각 나라가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

의하면 연기가 작년보다도 더 발달되었고, 또 오랜 무대생활에서 우러나는 그 연기는

서 자기 나라의 고유한 예술과 음악, 무용, 그 외에 유머, 코미디 등

어딘지 깊이가 있고 기초가 확실히 서 있는 연기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을 일정한 시간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남자 주연 연기상의 후보로는 중국과 홍콩 양쪽에 나오는 왕윤이라는 배우
라든가 일본의 이시하라 유지로38)라는 젊은 배우가 후보 대상이 되었지만, 역시 김승

42) 金明子

찬양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한국 노래의 레코드를 자기네가 가질 수 43) 文貞淑
44) 李嬪華
있느냐고 해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36) morality
37) 崔湳鉉
38) 석원유차랑(石原裕次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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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observer

이때 우리 대표단에서 한 아리랑의 합창이라든가 이빈화의 즉흥 40) 崔銀姬
무용이라든가 또 황금심(黃琴心)의 삼라도의 수심가는 모든 사람의 41) 嚴鶯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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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일본이

<해외만화(海外漫畵)>
나와서 운동시합(運動試合) 다시 않겠어?

나 인도네시아나 말

<군인(軍人)은 멋진 사랑의 나이트>

사랑의 기사(騎士)들

레이시아 같은 데서
THE

희극배우들을 내세워

WEST

만장을 웃기는데, 우

- 남성(男性)의 매력(魅力)을 중점(重點)삼아 이영희(李寧熙)

리나라의 ‘플라이보
이’가 나가서 ‘라디오
드라마’를 자기 작품,
자기 감독, 자기 연
출, 자기 녹음으로 해
서 뉴욕에서 일어난
은행 깽 사건을 내용

‘30 아가씨’들도 이제는 거의 결혼했다.
‘올드 미스’의 경지를 지나 요즘은 ‘올디스트 미스’로 자처하는 모 국제기관의 여인
‘보스’ 외 몇몇 직업여성을 빼놓고는 빠짐없이 결혼전선에 참가한 셈이다.

으로 어찌나 잘했는

용약참전(勇躍參戰)하고 나니 참으로 치열한 전쟁은 전쟁이다. 목숨 걸어야 할 일

지 도중에 모든 사람

도 많고, 참아야 할 일, 견뎌야 할 일, 버려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렇게

들이 박장대소를 하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 차츰 건설되어 나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공화국인지도 모

면서 한국에는 이런
천재 코미디언이 있
NEW D
ISARMA
MENT P
LAN

여학교를 나온 지도 10년이 남짓하고 보니 난리 통에 소녀시절을 치러버린 이른바

다고, 우리도 꽤 잘하
는 줄 알았는데 한국

른다.
물론 이 공화국의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재정상태도 서로 다를 테고, 입지조건, 인
적 요소 등등 같을 리 없으니 자연 그 헌법이랑 행정 방침도 상이할 것이지만 굵은 채
에 걸러 크게 구별할 수는 있다.

의 ‘플라이보이’를 보

우선 A형

니까 자기네는 도무

애정형이라고 할는지, 꽤 자상하기는 하나 대(對)사회적인 투쟁에 뒤지기 쉬운 남

지 어린애 같다고 말

편을 그 수반으로 모신 가정의 유형이다. 별칭은 Wet형. 정신적인 뜻만으로의 Wet가
아니라, 자칫하면 눈물 콧물 등의 궁상스런 습기가 감돌기도 쉬운 가정이다.

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영화나 예술이 특별히 기술 진영만을 좀 더 힘써서 따라간다
면 절대로 우리가 최고 작품상을 타는 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자(筆者) 문교부(文敎部) 문화국장(文化局長)>

다음이 B형
Wet형에 비해 무척 Dry하다.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고는 신속한 계산 위에 운영
되어 나간다.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처리쯤 거뜬하게 해치울 수 있는 실력파의 남편이
실권을 쥐고 있는 가정의 형태다. 현실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마지막 형태(形態)가 C형
변증법적인 발전단계를 거친 것은 아니나, 이 C형이란 앞서 말한 A, B의 합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론 양자의 좋은 점만을 취사선택 성립한 것임은 두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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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다. 즉 A형의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면과 B형의 실력적이며 물질적인 면까지
를 아울러 지니는 또는 지니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가진 가정의 형태인 것이다.
이것은 가정 공화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케이스가 되기도 한다.

이긴 한데, 이렇게 막연한 질문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하는 물음 이상으로 늘상 내 맘을 혼란에 몰아넣곤 했던 것이다.

이상 세 가지 형태로 가정을 크게 구별하는 데 있어, 어떤 이는 불평을 표시할는지
도 모른다.

장미꽃은 장미꽃의 화려한 특성으로 해서 좋고, 들국화는 또 그것대로의 청초함이
있어서 좋다고 하면, 모두들 욕심쟁이라고 나무라거나 개성이 없다고 실망하기도 하

“뭐야, 남편에게만 가정 분위기 조성의 책임을 지우다니,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
니냔 말이야.”

는 탓이다.
영화배우의 지정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질문을 토대 삼아 남의 남성관을 훔쳐

천만(千萬)에! -

엿보려는 저의가 개재(介在)하는 까닭이리라. 게리 쿠퍼45)는 쿠퍼대로의 매력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 한마디로 응수해 드리고 싶다. 늘상 전시태세를 지녀야 할 여인

앨런 래드46)는 래드대로의 독특한 점이 있어 좋고, 몽고메리 클리프트47)는 클리프트

네들은 그럴수록 건설에 대한 꿈만은 간절하나 공방의식(攻防意識)에 사로잡혀 겨를

대로, 율 브리너48)는 브리너대로 각기 장기와 매력이 있을 텐데, 특정된 그 어느 누구

이 없다. 그래서 존경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장군의 명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다. 그

라기는, 어려운 대수(代數)문제 푸는 것 이상으로 골치 아픈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치 충성스럽고 용감한 부하인 것이다. 이 부하가 만약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거나,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한 가지 해답을 강똥거리기에 이르렀다. 질문하는

반항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장군 자신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양처

이를 과히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친절함이 그 태반의 동기가 되어, 영화마다 남자 주

와 악처를 만들어 내기는 남편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정형태의 성립 여하도 남편

인공을 물색해 본 결과 드디어
“전쟁영화의 클라크 게이블49)”이란 딱지를 붙인 것이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히 편협된 생각은 아닌 듯싶다.
군말이 길어진 것 같다.

<홈커밍50)>

어쨌든 이러한 A, B, C형의 가정을 두루 살펴볼 때 C형 가정이 제일 오붓하고 아늑

<모험51)>
기타 등등…….

한 살림과 재미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들 부부는 참으로 재미있어 보인다. 아니, 편안해 보인다. 그만치 어울려 있다는

그러고 보니 클라크 게이블은 참으로 매력적인 남성이다. 군복을 입혀서 초라하지

것일까, 남의 눈에도 무슨 안정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않더

않고, 평복을 시켜 더욱 멋있는 남아의 편린(片鱗), 그러나 그의 매력은 그러한 외관

라도 규모가 있으며 충분히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는 것이 제3자 눈에도 뚜렷하다.

적인 것보다는 남성 특유의 강한 의지에 기인하는 듯하다. 거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같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생활을 충분히 즐기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파생되어 나오는 생활 의욕이라든지 실력, 사고하는 깊이와 책임감 그리고 연약한 것

인 것 같다.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만치 현명하고 행동적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을 위하고, 자그마한 것을 귀여워하는 맘씨 따위가, 감자 캐듯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몇이나 될는지? 행복이란 숨은 노력을 쌓아 올리는 데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생

클로즈업되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씩씩한 클라크 게이블의 매력이, 그대로 그 C형 가정의 남편들에게 합치하는 것

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토록 부러운 C형 가정 남편이 70퍼센트가 군인이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은 무슨 까닭일까?

없다. 대한민국의 씩씩한 육, 해, 공군의 군인들, 그리고 더러는 국적을 달리한 유엔
군 장병들까지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동창생들의 숫자적인 우연만은 아닌 성싶다.
K의 남편인 M 해군 대령, S의 남편인 L 해군 중위, P의 남편인 H 육군 대위, 그리
고 C의 남편인 R. R 유엔군 상사의 경우를 따져본다 치더라도 우선 그 ‘남성적 매력’
이란 데 있어 다른 형의 남편들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이다.
남성적인 매력.
그것은 한번 백일하에 분석해 볼 만한 일이다.
“어떤 남성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무척 곤란을 느끼곤 한다. 물론 외국영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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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ary Cooper
46) Alan Walbridge Ladd
47) Edward Montgomery Clift
48) Yuli Borisovich Bryner(1920-1985);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친할머니
는 몽골인이었으며, 조상 중에 로마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한제국으로
부터 목재의 채벌권을 얻어 부를 얻었으나, 러시아 혁명으로 몰락해 그는 한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아기를 보냈다. 그 후 율리가 3살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만주와 조선, 일본을 오가며 살다가, 프
랑스에 정착한 뒤, 194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49) William Clark Gable
50) Homecoming
51)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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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에 비친 군인(軍人)의 사랑>

남성의 매력과 클라크 게이블.

망각(忘却)과 체념(諦念)의 세계(世界)

클라크 게이블과 군인…….
이렇게 논법을 전개해 나가면, 싫어도

- 영화(映畵) <모로코>를 중심(中心)하여 -

군인과 남성의 매력
이란 3단 논법이 통용되게 된다.

김용호(金容浩)

전란 시의 일이다. 내 친구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군인들과 연애를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반드시 결혼을 했다. 물론 전시 하의 일이니까, 군인들이 특별히 많
았던 것만은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지 않았다. 선의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에는 아무런 스릴이나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던 탓이리라.
“찦차 얻어 타는 바람에…….”
“배급이 많아서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 시절에 그런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상 그런 것을 바라고 시집
가는 여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군인들은 누구나가 ‘찦’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살기도 과히 편한
것이 못 되었다. 더군다나 일선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이러한 점을 들추어 냉정히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소녀들이 앞을 다투어 그들을 사
랑하게 된 연유는 더욱 근본적이며 더욱 인간 본연의 자세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
작된다.
즉 ‘전쟁 영화 속의 클라크 게이블’이 지니는 바, 그 남성적인 매력 그것이다.
그 든든한 광맥 같은 매력이 아침 안개처럼 고운 사랑의 정서에 비쳐질 때, 여인은
그만 현혹당하고 만다. 연정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아낌없이 바치고 기대고
싶은 것이 여인의 심정이다.
이러한 남편에게 이러한 아내…….
C형 가정은 이리하여 필연적인 형성을 보게 된다.
굳은 책임감과 한없는 신뢰를 기조로 한 사랑이, 보배스럽고 복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러고 보면, C형 가정의 군인 남편 제위(諸位)에게는
‘멋진 사랑의 기사(騎士)’
라는 존칭을 바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들 사랑이 길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필자(筆者) 『새벗』사(社) 주간(主幹))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의 스페인과 마주보고 있는 아프리카 주의 모로코!
<모로코52)>란 영화는 이곳에 있는 외인부대(外人部隊)의 한 군인과 카바레
[cabaret]의 가수(歌手)인 한 여인과의 애끓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어쩌면 외인부대란 이런 절망의 지대요, 절망한 인생이 찾아드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를 입 밖에 내지 않고 또한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한 인간
군상(人間群像)만이 오로지 ‘오늘’에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대에, 이런 군상 속에 멋진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톰 브라운53)!
열대지방의 특유한 따가운 햇볕은 모로코의 거리를 숨 막힐 정도로 내려 쪼이고
있는데 이윽고 씩씩한 나팔소리와 함께 성문 저쪽에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는 외인부
대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후리후리 큰 톰 브라운도 물론 이 행렬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모로코 항구에 도착한 기선 위에는 중년 신사인 라베세르54)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은근히 호의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미 졸리
55)라는 이 여인은 그가 주는 명함을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바닷물 위에 던져버리고
항구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로코의 유명한 카바레 ‘로 틴토’56)는 밤마다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생명들.
그들은 순간의 향락을 위해 술과 계집과 노름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간 아름다운 갖가지의 추억도 이미 무덤에 장사지낸 지 오래며 속고만
산 ‘미래’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매력도, 또한 관심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이, 오늘 밤만이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 밖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것
일까…….”
그들의 가슴에 못처럼 박힌 ‘인생’이란 이것뿐이었습니다.
52) Morocco
53) Tom Brown; 게리 쿠퍼
54) La Bessiere; 아돌프 멘주
55) Amy Jolly; 마를레네 디트리히
56) Lo T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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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오늘만을, 오늘밤만을.
생각하면 슬프고도 안타까운 외인부대의 ‘슬로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카바레 ‘로 틴토’에 몰려들어 순간을 향락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날 밤도 외인부대의 대장과 그의 부관인 세자르57)가 부부동반으로 나타났고 앞
서 배에서 내린 라베세르도 여기에 나타나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어슬렁어슬렁 혼자 들어온 톰 브라운은 세자르 부인에게 가볍게 손짓을 하곤
한 구석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의 막이 열리고 지배인은 새로 왔다는 가수를 소개했습니다.
‘아미 졸리!’
아까 뱃머리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그 눈! 샛별처럼 빛나는 그 눈!
톰 브라운의 눈이 아미 졸리의 눈에 부딪치자 그는 저도 모르게 황홀한 무지개 속
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했습니다.
남장을 하고 노래 부르는 아미 졸리의 목소리는 고운 여운을 남기며 손님들의 가
슴에 물결치듯 흘러갔습니다.
‘앙코르’의 박수가 파도처럼 온 홀을 넘실거렸습니다.
그녀는 선정적인 멋진 포즈를 하며 사과 바구니를 옆에 끼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꽃을 던져주자, 그녀는 그 꽃을 받아 톰 브라운에게 되던
져 주었습니다.
아까 마주 바라본 그 눈!
어쩌면 아미 졸리의 가슴에 인상적인 또 하나 다른 눈이 그 순간에 생겼는지도 모
를 일입니다.
노래를 끝내자 그녀는 바구니를 옆에 끼고 테이블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손
님들에게 사과를 팔러 다녔습니다.
톰 브라운은 포켓에 들어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사과를 샀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과 값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돈이었습니다만, 톰 브라운은 조금도 아까운 줄 몰
랐습니다.
아미 졸리는 일부러 거스름돈을 받으라면서 살그머니 자기방의 열쇠를 톰 브라운
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그들의 향락과 더불어 깊어갔습니다. 이윽고 카바레가 끝나자 톰 브라운은
아미 졸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그의 앞을 가로막
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르 부인58)!
욕정에 타는 그녀의 눈은 어둔 밤에도 넉넉히 짐작할 만치 심각했습니다만 그는

그녀를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미와 단 둘이 만난 톰.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톰은 어쩐 일인지 그녀가 되려 머나먼 곳
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어떤 마음의 갈등일까.
톰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망각의 세계로 이미 흘려보낸 ‘참된 사랑’이 아미 졸리를 봄으로써 눈 떴
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태까진 여인을 보면 다만 그는 육정(肉情)의 가치로밖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
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이미 마비되어 오로지 여인은 육체라는 관념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밤, 그는 아미 졸리에게 대해선 그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마 외인부대에선 이 말이 가장 긴한 말일 것입니다.
파란과 곡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말 못 할 사정으로 최후의, 삶의 은신처인 이 외인부대로 몰
려온 군상들.
체념과 애수와 허무감만이 감도는 망각의 세계에서 과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카바레에서 그녀에게 돈을 덥석 쥐어준 그는 늘 하는 버릇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톰 브라운은 그런 욕정의 세계를 떠나 완전히 망각해 버린 영혼
의 희미한 등불을 본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었다. 나도 그리고 너도.”
눈물겹도록 그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심경은 한마디도 그녀에게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
왔습니다.
자기를 되찾은 기쁨이라고 하기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톰 브라운은 돌아오는 길에서 뜻밖에도 토민(土民)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
은 질투를 느낀 세자르 부인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헌병에게 발
각되어 애매하게도 영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창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출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세자르
의 명령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거의 없는 변경지방(邊境地方)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해 쫓겨 온 외인부대. 그 외인부대에서 또 추방당해 쫓겨 가야만
하는 톰 브라운!
그는 쓰디쓴 그의 인생과 운명 앞에 스스로 조소(嘲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미 졸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대출연의 벨을 듣자 잠
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무대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그는 화장실의 으리으리한 장

57) Caesar; 울리히 하우프트
58) Madame Caesar; 이브 사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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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루주’(립스틱)를 들어 커다란 전신거울에다 My mind
changed(내 마음은 변했다.)라고 써 놓고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톰 브라운이 떠나는 날!
그녀는 마지막 이별을 나누기 위해 그에게 갔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추방당해 이곳 모로코까지 온 그들이 또다시 추방당해가는 낯선 곳!
그들 외인부대를 따라 이른바 ‘후속부대’라고 하는 여인의 한 패가 그들 뒤를 따랐
습니다.
버림받은 생명을 끝내 버릴 수 없는 그들, 그 여인들.
생명의 집착이란 이렇게도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질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미 졸리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라베세르가 원하는 대로 약혼을 하고 성대한 피
로연을 열었습니다.
그때 군대의 나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감전이나 한 듯 거리로 뛰어 나갔
습니다.
아! 거기에는 출전했던 패잔병 부대의 참담한 행진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그 행렬
에 톰 브라운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미 졸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의 행방을 물어 그가 전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드디어는 어느 추잡한 술집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톰 브라운은 그녀가 라베세르와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외인부대 전원에게 귀영명령(歸營命令)이 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가 술집
을 나가자 그녀는 그가 앉았던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 그에게 대
한 뜨거운 격정(激情)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동 준비를 갖춘 외인부대를 전송하러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북소
리와 함께 부대는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톰 브라운의 모습이 움직이지 않는 사진처럼 영상(映像)되어 사
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대 뒤에는 여전히 ‘후속부대’인 여인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일단(一團)을 멀리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그 후
속부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멀리멀리 광막하게 펼쳐지는 사막의 길. 뜨거운 모래는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
걸음을 무디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구두를 모랫바닥에 집어 던지고
맨발로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 멀리 사라져가는 외인부대와 후속부대는 그녀를 비웃는 듯
그녀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다만 벗어던진 구두만이 사막을 휩쓰는 바람에 뒤덮이고 있을 뿐이었
습니다.

영화 <모로코>의 줄거리는 대강 이런 것입니다만 불행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따뜻
하고도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을 포기한 톰 브라운에게 있어서 아미 졸리란 여성을 만났다는 것은 ‘과
거’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톰 브라운의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건대 톰 브라운에게 지워진 운명이란 ‘오늘의 만족’만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
다. 그것이 현재의 톰 브라운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만족’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재의 톰 브라운에게는 도리어 불행한 사
실일 것이며 벅찬 인생의 새로운 십자가를 마련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필자의 기억에 만약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대사 중에 “십 년 전에 그대와 만났
더라면…….”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이 현실에서 저버림을 받기 전, 그때 만났더라면 틀림없이 그들은 행
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그 행복의 발판을 완전히 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여성 또는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났지만 스
스로의 인생의 위치는 도저히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극히 간단한 일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체념의 세계로 되돌아갈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내일을 알 필요 없이 오늘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사막이 묻히고 싶은 심정.
아미 졸리가 집어던진 구두는 어쩌면 톰 브라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도, 그녀도 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사막에서 세찬 바람에 뒤덮이고 있
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들은 시간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마력을 가졌는가, 새삼스레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2면(面)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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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制服)에서 받은 군인(軍人)의 인상(印象)>

이제 국군의 제복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군복(軍服)에서 느끼는 신뢰감(信賴感)

단정한 제복의 국군에게서 받는 인상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사’라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예복을 갖추어 입은 장교를 국제신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싸우는

군복(軍服)의 멋은 정복(正服)보다 오히려 단정(端正)히

나라의 군대가 이러한 평을 받아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입은 작업복(作業服)과 철모(鐵帽)의 차림에 있다.

물론 신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군인은 후방에 근무하는 일부에 한하는 것이요,
이면(李勉)

일선 고지에 근무하는 장병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때 묻은 작
업복에 철모를 쓰고 북녘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휘영청 밝은 달밤, 무섭도록 적막한
일선 고지에서 밤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엄숙함을 찾을 수 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옷은 분명히 사람의 품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

군인이라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후자의 모습이요, 군인들도 신사라는 평보다

다. 그러나 반드시 화려한 의상이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는 못한다. 화려한 의상

는 오히려 후자의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다. 말쑥한 제복

이 누구나 다 입어 아름다운 것이라면, 시골 파파노인에게 파리의 최신 모드에 따른

을 가지런히 입고 나란히 걸어가는 군인들에게서 화려한 ‘멋’을 찾을 수 있다면, 작업

옷을 입혀도 아름답게 보여야 할 것이다. 양말을 입혀도. 그러나 그것은 코미디 쇼의

복의 군인들에서는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다.

한 장면일 수 있을 뿐이다. 그 노파에게는 오히려 곱게 다듬은 한산 세모시의 한복이
한결 격에 맞을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일에서나 다 그렇지만 의상도 마찬
가지다. 격에 맞지 않는 옷은 오히려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다. 남에게 아름
답게 보이려는 마음은 본능에 가깝다. 그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고 한다.

작업복(作業服)의 육군이 ‘믿음직한 소’라면, 하복(夏服)의 해군은 ‘물 찬 제비’요,
동복(冬服)의 공군은 ‘포근한 비둘기’이다. 예복의 육군, 동복의 해군 그리고 하복의
공군은 왠지 어색하다.
어쨌든 군복에서는 남아다운 기상과 무한한 신뢰를 느낀다. 그래서 마침내 일부의
몰이해한 측들에 의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는 멋진 사랑의 기사로 비치는

어쨌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추남추녀들이 그 분

듯하다. 거기에는 영화의 공이 크다. 많은 애정영화의 남 주인공은 군인인 경우가 많

장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함은 눈물겹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에의 관심을 끌기

고, 그는 멋진 사랑을 엮어놓기 때문이다. 그러한 곳에서의 군인은 사나이다운 기상

위해 소중히 감춰야 할 젖가슴마저 드러내는 선의의 말괄량이에게는 실례지만 고작

과 다정으로 여인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생사를 건 치열한 전장의 병사에게서는 엄숙

해야 ‘대담(大膽)한 계집’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홀태바지에 귀밑까지 덮은 머

함을 찾을 수 있고, 단정한 제복의 군인에게서는 날씬한 멋을 느낄 수 있지만, 그와

리를 포마드로 이겨 바른 거리의 얌체들은 구역질이 난다. 삼복염천(三伏炎天)에도 넥

반대의 상태에서는 쓸쓸함과 수퉁[투박]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타이까지 매고 정장을 한 신사는 보기에 딱하다. 그런가 하면 티셔츠에 파자마 바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멋있는 제복들도 경우에 따라 외부에 주는 인상을 달리함을

으로 거리에 나서며 훤히 비치는 속치마 바람으로 손님을 맞는 아낙네는 보기에 민망

알 수 있다. 그래서 군복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작업복 혹은 정복, 예
복으로 가려 입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군복의 산뜻한 인상은 한

하다.
이렇게 천태만상의 차림은 저마다 보는 이의 인상을 달리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점

결같은 단정에서 오는 것인 듯하다. 마구 구겨진 군복이나, 몸에 맞지 않는 군복이란

잖고, 또 자신에게도 편한 옷차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위인이 다른 일인들 잘 처리

꼴불견이다. 가끔 거리에서 휴가병의 쿨렁쿨렁한 군복과 군화를 보고는 이맛살을 찌
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복을 한 군인이 유흥가를 드나들거나 술이 곤드레가 되어

해 나갈지 의문이다.

거리를 비실대는 꼴도 역시 보기 싫다.
모든 군인이 의장병(儀仗兵)과 같이 항상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깨끗함과 단정

× ×

을 지녀야 할 것으로만 생각된다. 군인이 군복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멋’있는 인상은
편집자의 요구는 “제복에서 받은 군인의 인상”인데 이렇게 외도를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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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필자는 작업복의 육군이 좋고 ‘세라’복의 해군이 좋으며, 푸른 동복의 공군

<군인(軍人)의 가정생활(家庭生活)>

한 평(坪)의 화단(花壇)을 가꾸는 마음

이 인상에 남는다. 그러면서도 국군 고유의 군복의 멋을 찾을 길 없음을 섭섭하게 생

- 군인생활(軍人生活)과 가정생활(家庭生活)에 대하여 -

각한다.
현재 국군의 복제(服制)는 미군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에 표준을 두고 있는 것으

이경남(李敬南)

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과 체격에 맞도록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과 체격이 다른 국군에게는 이에 맞는 제복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국산 무명지로 국군의 제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 들은 바로는, 현역 가운데 이에 대해 찬성을 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내일 비록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다. 이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위엄이 없는 군복이 더 볼품없어진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다. 너무나도 알기 쉬운 말이다. 그리고 멋들어지기 한량없는

다는 것이었다.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날 국

그러나 누구도 이 말이 뜻하는 대로 행동(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급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충실한 공복일 뿐
이다. 국민에 대해 국군의 위엄을 제복으로 과시해야 할 이유란 하나도 존재하지 않

× × ×

는다.
제복의 위엄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근위병의 단아한 의장과 군국주의 일본군대나

내 고향 친구인 K대위는 새벽잠이 없기로 동료들 간에 유명하다. 그는 새벽 다섯

나치 독일군 그리고 오늘날의 적군의 제복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위압을 생각함

시만 되면 영락없이 일어난다. 언젠가 나와 하숙을 함께 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부스

이 분명하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민주군대를 지향하는 국군에게는 그러

스 눈을 떴을 때는 그는 으레 뒷산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화단을 손질하기에 바

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보다 민주군대적인 풍모가 아쉽다.

쁜 것이었다.

다만 어떤 모양의 제복이든 간에 일반 국민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생
각한다. 제복의 미는 한결같이 단정에 있지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어느 집에 하숙을 드나 이 ‘화단 가꾸기’에 반미치광이였다.
그렇다고 그는 남달리 선이 가는 감상파도 아니요, 걸치고 있는 군복에 대해 못마
땅한 자모(自侮)를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시인도 아니고, 남달리 전원화(田園畵)
를 좋아하는 것도 역시 아니었다.
“자네 앞으로 원예사가 되려나?”
언젠가 이렇게 빈정댔더니 그는 씨익 웃으면서
“꽃이 그저 좋아서……. 아니, 꽃을 매만지는 그 순간이 제일 순수해질 수 있으니
까.”
그는 흙 묻은 두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와의 하숙 생활도 반년 정도로 끝마치고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전속명령을
받아 뿔뿔이 헤어졌다.
그 후 그는 결혼했다.
작년 가을이었다.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서 소위 그의 ‘스위트 홈’이라는 곳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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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물론 셋방이었다.

모두들 그를 ‘용감하고도 착실하기 짝이 없는 장교’라고 칭찬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몇몇 고향 친구와 동창생들이 모여 앉았다. 모두 다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술이 거
나하게 돌아갔다. 신부(?)되는 아주머니도 무척 흥겨운 모양이었다. 이 얘기 저 얘기
가 한참이다가 나는 문득 그의 꽃 가꾸는 취미에 생각이 미쳤다.

나는 그를 나의 고향 친구요, 학교 동창이요, 지금껏 우의(友誼)를 맺고 있다는 데
서 큰 자랑을 느끼고 있다.
집 안에서는 둘도 없이 어질고 착한 살림꾼이요, 이웃 간에는 빈틈없는 성실의 인

“자네 요즘도 그 2등 원예사 노릇을 하나?”

물이요, 군에서는 칭송받는 모범장교…….

그는 또 특징적인 웃음을 씨익 지을 뿐이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미닫이를 살며
시 열었다.

그 ‘용기’와 그 ‘착실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흔히 무뢰한이나 협잡배들이 자기 행위를 변명하는 최후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저걸 보세요. 저 화단은 모두 이 분이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이곳에 이사 올 적엔
공터였는데…….”

‘애국’이라는 말이다.
그와 반면에 옹졸하고 미숙한 친구들이 바깥에서의 자기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

그의 아내는 무척 즐겁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추켜드는 법이다. 예를 들면 집안 살림을 하자니까 그렇게 된

K대위의 말인즉 이러했다.

거죠, 일선 전속이 싫어서가 아니라 처자식을 생각해서입니다, 등등.

그들이 처음 이 양옥집에 한 칸 방을 세로 얻어 들어올 때는 뜨락은 말이 아니었다
고 한다. 주인 양반은 어느 회사의 고급간부로 제법 수입이 많은 듯했고, 주인마누라

‘애국’을 함부로 뇌까리는 무뢰한의 협잡성이나 ‘가정’을 방패로 내세우는 소인배
의 비겁성이나 따지고 보면 다를 바 없다.

는 또 그대로 유한마담 못지않게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중에 다니는 딸 하나

K대위의 ‘화단 가꾸기와 전장에서의 용전(勇戰)’은 언제나 나의 가까운 귀감(龜鑑)

를 애지중지 키우긴 했었지만, 바깥주인은 주인대로, 안주인은 또 그 여자대로 가정

이다. 그는 언제나 ‘사랑’에 충만해 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림에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 듯싶었다. 그러므로 이 집 주인이 K대위 내외에게 사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랑방을 세로 들인 것은 몇 푼의 방세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나 호젓하므로

상충되는 이질(異質)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평소에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약

일종의 집지키기 격으로 맞아들인 셈이었다.

되어 있는 듯싶다.

그런데 K대위 내외가 이 셋방을 얻어 들어온 지 두 달도 못 되어 이 주인집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꽃을 만지고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순수해진다.”
고 솔질하게 말할 줄 아는 나의 친구인 K대위……. 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방을 말끔히 치운다, 유리창을 닦는다, 변소를 고친다, 수도 주변을 깨끗이 한다,

“내일 비록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고는 공터로 팽개쳐져 있던 뜨락 한 모퉁이를 파헤치고 아담한 꽃밭을 가꾼다,

는 말의 뜻을 다시 씹어볼 수 있는 즐거움에 잠긴다.

등등. 이것은 물론 K대위가 아침 출근 전과 저녁 퇴근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

K대위! 그는 오늘 아침에도 남의 집 뜨락의 화단을 가꾸었을 것이다.

불어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해낸 일들이었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그러자 맨 먼저 그 집 딸이 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주인마누라가 바깥출

금언(金言)

입을 덜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밤마다 늦게 돌아오던 바깥주인이 해질 무렵이면 으레
돌아와서 함께 손을 거들게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 마음이 가벼우면 그 일도 또한 가볍다.

× × ×

△ 새것은 다 아름답게 보인다.
△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지 여하에 달렸다.

나의 존경하는 친구인 K대위는 물론 모범적인 장교이다. 그는 몇 개의 무공훈장

△ 여론은 세계를 통치한다.

(武功勳章)을 받았고 두 번이나 부상을 입었던 군인이다. 그의 상관이나 그의 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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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原子力)과 국제정치(國際政治)

지났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렇듯 전쟁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국제정세 하에서 전쟁을 방지시켜온 크나큰 힘

- 원자력(原子力) 관리문제(管理問題)를 중심(中心)으로 -

이 바로 이 원자폭탄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너무도
조순승(趙淳昇)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미소가 다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따
라서 학자들은 이 원자력이 세력 양극화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균형자라고 말하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은

있다. 마치 19세기에 있어서 영국이 열강 간의 균형자의 역할을 해 100년 간의 ‘유럽

과거에 유례없는 세력 양극화에서 온 현상들보다 원자폭탄이라는 새로운 파괴력이

의 평화’를 가져왔듯이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영국 대신 원자탄이 균형자가 되

대두함으로써 일어난 힘의 긴장상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희대의

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탄이라는 세 요소가 나타나

영웅

나폴레옹59)이

워털루60)

전투에서 패배한 후 1815년에서 1914년까지 100년간

지 않았더라면 이미 세계는 3차 대전을 맛보았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과는 다른 세계

에 걸친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것은 유럽 열강의 세력균형 정책의 힘이라고 한다. 제

질서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원자탄이란 우리가 주저할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서유럽은 힘의 진공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해야 할 것이다. 사실 원자력이 파괴력으로서 사용되지 않

이러한 힘의 진공상태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불안과 초조감을 가져오게 하

고 인류의 평화와 복리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좀 더 행복한 후일이 약속될 수 있는 것

고 있을뿐더러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은 이 진공(眞空) 지대를 자기의 세력권 내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원자력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이용되기보다는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 파괴력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대전이 종국을 고한 무렵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거의 황무지화되어 있
었고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반(半)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945년 이
후의 국제정세는 미국과 소련의 독점무대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세계질서와 평화는

그것은 장차 원자전(原子戰)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미소가 다 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라 하겠다.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적대행위가 중지되지 않는 한 원자폭탄 사용을 포기할 수 없

19세기적인 열강의 세력균형 정책으로서 유지될 수는 없었고 일찍이 역사에 보지 못

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소련은 근 500만에 가까운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

한 세력 양극화 시대가 연출됨으로써 세계 사람들은 격심해져 가는 냉전 속에서 불안

지만, 미국은 170만 내외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탄이라는 파괴력이

하고도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없이 소련 세력을 막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뿐더러 소련 자체가 다

세력 양극화의 현상은 불안정한 국제질서를 가져왔다. 양 세력 간의 분쟁을 조화

량의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되는 오늘날 장차 소련이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

시키고 타협점을 가져오게 할 균형자(均衡子)가 없기 때문에 외교의 신축성이 없어지

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설사 소련이 미국의 원자탄 세례를

고 신축성 없는 외교는 사소한 국제분쟁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일촉즉발(一

무서워해 전면전쟁을 피하고 과거의 한국전쟁과 같은 국지전의 수법으로 점차 자유

觸卽發)61)의 위험상태를 가져오며 국제적 긴장상태를 조장시키는 새로운 현상이 일

진영을 좀먹고 들어올 때는 미국은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

어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쟁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전쟁이 일

가 된다.

어나면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잿더미가 되리라고 생각되었지만, 일어날 듯 일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며 정략가인 헨리 키신저63) 교수는 그의 『원자무기

어날 듯하던 전쟁이 제2차 대전이 끝난 지 15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

(原子武器)와 외교정책(外交政策)』이라는 저서에서 논하기를 장차 소련은 세계전쟁을

을뿐더러 버트랜드 러셀62)과 같은 영국의 철학자는 이미 세계대전이 일어날 시기는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전면전쟁보다는 한국 혹은 인도차이나 등에서 국부전쟁을 감
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국부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군을

59) Napoléon
60) Waterloo
61) 원문의 一觸之發은 一觸卽發의 오기임.
62) 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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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Henry Alfred Kis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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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지낸 핀레터64) 씨는 그의 저서 『힘과 정책(政策)』 혹은 일명 『수폭시대(水爆時代)

가 가지고 있는 원자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에 기습공격을 하게 되면 30분 내에 전 미

의 미국(美國)의 외교(外交) 및 군사정책(軍事政策)』이라는 저서에서 강조하기를, 원자

국의 군사기지와 농업기관이 거의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력의 시대에는 국부전쟁(局部戰爭)이 전면 전쟁화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미국이 원자

있다. 이것은 미국이 기습작전을 했을 때 소련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탄으로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만 유지한다면, 그리고 소련이 국부전쟁

다. 따라서 양국이 다 기습공격의 사전탐지에 전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을 일으킬 때는 국부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소 전면전이 된다는 태도를 명

미국은 소련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소련 주변에 수많은 레이더 전초기지를

백히 한다면, 소련은 미국의 공군에 의한 본토공격이 두려워 국부전쟁도 일으키지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미국 본토를 기습할 경우 15분 내에 원자탄을 가지

않으리라는 견지에서 지상군보다는 미사일과 공군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고 소련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공군기지(Strategic Air Command)를 전 세계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그럴듯하기 때문에 양자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

가지고 있다. 그뿐더러 소련에서 이 전략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기습공격하는 것을 미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키신저 교수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여

연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략공군의 3분의 1의 병력이 원자탄을 가지고 항시 소련주

국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겠다. 미국의 과

변을 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장거리 유도탄 아틀라스가 실험단계를 벗어

거 역사와 국민성으로 보아 소련 측에서 먼저 원자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에

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 전략공군부대(SAC)가 미국 방위의 핵심을 이루고

서 먼저 쓰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소련 혹은 중공의 사주를 받아 이북에서 다시 남침

있으며, 이 SAC가 무서워서 소련은 미국에 기습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해 올 때 그네들이 원자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미국 측에서도 되도록 원자무기 쓰는

이번 파리 정상회담의 결렬을 가져오는 데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U-2 정찰기 사건

것을 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래적 무장에 의한 지상군의 전투가 결정적 역

역시 어느 의미에서는 원자력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

할을 하게 되리라고 여겨진다. 즉 원자무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파괴력 때

된다. 소련은 미국과 같은 개방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소련이 언제

문에 미소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 쉽사리 사용되리라고는 생각되

기습해 올지 모른다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 기습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무기의 사용 여부가 어느 의미에서는 전반(全般)전쟁과 국부

는 소련 국내의 주기적인 공중 정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과거 4년간이나 미국이

(局部)전쟁과의 한계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서로

U-2기로 공중정찰을 했는데도 그것을 떨어뜨리지 못하다가 이번 5월 1일에는 U-2

전쟁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전쟁이란 총력전이기 때문에 자

기의 기관고장으로 고도가 떨어짐으로써 로켓포 공격을 받아 추락한 것이 문제가 된

연 원자무기까지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이다.

것뿐이다. 이 사건으로 정상회담은 깨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미국 정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미 재래식 무기와 원자무기를 구별할 시기는 지났다

찰기가 과거 4년간이나 안전하게 소련영공 내를 날아다니면서 소련의 중요 군사 및

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원자포에 의한 전쟁용 원자무기 등은 그 파괴력을 극도로 압

산업기지를 샅샅이 다 사진 찍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현 미사일 시

축시킬 수가 있어 재래식 무기와 별다른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에도 미국의 전략공군이 소련 내에 안심하고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됨으로

따라서 이제는 원자무기도 사용방법 여하에 따라 그 파괴의 정도를 조종할 수 있기

써 소련 대공방위(對空防衛)가 상상 이상으로 약하다는 좋은 예가 되고 말았기 때문

때문에 원자무기가 국부전쟁과 전면전쟁과의 한계를 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

에 흐루쇼프로 하여금 오히려 실색(失色)하게 한 것이었다.

서 원자무기가 가장 좋은 보복수단으로서 적에게 심리적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이렇게 원자력에 의한 기습공격의 가능성이 점차 증대해감으로써 미국에서는

될지언정 국부전쟁이나 전면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1947년 이래 원자력의 국제관리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소련은 이것을 꾸준히 반

보는 것이다.

대해 왔을 뿐더러 원자력의 국제관리란 소련의 국내 문제 간섭을 말한 것이라고 일소

이 원자력 시대에 들어서 군사정략가들에게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된 것이 다름 아

(一笑)에 부쳐버린 것이었다.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 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 세

닌 기습공격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소련이 그

계의 군비축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째, 소련과 미국은 자기네들이 영공을 개방해
국제연합기구에 의한 공중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습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64) Thomas Knight Fin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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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둘째, 소련과 미국은 그네들의 군사기지의 정확한 약도를 서로 교환함으로

원자력의 발전과 원자력이 가진 무제한한 파괴력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써 상호간의 전쟁준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는 셋째로 양

아니라 국제정치를 더욱 복잡다난(複雜多難)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고

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무기를 완전히 파괴함과 동시에 지상군의 수를 미국과 소련이

도 실질적인 원자무기의 국제관리 제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전 인류가 하루도 안심

같은 비율로 최소한도까지 줄이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상호간에 정보를

하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인류문명이 가져온 20세기의 비극이 아닐 수 없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다. 고 아인슈타인65) 박사가 풍자하듯이, 제3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남는 것은 아

이 제안에 대해서 소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자무기의 완전파괴를 해야 하며 그

프리카의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떼들일 것이고, 제4차 세계대전은 원숭이들

후에 군비축소나 영공개방을 논하자고 주장한 것이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이

끼리 돌팔매질하는 전쟁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소

소련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국제적인 감시단 없이 원자무기를

련의 세계평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효과적인 원자력의 관리가 하루 속히 이룩되어

서로 완전 파괴한다면 누가 소련이 약속대로 원자무기를 파괴했다는 것을 보장할 수

20세기의 비극이 20세기의 희극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 것이다.

있으며, 영공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니 숨겨놓은 원자무기를 가지고 언제 기습해 올지

<필자(筆者) 정박(政博) 연세대(延世大) 교수(敎授)>

모를 일일뿐더러, 원자무기만 미리 파괴해 놓으면 소련의 5, 600만이나 되는 지상군
이 서유럽을 휠쓸 때 서방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원자력 관리문제와 군비축소 문제에 있어서 미소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다.
흐루쇼프가 작년 미국에 왔을 때 UN 총회에서 제안한 군축안도 1955년의 그네들
의 제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즉 그는 미국과 소련은 즉시 원자무기를 파괴할
것이며 3년이나 4년 내에 전 세계에서 경찰병력만 남겨 놓고 모든 군대 및 군대조직

65) Albert Einstein

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그뿐더러 그 기간 중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동서 간에

원자력국제기구(原子力國際機構)

불가침조약을 맺자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원자무기를 파괴한 후 2, 3년 내에 소련이 전쟁수단에 호
소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려고 든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자유 진영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흐루쇼프의 제안은 일고(一顧)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해 버렸다.
U-2 정찰기 사건이 일어난 후 소련이 이 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하자 미
국은 또다시 공중감시안을 가지고 응수했다. 이번 UN에서는 미국 대표 로지 씨가 말
하기를 미소 영공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점으로부터의 기습공격을 방
지하기 위해 그리고 UN 회원국가 내에서 잠재적인 전쟁준비가 없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UN 공중경계기동부대를 창설하고 세계적인 공중개방을 하자고 제안했다. 소련
은 이것이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논박(論駁)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이 안이 UN에 상정되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 원자력 관리문제를 가지고 현재 제네바에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원칙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소 간에 어떠한 타협점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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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G
1956년 10월 26일 원자력 평화이용을 촉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함을 방
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 현재 79개국이 이에 가맹.
CERN
1953년 7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12개국이 각국
의 원자핵연구의 자금, 기술을 집결해 공동 연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
원자핵연구회의.
EAEC
1958년 1월 1일 초국가적인 유럽 원자력 공동개발의 목적으로 프랑스, 서독, 이
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6개국 간에 설립된 유럽원자력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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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역두풍경(驛頭風景)

정영코 인간(人間)과 문명(文明)에 대한 일대 치욕(恥辱)이렸다

김동명(金東鳴)
단 두 개의 뚜껑 없는 짐차(車)만이 피란민(民)에게 던져진 호의(好意)였다.
우리는 다만 남보다 한걸음 일렀기에 이 짐차(車) 구석에 짐짝모양 꾸겨 박
히는 행운(幸運)을 차지했을 뿐,

그러나 피란민(民) 제군(諸君)! 제군(諸君)이 정작 부러워해야 할 상대(相對)
는 우리가 아니니 잠깐 고개를 도리켜 저 쪽을 바라보라
어느 녀석의 세간 나부랭인지, 유개화차(有蓋貨車) 속으로만 듭시지 않는
가?
결국 그대들의 이름은

이제 우리의 이 자못 명예(名譽)롭지 못한 위치(位置)가

‘바게쯔’ 값에도 못가는 ‘민주국민(民主國民)’

이렇게도 많은 시선(視線)들의 열렬(熱熱)한 선망(羨望)의 표적(標的)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얼빠진 얼굴들을 하고 언제까지나 섰을 테냐?
나는 치미는 울분(鬱憤)을 화(火)통처럼 내뿜으며
호남(湖南)의 고읍(古邑) 전주(全州)를 떠났다
피난시첩(避難詩帖)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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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친척(親戚)

이루었구나.
아아 박생원댁(朴生員宅)은

박목월(朴木月)

돌다리 건너 저 집이지요.
산(山)둘레는 새초록빛
울 너머
사방(四方) 삼십리(三十里)

살구꽃 폈잖은기요.

잡성(雜姓)이 모여 사는

울 너머

백여호(百餘戶) 마을.

살구꽃 그 가지에

얼마나 호젓하기로

겨우 두어 점(點) 하얀 살구꽃.
실낱같은 핏줄을

산에 등을 대고

더듬어가서
저렇게 마을을
겨우 그 집에
살구꽃 두어 점(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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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파리(巴里)

시간을 여행하는 나의 마음이
세에느에 비쳐서 내가 흐른다

조병화(趙炳華)

에뜨랑제68)-란 인간을 말하는 것
향수(香水)와 연초(煙草) 냄새 짙은 유럽 하늘 아래서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노뜨르

담66)은

나이를 먹고

나는 순수(純粹)한 코리안

세에느67)는 사랑을 적시며 늙을 줄을 모른다

멀어서 마냥 슬픈 사람

지지리 못생겼으나 목석(木石)이 아니어서 슬펐던

손이 비어서 마냥 허전한 나그네

쓸쓸한 나의 벗은

향수(香水)와 연초(煙草) 냄새 짙은 유럽 하늘 아래서
노뜨르 담은 나이를 먹고

지금 종(鍾)소리 속에 간 곳이 없고

나는 인간 나그네
사랑은 남아서 노래를 기른다
세에느는 사랑을 적시며 늙을 줄을 모른다
애인(愛人)은 바뀌어도 세에느는 그저 흐르는 것

<시집(詩集)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66) Notre Dame
67) S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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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신화시대(神話時代)

벽화(壁畵)의 눈알들과 대화(對話)를 나누며
신화(神話)는 현대(現代)를 찔러서 감각(感覺)한다.
유경환(劉庚煥)

주먹만 한 화분이 포연(砲煙) 같은 정서(情緖) 속에

창(窓)과 하늘이 투명하는 것이

안고 지키는 신비(神秘)와

두려운 찻집마다에 핀 신화(神話)

네온 불빛 밑에 눈매로 찔름대는

짙은 커휘이빛 의식(意識)에

웃음과 악의(惡意) 없는 인사
매담 헬렌의 체온(體溫)은 루우즈처럼

음악과 네온 불빛과 담배연기가 섞여

신화(神話)는 방황과 씸포지움에 황흘만 하다.
한그루 화분에 꽂힌 명(命)은

한 그루의 신화(神話)는 살아 있다.

푸른 잎의 구조(構造)에서 색채(色彩)를 증발시킨다.

불안(不安)의 영역(領域)으로 부터 꿈을 축성(築城)69)하고

구수한 흙에서 격리된 감방 제8호실(第八號室)

밤이면 낯선 안개와 상황(狀況) 속에

담겨진 흙가루는 모방된 사막(沙漠)

감기는 애정(愛情)은 스테리오더포닠
고향(故鄕)이 없는 신화(神話)의 손톱은 날카로워

세대(世代)를 잃어버린 종신수(終身囚)처럼

그리이스시대(時代) 적 양분(養分)70)만 빨고 있다.

흑인영가(黑人靈歌)를 호흡(呼吸)하며 뒤틀린 목아지

69) 원문의 築域은 築城으로 보임.
70) 원문의 養粉은 養分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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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실(科學敎室)>

2. 핵무기의 발달

핵무기(核武器)의 발달(發達)과
인류(人類)의 장래(將來)

핵무기라 함은 화학반응으로 TNT의 화약이 폭발해 생기는 폭탄의 ‘에너지’ 대신

에 원자핵이 분열(分裂) 혹은 융합(融合)될 때 새로운 원자를 구성함과 동시에 다량에
‘에너지’와 ‘방사능’을 발생하게 하는 장치이다.
1. 원자폭탄
김석연(金錫淵)

원자폭탄은 원자가 분열될 때 막대한 ‘에너지’와 방사능을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라늄’ 235에다 중성자를 부딪치면 ‘스트론튬’71)과 ‘제논’72)의 두 개의 새로운
원자를 발생하는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 그리고 방사능을 발생시킨다.
기술적으로는 우라늄을 한계용적(限界容積)에 미달하도록 두 부분으로 분리해 놓
고 이것을 시계 폭탄과 같은 장치인 융해물질(融解物質)을 이 두 부분 사이에 넣어 놓

1. 서론

고 공중에 있는 ‘바륨[Barium]’에서 나오는 중성자(中性子)와 반응을 일으켜 연쇄반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류의 생활양식도 변천해 가지만 전쟁의 형식도 여러 가지 모

응(連鎖反應)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양으로 변해가고 있다.
고대(古代)의 전쟁에서는 병력인원(兵力人員)의 다소(多少)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

2. 수소폭탄

정지었다. 그러나 전쟁은 점차로 과학전(科學戰)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그의 대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과 반대로 두 개의 원소가 융합(融合)해 한 개의 원소(元素)를

적인 예로서는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전투장에서 ‘독가스’를 사용한 데서 시작해 그

구성할 때 생기게 된다. 즉 두 개의 수소를 합해 한 개의 ‘헬륨’73)으로 되게 한다. 이

후 V1호, V2호 등의 원거리 로켓포의 등장 그리고 근래에 와서 원자탄의 출현 등을

반응은 핵분열 때와 달라 약 섭씨 6,000도의 고열이 필요하다.

들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신무기의 진보를 학술적으로 보아 비교적 비정밀

그래서 보통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주위에 필요량의 수소를 넣어 둔다.

과학(非精密科學) 시대인 화학전(化學戰) 시대에서 비교적 정밀과학(精密科學)인 물리

그러면 원자폭탄이 폭발함과 동시에 그 주위에 수소와 생긴 고열로 상기(上

(物理), 수학(數學), 공학(工學) 등의 전쟁 시대로 변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화학

記)한 융합반응(融合反應)이 생겨 ‘헬륨’의 원소와 막대한 열에너지와 방사선을

의 유산물인 폭탄전(爆彈戰) 시대로부터 물리, 수학, 공학의 유산물인 비행기 로켓 원

발생시킨다.

자탄 등의 세밀과학 전쟁 시대로 변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현대에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상기와 같은 무기를 기술적으로 우수하게 또
양적으로 다량 생산해야 될 것이다. 즉 근대에 이르러 전쟁은 일종의 생산전이 되고
말았다.

3. 로켓
이상과 같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제작해 장거리의 목적물에 명중(命中)
시키는 것은 현재까지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운반 도중에

또 이와 같은 무기들을 학술적으로 보아 일종의 ‘에너지’의 생산물 혹은 ‘에너지’

비행기의 추격당할 우려가 있어 로켓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일 정확히
목적물에 명중시킬 수만 있다면 이 이상 좋은 무기는 없을 것이다.

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가 이러한 무기를, 즉 ‘에너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금의 V2호 로켓의 실패율을 참고로 보기로 하자. 여기 실패라는 것은 기술
부족, 기계의 고장을 합한, 즉 발사물이 목적지에 도착 안 된 것을 말한다.

국가가 강대(强大)함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71) Strontium
72) Xenon
73)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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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생활(空中生活)

도 전쟁 이전 지구상의 인구가

현대 과학문명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항공기의 발전일 것이다.

전멸할 정도로 가혹상은 내지

항공기의 발달과 헬리콥터의 대량생산은 이러한 재난을 무난히 면해 주게 할 것이

못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

다. 즉 원자폭탄이 낙하하면 즉시로 앞서 말한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그 장소에서 피

건대 제2차 전쟁 당시 독일은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원자폭탄으로 인한 결과 폭풍을 공중에서 받는 범위의 피해

전장(戰場)에서 인류의 말로라

를 다음 면의 그래프에서 보기로 하자. 그것은 1.7(KT)의 원자력 폭발 시의 실험 결과

고 부르는 ‘독가스’를 사용해

이다.

일시적이나마 참혹한 실태를

있게 되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현대의 달나라와 화성세계로의 도피 작전이다. 현

크’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재 과학자들 간의 의견은 조그마한 지구상에서 서로 싸우며 물자만 소비하지 말고,

또 그 후 전자파의 발달로 ‘레

자연 매장물의 풍부한 달나라와 화성세계로 먼저 가서 그 이권을 얻어 그 막대한 자

이더’를 사용해 공해(空海)로

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영리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이 작전의 선구자인 미국과

야간과 흐린 날씨를 막론하고

소련의 연구 상태를 보기로 하자.

독일이 영국을 공격해 영국은
아사(餓死)상태에 빠질 만큼

인공위성명

발사국명

발사연월일

질량

공중정지수명(대략)

궤도명

익스플로러

미국

1958.1.13.

30.8 lbs

3.5년

지구

봉쇄(封鎖)당했었다. 그러나 그

뱅가드

미국

1958.3.17.

3.25 lbs

200-100년

지구

후 역시 이 레이더를 방지 혹은

스푸트니크3

소련

1958.5.15.

3.5톤

11개월

지구

혼란시키는 대비책이 강구되었

루니크1

소련

1959.1.2.

3244 lbs

15개월

태양

파괴 범위

가 이것에 대비하는 ‘가스마스

방의 반경

그러나 그 후 수 주일이 못

인류는 원자력이란 큰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고대에는 생각도 못한 큰일을 할 수

압력(빠-)

이루었다.
3) 월세계와 화성세계로

반경 방향으로 잰 거리(피트)

다. 현대에 이르러 무서운 원자

뱅가드2

미국

1959.2.17.

20.7 lbs

10년

지구

파이오니아4

미국

1959.3.3.

13.4 lbs

-

태양

폭탄이 출현했지만 이에 대비책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벌써 미국에서는 레이더를 사

익스플로러4

미국

1959.8.7.

420 lbs

2년

지구

용해 자동적으로 이를 발견 출격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은 가급적

뱅가드3

미국

1959.9.18.

100 lbs

30-40년

지구

루니크3

소련

1959.10.4.

614 lbs

25년

지구와 달

익스플로러7

미국

1959.10.13.

91.5 lbs

20년

지구

디스커버러

미국

1959.8.13.

300 lbs

1959.10.28.

공중연소

디스커버러8

미국

1959.11.20.

-

2~3개월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하피난과 공중피난 등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다.
결국 지상의 인류국가 간에는 앞으로 사소한 감정과 사소한 이익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반면에 달나라와 화성의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필자(筆者) 연세대(延世大) 교수(敎授)>

(By missiles Rocks March. 7. 1960)

4. 결론

과학의 발달은 우리 인간생활 수준을 높여주며 우리 일상생활에 윤택을 준다. 반

면에 전시에는 일층 더 가혹한 피해를 준다. 현대에 이르러 아무리 원자폭탄 시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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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로마

그러나 올림픽 대회에는 기필코 참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6·25 동란 중에 헬싱키

올림픽대회(大會)의 전망(展望)

[Helsinki] 올림픽 대회에 참가해 대공전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의기를
과시했던 선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혁명을 가져온 그 원동이 한국 청년들임에 그 혁
명의 기개(氣槪)를 올림픽 대회를 통해 발휘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용일(李容一)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한국의 국시적(國是的)인 면에서도 올림픽 대회에는 반드시 참
가해야 하니, 그것은 북한괴뢰의 올림픽 대회 참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번 스
쿼 벨리75)에서의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남북한 혼성팀 구성여부를 결정

세계의 우수한 청년 남녀들이 모여 그들의 힘과 기를 겨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종합 경기대회 제17회 로마[Rome] 올림픽 대회는 오는 8월로 박두(迫頭)했다.

하는 한국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이는 오는 8월의 로마에서의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정되었다. 따라서 KOC가 남북한 혼성팀 구성을 바라지 않고 있는 바에야 로마 총

이미 세계의 80여 개국에서 7천 선수가 로마 대회에 참가할 것을 희망했다고 하거

회에서 올림픽 대회 참가를 위해 책동하는 북한 측의 음모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반

니와, 올림픽 사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게 될 이번 대회는 주최자 측인 로마 올림픽

드시 로마 대회에서 선수단을 파견해 회장 이면에서 교섭하는 KOC 대표들의 배후의

대회 조직위원회의 그동안의 용의주도한 기획과 아울러 호화찬란하게 전개될 것으

힘이 되게 해야 한다.

로 예상된다.

한국은 종래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의 선수단처럼 압도적인 성과를 올림픽 대회에서

로마라고 하면 고대의 호화를 누리던 그 예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의 나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러 개 종목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된 높은 수준을 보여 스

무 하나 돌 하나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도(古都)이기도 하거니와, 주최자 측에서는

포츠 한국의 명예를 높이고 있음에, 이번 대회에도 참가한다면 종전의 대회에서 올린

이 대회에 극적인 요소까지도 가미시켜 유서(由緖) 깊은 유적까지도 경기장으로 사용

성과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젊은이들의 활약은

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KOC 측 대표의 뒷받침이 되어 올림픽 대회 참가를 책동하는 북한 측의 움직임을 반

카라칼라74)의 공중목욕탕, 원형경기장의 유적에서는 레슬링, 체조경기 등이 벌어

드시 분쇄해야 한다.

질 것인데, 남국의 밤하늘 아래 조명을 받으며 로마의 호화를 현시에 재현이나 한 듯

그러면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은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한 이 경기는 생각만 해도 관광객들의 구미를 돋우는 기획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체육계는 해방 후 런던, 헬싱키, 멜버른[Melbourne] 등 대회에 계속 참가했

주최자 측에서는 이번 대회의 스케줄을 종전의 것과 달리해 육상 경기를 후반부
에 배치했다. 개막부터 점차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대회 종막 하루 전인 9월 10

는데, 역도를 비롯해 권투, 마라톤, 레슬링 등 개인 경기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이상 종목이 촉망되는 것이다.

일 황혼 무렵에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를 시내 중요도로에서 전개하도록 마련했다,

외국이 매년을 올림픽 대회 준비의 해로 정하고 막대한 금액을 기울여 과학까지도

이처럼 공전(空前)의 체육대회를 주최자 측의 연출에 의해 극적 분위기로 장식하면서

동원해서 거대한 체육 보급도를 기저로 정선된 선수들을 올림픽 대회에 파견하고 있

대회를 더욱 화려하게 운영하려는 데 관광국인 이탈리아인다운 기질을 볼 수 있다.

는데 반해, 한국 체육계는 경제적인 빈곤, 시설의 빈곤, 지도자의 빈곤, 선수의 빈곤

이토록 찬란한 대회인 까닭에 로마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체육인의 영예이고 로마

등으로 매년 답보 내지는 어떤 종목에서는 후퇴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림픽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체육인 한평생의 명예일 것이다.

대회 종목 전반에 걸친 진출이란 것은 바랄 수도 없고 현재의 상태로서는 해방 전후

그러면 이토록 영예로운 대회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포진(布陣)으로 임할 것인가?

를 통해 전통을 이루어 놓은 종목밖에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고 기대하는 것이

우선 여기에 제기되는 문제는 로마 대회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과 여부가 아니고 참

타당한 관측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단체경기는 거의 참가자격을 상실했

가할 수 있을지의 여부인 것이다.

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74) Caracalla

75) Squaw Valley;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시. 1960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으로, 특히 스키장이 유
명하다.

74

The comet

Vol44

75

이번 대회 단체경기에 한국은 세 종목에 참가를 기도했다. 축구, 필드하키, 농구 등

최대한 7명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이 경기에서 체량(體量)급으로 따진다면 밴텀

종목이 그것인데 그 가운데 필드하키는 올해 초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필드하키 총

급에서는 유인호(劉仁鎬)가 호프로 등장한다. 유인호는 플라이급에서 진출한 아시아

회에서 한국 팀은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고, 농구는 1월 마

대회의 우승자 이장우(李長優)와 상호 견제해 작년 11월 330K를 들고 작년 세계 제2

닐라에서 개최된 제1회 농구 선수권대회에서 4위를 차지함으로써 예선에서 떨어지고

위 기록을 세웠는데 용상경기 기록을 145K 정도로 올릴 수 있다면 이번 대회 3위 이

말았다. 올해 8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올림픽 대회 농구경기 출전자격 부여 예선전

내에 입상할 가능성도 있다. 페더급에서 김해남(金海男)은 적수가 없어 그의 기록은

이 있으나 4개국 팀에 출전자격을 부여할 이 대회(12개국 팀은 이미 선정)에 한국 팀

답보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기록이 345K인 바 정진한다면 6위 이내 입선은 가능할

이 출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규제한 규정에 의해 농구는 이 예선에도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급에는 이택영(李宅榮)과 진오현(晋五鉉)의 두 호프가 있다.
이택영의 작년 11월의 375K는 일본의 오오누마(대소(大沼)) 또는 소련 선수의 기

출전할 없을 정도의 지위에 놓여 있다.
축구는 극동지역에서 2차의 예선을 거쳐 승리했을 경우 본 대회에 출전자격을 획

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페더급에서 진출한 선수가 라이트급의 상정체량(想定

득한다. 한국은 이 1차 예선에서 일본을 이겼고 2차 예선에서 중국 팀과 대전 1승의

體量)을 완전히 채운다면 380K 이상을 들어 올려 세계 패권을 향해 돌진한 것도 같

전적을 거두고 2회전에 임했던바 주지하는 바와 같은 뜻밖의 사고로 한국 중국 예선

다. 진오현 선수는 진지한 시합 태도를 견지해 시합에 미스가 적은 이택영과 아울러

전도 완료하지 못하고 국제축구연맹의 재정(裁定)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라이트급에서 입선 가능성이 있다.

축구단의 임원은 이 대전을 중국에서 마치고 귀국한 후 한국 팀에게는 하등의 실책이

미들급에는 고영창(高永昌)이 작년 390K를 들었는데, 이는 김성집(金晟集) 전성시

없고 이 분규는 오로지 미숙한 심판인 영국인 ‘페트리’의 편파적인 판정에 기인한 것

대와도 필적할 수 있는 기록으로 앞으로 연마를 거듭한다면 6위 이내 입선도 가능할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외신이 한국 측에 불리한 보도를 이미 세

것이다.

계에 전파했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이 어느 정도 한국 측의 주장의 정당성을 용인해

역도가 이토록 기대에 찬 종목이라면 권투도 기대를 가져야 할 것이나, 이 종목은
선수를 관리해야 할 주체, 대한 아마 권투연맹이 선수들의 연습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지 의문시된다.
이토록 단체경기 종목의 올림픽 대회 참가는 난관에 놓여 있으므로 어떠한 단체종
목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개인 경기 종목 선수들만으로 구성될 한국선
수단의 규모는 훨씬 축소될 터인데, 그와 같은 개인종목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은 어

초래했다, 이 내분이 조속히 수습되어 올림픽 파견 최종후보를 선정하고 강화연습을
한다면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한국권투는 지난 1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회 동부 아시아 권투대회(한국, 중국, 필
리핀 3개국 참가)에서는 우승했는데, 일본이 참가하지 않아 그의 기량을 충분히 대조

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매 올림픽 대회에서 그랬듯이 이번 대회에서도 역도는 여전히 한국의 ‘호프’

해 볼 대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권투 강국 필리핀 팀을 이겼다는 데 위로
를 받았다. 한국이 출전하는 권투체급 가운데 밴텀, 페더, 라이트 웰터, 웰터 각급에서

이다.
역도는 과거 세계적인 보급도가 낮아 국내 여러 개 체육관에서 배출된 몇몇 역도인

추첨운이 좋으면 1, 2명 상위입상의 가능성도 보이며 특히 4차의 예선대회에서 신진

들이 신기록을 속출시킨 바 있었는데, 최근 이 경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한국의 후

들의 진출이 믿음직하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투연맹 내분의 종식과 전

진(後塵)을 받던 일본의 수준도 급진적으로 향상하는 등 한국 역도는 과거와 같이 만

권투인의 단결이다. 이 단결 아래에 파견선수들의 질을 높일 때 과거 3차의 올림픽 대

연히 우위를 차지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회에서 입상자를 냈다는 전통을 더럽히지 않는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성 역도선수들이 그들의 긴 선수 수명을 유지하며 한국 역도계의 일선에서

다음은 사이클 경기로 한국은 트랙 경기는 일절 포기하고 도로경기에만 치중할 것

건투하고 있으니 이들의 활약이 믿음직하고 또 기대도 걸 수 있다. 작년 11월의 로마

인데, 1958년 제3회 아시아 경기대회 도로경기에서 개인종목 및 단체종목을 우승한

대회 예선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온 점으로 미루어 올해 대회에서도 역도만은 우

한국으로서는 이 도로경기에 상당한 기대를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견해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모든 올림픽 대회에 한국은 매 대회에 도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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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만화(海外漫畵)>

선수를 파견하면서 매 대회에 실패했고 다만 4년 전의 멜버른 대회에서 김호순(金好
順) 선수가 난관을 돌파해 전 코스를 정주하고 35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대회의 성과로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의 맹장들이 군거하
는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제1그룹 또는 제2그룹에서 끼어 달릴 수 있는 실력을 지닌
선구들을 선발하고 이들이 좋은 콤비로 전 코스를 정주할 기개로 임하지 않으면 종
전 매 대회에서와 같은 고배를 마시게 될는지도 모른다.
다음은 사격, 사격의 여러 종목 중 한국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것은 클레이사격
과 속사권총(연사권총(連射拳銃))이며 클레이에서는 심명섭(沈明燮)), 권총에서는 김
점곤(金點坤)의 두 선수가 유망하다. 한국에 사격의 전통이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
지만, 속사권총의 김 선수는 멜버른 대회 사격 종목의 4위였던 일본의 호사카 초지
(보판조사(保坂調司))와 동등 이상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 제3회 아시아대회에서 김

‘흐루쇼프’가 다음에는 어느 것을 들고 나올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선수는 1발의 불발로 제5위였으나, 규칙 개선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명
중률이 높았다는 것은 실력의 우수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대회에서의 한국의 호프
로 등장한 것이다. 클레이의 심명섭 역시 최근 2년간 장족의 진보를 이루어 종래 월등
실력이 우수했다는 재일교포 이진수(李珍洙), 권종엽(權宗葉) 등을 능가하고 있는데,
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의 입상 입선보다도 오히려 장래를 촉망한다는 데서 기대를
갖는 것이다.
레슬링 경기는 권투와 함께 기록경기가 아니라 그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그
러나 멜버른에서의 밴텀 이상균(李相均) 선수의 4위 입선,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의 한국 선수 등의 활약으로 미루어 약간의 기대는 품을 수 있는 노(老)종목이며, 이
선수들이 건투한다면 소련, 일본, 터키, 이란 등의 국가 선수에 이어 자유형에서는 희
망을 가질 수도 있다.
체조경기, 마술(馬術)경기 등은 그의 국제경기 참가의 경험이 적었던 점으로 인해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연구조사차 선수를 파견한다는 데에 오히려 뜻이 있

불세출의 초인이라는 흑인 오웬스76)의 대기록 8미터 13에 육박할 8미터 10을 뛴 선
수도 있어서 서영수가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마라톤에서는 과거의 전통도 전통이려니와 올해 한국 마라톤계는 이창훈
(李昌薰), 임화동(林和東), 임종우(林鍾禹), 한승철(韓昇哲) 등의 노련에 수많은 신진들
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1936년 베를린에서와 같
이 우승의 영관(榮冠)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입상 내지 입선은 확실하
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더욱 대회 개최지가 기온이 높은 이탈리아이고 9월 초의 평균기온이 섭씨 27, 8도
라는데 고온에 불리한 북유럽인에 비해 한국 선수들의 조건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
에 마라톤 한국의 영예로운 전통이 다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계승될 것으로 보인
다.
<필자(筆者)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체육부장(體育部長)>

을 것이다.
끝으로 육상경기를 보도록 하자. 올림픽 대회의 중심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경기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예선통과 기준기록이 마련되어 있다. 일단을 보면 남자
100미터가 10초4, 400미터가 47초3, 1500미터가 3분 45초, 10,000미터가 25분 40
초로 되어 있어, 한국의 현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도 없다. 다만 필드에서 멀리
뛰기(주폭도(走幅跳))의 서영수(徐永珠)가 기준기록 7미터 50을 넘는 7미터 54를 2년
전 아시아대회에서 수립했는데, 그 뒤 서 선수의 국내에서의 기록이 뚜렷하지 않고 또
76) Jesse Ow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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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立法)과 법운용(法運用)과 준법(遵法)
주권적(主權的) 감시자(監視者)로서 국민(國民)은
법(法)을 존중(尊重)하고 질서(秩序)를 지켜야 한다.

강행성(强行性)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법은 자유를 위한 총체적 결
심의 제도적 표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법은 항구적(恒
久的)인 실효성과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강행 이외에
주권자의 총의(總意)에 합치하여 협력과 지지를 획득해야만 한다. 법이 이와 같은 협

김도창(金道昶)
“로마는 세 번 천하에 호령하고 세 번 여러 국민들에게 통일을
주었다. 첫 번째는 로마 국민이 실력에 넘쳐흘러 국가에 의한 실
력적 통일을, 두 번째는 그러한 국가가 허물어진 뒤에 교회에 의
한 종교적 통일을, 세 번째는 로마법의 계수(繼受)에 의한 중세에
서의 법적 통일을 주었다. 첫 번째는 외부적 강제를 통한 무력에

력과 지지를 상실하고 주권자의 의사로부터 결정적으로 유리(遊離)할 때 주권자가 실
정법을 부정하려는 자연법적 투쟁을 전개하게 됨은 사물필연(事物必然)의 추세이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법을 지키는 데 개인이나 국가나 정부나 차별이 있을 리
가 없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지만, 개인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개인이 법을 어기는 것은 그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에 국한되지만,
정부가 법을 어기는 것은 그 영향이 지대하고 그 결과는 전체에게 치명적이다. 공무
원이나 군인을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사업(私業)이나 사병(私兵)으로 생각하고

의한 것이었고, 뒤의 두 번은 정신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 말은 루돌프 폰 예링(R.V. Jhering)77)의 세계적인 명저 『로마법의 정신』의 벽두

또는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은 중세가 아니면 18세기적인 절대주의적

를 장식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다. 카르타고78)의 영화는 사라지고 자취가 없지

체제 하에서만 허용된 것이지, 20세기 민주국가의 법질서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만, 로마[Rome]의 법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의 각국의 법제도 속에 맥
맥(脈脈)히 흐르고 있다. 로마가 그와 같이 강대한 제국을 이룩해 세계에 군림하고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 처음에는 무력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신력이었다는 예링의 말은 천고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는
법을 생명으로 아는 국민은 흥하고 법을 무시하는 국민은 망한다는 것을 실증해주
고 있다. “나의 애인은 독일”이라고 외치면서 자기만이 독일의 운명을 요리할 자격이

이다. 정부와 그를 뒷받침하는 정당이 갖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국민이 법을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가들이었다. 정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마키아벨리즘82)적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정치라고 생각
하는 것이 그네들의 정치철학이었다. 외국인들이 이번의 4월 민주혁명을 가리켜 18세
기적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일리가 있다. 기성
정치가들의 생태는 완전히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있다고 자처하고 있던 히틀러79)는 왜 자폭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로마 제국의 현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이다. 누구의 생각도 결코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어떤

대적 부활을 꿈꾸고 사자후(獅子吼)하던 무솔리니80)는 왜 망했는가. 모두 따지고 보

사람의 말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에도 상대적 가치

면 국민을 한갓 도구로 삼고 법을 우롱한 까닭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보면 확실히 헤

가 인정돼야만 한다. 이러한 민주사회에서의 가치판단의 상대성 때문에 민주정치는
또한 ‘다수에 의한 정치’요, ‘타협의 정치’인 것이다. 우리는 타협의 장소로서의 국회가

겔81)의 말을 빌릴 나위도 없이 ‘세계 역사는 세계 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것을 원한다. 자유롭게 살기 위한 약속이 법인 것이다.
다만 법은 하나의 제도적 기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 오히려 자유
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그 경우에도 “악법도
법”이라는 말과 같이 법은 그 기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내용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다수가 전제하는 것에 실증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 국민이 해방의 선물로 받은 기증품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진정한 국산품
으로 대치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고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복된 내일의 한국을 위해 꽃잎처럼 떨어져간 젊은 넋들 앞에 숙연히 고개를 숙
이는 동시에 우리의 체내에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체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해
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결심을 새로이 해야 한다. 한국민이 자치능력이 있느

77) Rudolf von Jhering
78) Carthago
79) Adolf Hitler
80) Benito Amilcare Andrea Mussolini
81)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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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achiavel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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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을 재건하는 데 특히 입법·벅 운용·준법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점들

마당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보다 더 쉬워지기를 바
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내우외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남북

을 태동하는 제2공화국에 부탁하고 싶다.
첫째로 국민은 위정자의 양심을 요구한다. 종래의 경험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애

이 갈라져 있다. 공산당이 수도의 바로 북방에서 호시탐탐하게 재침의 기회를 노리

국이라는 말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으나 그것은 위정자들의 처세술이나, 구호밖에는

고, 남한 전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내각의 운명이 프랑스

되지 않았다. 진실로 애국심이 있는 정치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제4공화정처럼 단명무상(短命無常)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정국의 안정과 강력한 정치

있다. 우리의 모든 정치가에게 위대한 애국자일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

가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정권교체와 정국안정의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

다. 따라서 그들이 정치가로 나서는 이상은 적어도 ‘양심’을 갖고 양심에 따라 움직여

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결코 법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양대 정당제도

달라는 것이 최소한도의 국민의 요청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심은 지식과도 다른

가 확립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위장 활동도 봉쇄해야 한다. 도대체 민주·반공·

것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판단력, 양식(良識)을 의미한다. 옳은 것을

보수를 기치로 하는 정당 사이에 무슨 큰 이념의 차이가 있단 말인가. 정당이 정당을

옳다고 보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보는 양식을 우리네 정치사회에서는 찾아보지 못했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광범위하게 ‘공

다. 초등학교를 나온 정도의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면 그르다고 알 수 있는 일도

통의 광장’이 있어야 하고 종래와 같은 감정적 대립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옳다고 우겨대고 고집하고 합리화하려는 답답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는 양식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사회에서 살아왔다.

아무튼 법을 운용하거나 적용하는 기관들은 “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집권당의 행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가이익에 부합

정치가들이 양심대로 움직여 달라고 해도 양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두는 일이다. 정권

되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소
생할 길이 없다.

교체는 분명히 정치인들이 권력 남용을 삼가고 양심에 따라 조심해서 정치를 하도록

셋째로 입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초보적 상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각책임제는 그 결점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확

금까지의 두 번의 개헌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지방자치법·각종 선거법 개정 등에 관해

실히 정치인들이 자숙하도록 국민이 가지는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다.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양심으로 움직이는 한 구체적인 국정처리 방법에 과오와 미숙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은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민주정치의 경험이 없고 정치적 훈련이 없
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클린 루즈벨트85)와

체임벌린83)이나

윈스턴 처칠84)이나

프랭

낮은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영미(英美)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적 관습(慣習)
(constitutional convention)과 그 밖의 불문법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법령을 제정할 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모호한 논어(論語)식 입법을 피

같은 탁월한 정치가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째로 ‘제도보다 운용’이 중요하다. 자유의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이 무슨
훌륭한 성문헌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민주정치가 오늘날과 같이 확립된 것이 헌법 조
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문대로만 된다면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정부형태가 대
통령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대등하게 분립해 일할 수 있었는데, 왜 입법부가
행정부 앞에 그처럼 굴복했던가.

해야 한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완전한 새 헌법을 제정하고 인도 헌법이나 이
탈리아공화국 헌법 못지않게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넷째로 준법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국민에게보다도 오히려 국가기관과 정
당·정치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로 국민은 현명하게 국정에 ‘참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봉건군주와 식

운용을 잘하면 나쁜 제도도 살려갈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하면 애꿎은 조문만 몇

민통치 아래서만 살아온 우리 국민은 원래 은둔적(隱遁的) 국민성으로 세계에 이름났

백 번 고쳐보아도 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헌법을 고쳐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려는

지만, 이러한 전통은 민주발전에 해롭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또한 납세자로서 국정
을 감시해야 한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86)의 말과 같이 “신뢰는 언제

83) Sir Josph Austin Chamberlain
84)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85) Franklin Delano Roose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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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정(特殊事情)에 처(處)해 있는
한국농촌(韓國農村)을 진흥(振興)하는 길은?

나 전제의 어머니”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정치는 “시기(猜忌)의 정치”이다. 국정이
잘못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자신의 책임이다. 국민은 일인 일당의 독재를 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부 전제·언론 횡포 기타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민족 전체를
저버리는 일체의 독재·전횡·횡포를 원치 않는다. “누가 헌법의 수호자일 것인가?”에

농촌생활(農村生活) 향상(向上)에의 제언(提言)

관해서 독일에서 칼 슈미트87)와 한스 켈젠88) 사이에 있었던 논쟁은 너무도 유명하지

조재영(趙載英)

만, 따지고 보면 헌법은 국민 자신에 의해 수호되어야 한다.
주권적 감시자로서의 국민은 피지배자이기도 한 까닭에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중
히 여겨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자유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방종을 의미하는 것

내용(內容)

은 아니다.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필자(筆者) 법제관(法制官) 서울법대(法大) 강사(講師)>

1. 농촌(農村)은 이 나라의 뿌리이건만.
2. 우리나라 농민(農民)이 지닌 숙명(宿命).
3. 농민(農民)이 받은 푸대접(부대접(不待接)).
4. 위정자(爲政者)에 바라는 것.
5. 농민(農民)에게 바라는 것.
6. 농촌지도자(農村指導者).

(1) 농촌(農村)은 이 나라의 뿌리(근(根))이건만

농민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모두 빈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도시의 화예재배가

(花蕊裁培家), 목장주, 과수원경영자 같은 사람들 중에는 농민이면서도 높은 생활수

87) Carl Schmitt
88) Hans Kelsen

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숙명적으로 벼농사와 보리농사 중심 경

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민생활이 암담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사실
이다. 농민 1인당 소득이 일본의 1/3 이하이고 적자 재정과 부채 누적으로 생계농업

<기간(旣刊)>

경영조차 위태롭다면 그 생활의 빈곤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구가

정훈교육지도(政訓敎育地圖)

국민의 과반수인데, 농가 경제안정 없이는 상공업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건전한 국가
경제의 발달이 있을 수 없다. 도시의 밤하늘을 장식하는 무수한 헤드라이트와 빨간

93-3호(號))

립스틱은 허물어져 가는 농촌을 뿌리로 해서 핀 악의 꽃일까?

미(美)․소(蘇)의 경제경쟁(經濟競爭)

우리나라 총인구의 63퍼센트(1958년)가 농민이며 그 대다수가 영세빈농이다. 이것
을 외국 예를 들면 영국 12퍼센트, 덴마크 21퍼센트, 서독 16퍼센트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농업인구 비율임에 놀랄 것이다. 이것은 농업의 후진성을 표시하고 있기도 해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發行)

84

자랑할 바는 못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을 직업별로 따진다면 농

The comet

Vol44

85

민이라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발전하는 나라에서 농민이 생계유지조차 힘든 현상

리하여 논벼는 우리나라의 주작물이 되고 논벼생산은 농업생산의 반을 차지해 농가

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도작(稻作)지대의 북부
에 위치하며, 기온면으로 보아 생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강우량도 초기에 부족하

(2) 우리나라 농민(農民)이 지닌 숙명(宿命)

다. 그래서 일본이나 동남아 여러 나라에 비해 2~3기작이 불능하다든지 1기작의 경

1958년도 농림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민은 평균적으로 9.15반(反)(1호당

우라도 일본보다 수량이 적을 요소가 내포되었다든지 또는 50퍼센트에 가까운 수리

경지면적)의 농지로 6.13인(1호당 농가인구)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불안답(水利不安畓)(30퍼센트 여의 천수답(天水畓) 가산(加算))을 나타나게 해 종합적

보면 3반보(反步) 미만의 농가 호수가 약 30퍼센트, 5반(反) 미만으로 하면 근 40퍼센

으로 외국에 비해 반당(反當)수량의 저하를 가져왔고, (반수(反收)가 일본 2.6석인데

트, 1정보(町步) 미만으로는 약 73퍼센트에 달하고, 2정보(町步) 이상은 6퍼센트에 불

한국은 1.4~1.8석) 생산비의 등귀(騰貴)를 결과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서 필연

과하다. 이와 같은 농업 인구밀도 과잉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영세성, 즉 너무 적은 면

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지난번 오키나와 수출이 논의될 경우, 선적

적으로 상당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속에 우선 이 나라 농민이 지닌 숙

가격이 톤당 155달러, 석(石)당으로는 22.14달러였다 하니, 1,000대 1로 환산하더라

명적인 빈곤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우리나라의 각 작물의 작부(作付)면적 비율을 보면 총 경작면적 근 300만 정
보(町步) 중에서 논벼 112만 정보(37퍼센트), 맥류(麥類, 보리, 참밀, 귀리, 호밀 따위의
것들) 95만 정보(32퍼센트)로 쌀과 잡곡이 전체의 6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잡곡
22만 정보, 콩류 31만 정보까지를 합하면 곡식과 콩류 재배면적은 전체의 87퍼센트

도 22.140환(圜)으로서 당시의 석당 생산비 24.949환(30,000 정도로 평가하는 사람
도 있다.)을 밑돌았다는 것이다.

(3) 농민(農民)이 받은 부대접(不待接)[푸대접]

500 대 1의 환율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저물가정책은 곡가(穀價)의 입장으로

에 달하며 저류(藷類)89) 8.9만 정보를 다시 합하면 식용작물면적이 전체의 90여 퍼센

는 과도한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곡물생산이 아직도 충족치 못한 조건에서

트에 달한다. 나머지는 특용작물 9.0만 정(3퍼센트), 채소 11.3만 정(3.8퍼센트), 과수

저곡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 때문이었다. 잉여농

2.3만 정(0.8퍼센트), 녹비(綠肥)[풋거름] 5.2만 정(1.7퍼센트 강(强))이다. 우리나라의

산물의 도입은 곡가 등귀를 억제하고 매각대금은 국방비전입으로 유효했지만, 도입

농업이 이처럼 주곡농업(主穀農業)으로 발달해 녹비작물이 문제가 안 될 정도이고 사

의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1958~60년도의 도입량은 양곡의 추산 부족량보다 매

료작물은 거의 없다는 실정은 또한 여러모로 농민에게 불행을 가져왔다. 사료작물의

년 167~248만 석의 초과도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생산비를 밑도는

결핍은 축산의 부진을 의미하며 이는 곡식 농민에게 축산품이란 맛있고 영양가가 높

곡가저락(穀價低落)(농민의 미곡 수취가격 20,000환 정도는 석당 생산비 25,000 정

은 식료공급을 봉쇄했다. 축산의 부진으로 인한 구비(廐肥)[외양간 두엄] 감소와 녹비

도보다 훨씬 싸다.)을 초래한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부당한 곡가저락의 양

의 결핍은 온돌 난방 습관에 의한 퇴비 감소와 아울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상은 1955년 9월을 100으로 본 곡가지수가 1959년 11월에는 82.9로 하락했는데,

지방 저하를 초래했고(우리나라 농토에는 부식(腐植)과 질소(窒素)가 특히 적다.) 이

곡물 이외의 물가지수는 178.3으로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료하다. 저물가

것은 외국에 비해 반(反)당 생산량 저하의 큰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생산비의

정책과 국방비 조달에 농민이 초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농민만이 과도한

증가를 초래했다. 또한 주곡농업은 농업노동의 계절적인 집중경향을 초래했고, 특히

출혈을 담당하는 것도 부당할 것이다.

소위 동계의 농한기에는 알맞은 부업의 결핍과 아울러서 상당한 농업노동의 유휴화

도입·수입품 중에는 국내의 농업생산물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적지 않다.
주정원료로 도입되는 당밀을 국산 고구마로 대체할 수도 있다. 맥주 원료의 원맥(이

(遊休化)를 결과했을 뿐만 아니라 퇴폐적인 농촌의 모든 악습을 조장했다.
주곡농업이란 범주 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보편적으로 가장 유리한 작

조대맥(二條大麥))을 무엇 때문에 그것도 맥아로 도입해야 할 것인가. 알맞은 매상(賣

물은 논벼이므로 논벼재배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논벼를 재배하려고 힘쓴다. 그

上)의 보장만 있으면 홉까지도 국내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초기에 맥주 품질을
저하할 염려가 있더라도 국내 생산품 사용을 견지함으로써 능히 질적 저하의 논란을

89) 감자ㆍ고구마 따위의 통틀어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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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생산의 면화 매상은 어떠했는가. 보조금

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방적(粗放的) 곡물생산에 비해 사료작물생산은 영양

까지 주면서 장려한 것이 매상(買上) 단계에서 수매가가 싸지는 바람에, 이것이 우리

분 수확이 오히려 많은 것이므로 축산부흥, 다른 말로 표시하면 유축농업 경영을 발

나라 면작(棉作) 발달에 치명상이 되어 왔고 재배면적의 급감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전시키고, 축산물 식료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식생활 향상, 지력증강, 유

국내 면의 매상 실적에 비례해 미국 면을 배당하는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국산 면 생

휴노동의 활용을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축산물의 이용증가는 소맥 같은 잡곡

산을 보호 육성하는 방도도 있겠다. 상공업의 보호 육성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농촌

들의 주식적(主食的) 이용도를 훨씬 증가하게 되어 미곡의 수출 가능 양을 더욱 많게

상태로 보면 농민의 살길을 열어주는 쪽이 더욱 시급한 것 같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 가능한 간척지도 130만 정보나 된다는데, 가능한 대로 이

미곡생산비의 구성 제목 중 비료대가 19~20퍼센트, 조세공과금이 12~13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는 좀더 경감할 수도 있다고 한다. 비료구입의 공동화를 추진해 중간

를 개답(開畓)하면 종국적으로는 미곡 생산을 근 천만석이나 증가시킬 것도 가능하
다고 추정되어 있다.

상인의 과도한 개재(介在)를 막고 적기에 농민에게 도달하게 하면 비료대 절감과 비

5~6월의 혹심한 가뭄은 수리불안전답의 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나 채소 농사

료효과의 증진에 유효했을 것이며, 토지 수득세 같은 것도 곡가에 비하면 과중한 것

에도 암적 존재인데, 이에 대한 관개시설 없이는 비약적 수량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으로 생각되어 있다. 농지의 상환금도 너무나 지나친 지불 지연으로 물가 등귀에 비

그러나 굴정양수(掘井揚水) 같은 소규모의 경우라도 국가 보조 없이는 곤란할 것이

례한 손실을 몰락 지주에게 강요한 결과가 되었고 물납금불(物納金佛)의 방식은 이에

다.
잉여농산물 도입도 도입량의 감소, 대체적 수출 등을 강화해 적정 곡가를 유지시

더욱 박차를 가했다.
영농자금이라든가 고리채 정리를 위한 장기저리채 형식의 정부 융자도 물론 너무
나 많은 농가 호수인 탓도 있겠지만, 구호에 비해 별로 실적이 없었으며 호당 몇천 환
의 배당도 농민의 손에 올바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거의 정부 융자로 운
영해 온 특수공장이나 회사의 모습이 농민에게는 부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키고, 농민에게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며, 증산 의욕을 자
극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미곡 담보 융자를 대폭 증강한다든지 양곡시장을 조직 육성해 곡가의 계절적 변
동을 조정하고 변동을 이용한 부당한 중간이득을 제거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의 손

농민이 지닌 불행한 숙명과 이러한 푸대접은 농민에게 적자 재정과 부채의 증가를

실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영농자금의 방출을 강화하고 농가 부채를

결과할 수밖에 없었다. 1958년의 호당 지출부족액은 34,697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채로부터 금융기관부채로 전환시키는 것은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로서의

는 1954년도의 3,611환에 비해 거의 10배의 증가이고, 호당 40,992환의 부채(이것도

농가지출을 경감해 생산비절하에도 유효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금방출은 전체적

1953년의 4,026환에 비하면 10배의 증가)를 만들고 말았다. 특히 이 부채 중 20퍼센

인 물가 등귀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 미만만이 저리인 농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고리인 사

종래보다는 훨씬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수출 가능한 농산품을 널리 모색해 농민에게 장려하고 규격에 맞도록 지도하는

채라는 데 더욱 중대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내 농산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입품은 설령 상공업자의 출혈이 있더라도

(4) 위정자(爲政者)에 바라는 것

참을 수 있는 한도 내면 과감히 억제하면 좋겠다. 현재의 형편으로는 농가경제 파탄

우리나라 농민이 지닌 숙명적인 빈곤성을 어느 정도라도 지양하려면 더욱 적극적

인 농촌경제의 보호 육성책이 필요할 것이다. 욕심을 말하면 농촌을 위해 많은 예산

이 더욱 위급하기 때문이다.
농업연구보급기관의 기술자의 생활을 보장해 지속성 있는 연구 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농업협동조합을 명실공히 농민을 위한 농민의 기관으로 보호 육성해 주었으

을 좀 더 양심적으로 투하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670여만 정보의 임야 중에는 160만 정 정도의 개발가능지가 있다고 한

면 좋겠다. 관의 간섭 장악이 아니라 진실한 보호 육성을……. 농업협동조합이 정말

다. 그러므로 이를 경지나 목축지로 개량하고 그밖에도 가능한 대로 ‘아카시아’ 같은

로 농민을 위해 농민이 운영할 때 그 농민경제 향상에 미친 효과가 외국에서는 얼마

사료용 관목지대를 조성하면 농업경영의 영세성을 완화하는 한편, 축산진흥의 바탕

나 컸던가. 경제정책을 옳게 수립하자면 정확한 통계숫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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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에서 식량정책에 성공한 큰 원인의 하나는 통계 사무를 확대·강화하고, 정확

婚喪祭)의 과중한 비용이 농촌 빈곤의 한 원인이 된다면 이와 같은 관습을 분에 알맞

한 숫자 파악에 노력한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미곡 생산고 조사만

게 간소화해가는 것이 오히려 현대 윤리에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것

하더라도 농림부, 재무부, 미국인 고문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못한 예를 흔히 듣고 있

도 주로 똑똑한 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산아제한(産兒制限)을 농촌은 부도덕인 것

다. 통계 사무의 강화도 요망하고 싶은 점의 하나이다.

이라고 외면하고 있어야 옳을 것인가.

(5) 농민(農民)에게 바라는 것

(6) 농촌지도자(農村指導者)

농산물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인하하는 길은 위정자의 적정 곡가 유지를 위한 꾸준한

산, 경영, 기타 여러 생활 분야에서 농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를 하면서 농

노력과 아울러 농민 자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농

민의 대변까지 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다면 이는 농촌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민의 입장으로 보아서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 할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절감할

은 항상 구체적인 모범을 통해 지도하기 때문에 농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다. 좋은

올바른 농정도 의욕 있는 농민에게라야 효과를 거두는 법이다. 농산물 생산비를

소위 관의 지도의 영역을 넘어서 농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생

수 있는 생산비 조목에는 큰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반당수량(反當收

모범을 보여주자면 이들은 여러모로 우수하고 굳은 의욕을 가진 사람이라야 될 것이

量)의 증가가 가능하고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생산비 절하의 최선의 길일

다. 이들은 관의 지도라든가, 문헌, 다른 곳의 모범 등을 통해 항상 발달하고 있는 영

것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미곡 같은 것은

농법을 형편에 알맞게 소화해 보급할 것이므로 아직도 몹시 후진적인 우리나라 농촌

수출의 가망까지 있는 반면에, 반당수량은 아직도 적기 때문이다.

에는 이러한 중심적 지도인물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진정한 농민의

병충해의 완전한 방제를 통해 20퍼센트 이상의 곡물 수량 증가가 기대된다. 우량
품종을 채택하고 퇴화를 방지하면 작물에 따라서는 1~20퍼센트의 수량 증가도 없지

소리를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대변할 것이므로 이들의 노력은 농정의 향방을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않다. 논벼의 보온 육묘재배(育苗栽培)도 10퍼센트 정도의 수량증가는 기대할 수 있

사회는 농학도 중에서 이러한 거룩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주기

으며, 그 밖의 재배관리법에서도 개량할 여지가 많다. 종래에 신품종이나 신 재배기

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영화를 버릴 수 있고 농촌생활에 안주할 수 있는 자신이 있

술을 보급하는데 보급기관의 나태성도 없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보급을 방해한 주요

으며 농촌에 생활토대를 건설할 기반과 능력을 가진 젊은 학도들이 큰 의욕을 안고

원인의 하나는 농민 자신의 나태 내지 보수성에 있었다. 좀 더 의욕을 갖고 연구하고

서 농촌으로 파고 들 때에는 농촌에 서광이 비쳐올 것이다.

노력하며 선의에 찬 지도원의 말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축 농업경영이 주곡 농업경영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

농촌의 많은 자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땐가는 제대하고 대부분이
귀농할 것이다. 이들은 군대 생활을 통해 필연적으로 농촌 이외의 사회, 특히 도시의

다. 농민이 이를 스스로 자각하고 식생활의 약간의 전환까지를 전제로 한 유축화(有

부화(浮華)에 물들 염려가 있고, 농촌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될 염려조차 있다. 물론

畜化)를 강화한다면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지력증강에도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영

빈곤한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도 좋은 일일 것이

속(永續)농업적 견지로 볼 때, 우리나라 작물수량의 상대적 저하의 큰 원인이 지력 빈

지만

곤에 있는 것이므로 유축(有畜) 농업경영은 곡물재배가지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98면(面)에 계속)

표고, 박하, 홉, 피마자 등등 특수 환금(換金)작물의 재배, 촉성(促成) 채소, 화예 등
의 재배, 감귤이나 비파 같은 남부 특유 과수의 재식(裁植)처럼 시세를 알맞게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재배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국부적이기는 하지만 농가 경제를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결혼식에서는 피로연 대신에 과자 상자가 등장한 지 오래다. 관혼상제(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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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책(社會保障策)으로서의
연금제도(年金制度)

상적 생활이 사고 기복으로 인해 저해되었을 때 이에 대응한 조처가, 즉 사회보장인
고로 정상적인 생화상태에서 사고기복이라는 정도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에 그의 중
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생활을 정상적 상태로 인도함에 그의
이형기(李炯基)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이란 말이 많이 돌고 있습
니다.

관건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생활상의 사고기복이라는 비정
상상태가 적고, 이에 반해 정상상태가 유지 못 되면 유지 못 되는 대로 더 많은 생활
상의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영양을 취하고 정상적인 수면

이 말은 6·25동란 후 전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이 비정

을 취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생활의 변혁이 야기될 리 만무하고

상화해져서 사회적 기형상태가 야기됨에 따라 사회보장이라

건강이 저해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이라는 문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는 말이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치에서는 필요성이 박약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항상 정상·평탄할 수만 없기 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말은 그리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35년 미

문에 비정상 상태의 야기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

국 사회보장법이 성립된 후 비로소 사회보장이란 말이 많이 떠돌게 되었고, 이것이

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각국에서는 각종 연금 지급정책, 노동

드디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어 제2차 대전 후에는 이를 모방해 각국에서 사회보장

보호, 최저임금제, 공중위생시책, 주택정책 등을 확립해 사회보장 제(諸)제도의 기초

을 법적으로 제정해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양로수당제, 피부

로 삼고 있습니다.

양 아동, 불구아동, 미망인, 노인 등의 복지사업, 공중보건, 실업보상법의 제도, 연령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생김으로써 질병에 대한 치유가 단축되어 건강회복이 빠르

연금법의 제정, 생활부조, 모자복지 등의 사회사업형태는 모두 이렇게 본격화된 것이

게 될 것이고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실업자는 빠른 시일 안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직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리하여 실업과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연로, 퇴직

그리하여 사회보장은 정상적 생활형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기복을 개개인의 힘으

한 경우, 사망으로 인해 유족 생계불능, 출생, 결혼, 임신, 불구폐질(不具廢疾), 출산,

로는 도저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근근이 생계

보육, 부양, 미망인, 고아 등으로 인해 정상적 소득에 장해를 초래했을 경우 이를 물

를 유지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그의 생활상의 중대한 기복이 야기했을 때 그

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장제도가 국가적 견지에서 조

는 이를 도저히 그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정상적인 생계의 공허와 장애를 제거해

처(措處)되었습니다.

충족시킬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제2차 대전 후 영미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점차 높아져 사회보장이
란 말은 현대적 문화인의 숙어(熟語)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회보장이란 국민 각

그리하여 이는 개인의 빈약성을 사회적 보강으로 이를 보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은 곧 우리들 생활의 사회성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개 생활이 정상적 위치에서 비정상화되어 그의 평탄한 생활정도에서 급락한 소위 생

그리하여 일반사회에서는 장차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공허생활의 공포를 방어하

활상의 사고 기복(起伏)의 정도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위안하고 보충해 보장 확립을

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제제도, 상조계 등 상호부조(相互扶助)하는 제도가 부

기하자는 것이, 즉 오늘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일 것입니다.

분적으로 발생했고, 때로는 독지가의 자선사업 또는 희사(喜捨)원조 또는 기업주의

결국은 생활상의 빈곤과 사고와 기복 등 비정상상태를 정상상태로 구제하고 사전

자혜적(慈惠的) 원조 등의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일종의 형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에 이를 방지해 정상적 생활상태를 견지 보장하자는 것이 본 사회보장이라는 말 가

러므로 경제적으로 정상적 생활선(線)을 견지할 수 있는 자들은 이에 필요성을 그리

운데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의일 것입니다.

느끼지 않지만, 그 수준 이하의 빈곤화한 자들이 불안과 공포를 메우기 위해 욕구하

사회보장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문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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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사회보장제도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된 두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견지에서 경하할 일

그리하여 이 사회보장은 사회빈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국민 대중의 빈곤화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면, 이는 동시에 그의 미치

이 아닐 수 없으나 아직 그 운영의 만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사회적 조건이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의 조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는 영향이 우리 생활상의 사회성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자기생활의 사고 기복을 개개인의 힘으로서 만은 도저히 조종하기 곤

미국의 군인이 전쟁에 임해 가장 강하고 희생심과 봉사심이 풍부한 이유로는 그에

란한 바 있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큰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만이 구호

게 군사원호사업이 잘 되어 있어 추호의 후고(後顧)와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은 개인생활의 사회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사를 해도 그 유가족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상이(傷痍)를 당해

리고 또 이 개개인의 생활상의 사고 기복이 개인의 책임으로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의 생활이 보장되어 학업, 직업이 사회적으로 보장되기

사회적 대세에서 휩쓸리는 적이 많을 것입니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빈곤과 사고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한편 사회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이와 같이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회인이 생활상의 사고기복이 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 오던 정상적 가계였을지라도, 전란으로

기되었을 때, 그가 일고의 염려도 없이 안심, 안정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준비되

말미암아 전몰한 군경유족과 상이군경들의 생계는 위협과 비정상적인 빈곤에 빠지

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자가 정성을 다해 자기의 책임을 완수한다

우리나라의 군경 연금제도는 조국통일 성업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호국의 신으로

해도 기업가는 수공업보다는 기계화함이 상품경쟁에 유리한 까닭으로 이를 대폭 정

산화한 군경의 유족과 군경과 행동을 같이한 애국단체원 유족 및 상이자들에게 생활

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노후 퇴직 등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 일부를 부조하는 사회보장적 구호제도의 하나로서 창설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그리고 기정 임금이 앙등(昂騰)하는 물가를 도저히 추종할 수 없어 생활을 충족할 수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은 1952년 9월 26일 법률 제256호로서 제정 공포한

없으나 부득이 그에 매달려서 근무하는 고충은 결국 그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것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운동의 법정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사회보장 본

아닐 것입니다.

래의 근본이념 밑에서 애국 유족과 애국 상이용사의 궁빈대책으로 경제적 구호, 정신

이와 같이 대중생활의 사고 기복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주어진다면 또한

적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일선 군경의 사기를 앙양함에 그의 근본의의가 있

이러한 공허를 메우고 회복하는 데에도 역시 사회성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금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 인해 전사(순직) 또는 상

들의 생활상 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사회보장이 필요한 까닭은 결국 여기에

이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나 경찰관이 단순한 공무

있습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상하거나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해 인명재산의 위난(危難)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환과고독(鱞寡孤獨)이라는 4대 불우의 궁민

구호(窮民救護)를 중시해왔으며, 가지가지의 궁민혜휼(窮民惠恤) 시책이 운영되어 왔

을 구하다가 순직, 부상당하거나 ,치안에 직접 관계없는 일반 범죄의 수사, 체포 등에
종사하다가 순직 부상한 경우 등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습니다. 현재도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구호와 수용구호의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 중에

공무로 인해 순직 또는 상이를 받은 경우를 전부 포함하지 않고 ‘전투 또는 전투

있으며, 또한 의료구호로서 수용구호와 공공구호,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위생

에 준할 행위’에만 국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 법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과 직

사업, 사회복지를 위한 근로자 권익보호, 실업자 취업 알선, 주택개량과 후생주택 제

결하는 일종의 특수한 제도인 까닭입니다. 연금법상 ‘전투에 준할 행위’라 함은 본 법

공, 재난민의 정착사업, 전쟁미망인과 상이군경들에 대한 생업보도 등의 궁민구호 대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3항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법제화한 항구적 사회보장책인

(1) 무장폭동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전몰상이군경 연금제도는 비록 소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을지라도 획기적인 것으

(2) 전선보급을 위한 행위

로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 또다시 공무원 연금법이

(3) 기타 치안을 교란하기 위한 폭력을 방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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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입니다.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에 관해서는 군인은 국방부장관, 경찰관은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현재 위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또한

내무부장관의 인정 내지 판정을 받게 된 것은 연금법 제4조 동시행령 제6조의 해석상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없이 공무에 충실할 것을 기도한 바이고, 행정목적상으로는 공

의심할 여지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에 대한 공로를 보상함으로써 공무원이 착실히 그의 의무를 이수하게 하는 데 의

군경연금은 부자가 빈자에게 혜여(惠與)하는 동정금이나 자선금 같은 임의적인 희

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공무원이 진실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

사금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연금을 지불할 법률상 의무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의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

가 있고 연금 권리자는 결정된 전몰군경유가족이나 상이군경은 연금을 받을 법률의

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사회인과 달라 그 목적이 국가에 충실히 봉사할 것을 각오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와 연금 권리자와의 관계는 일개의 채무자와 채권

하고 채용된 자이므로 그 직무수행에서 보수(報酬)와 장래생활을 염두에 두고 불충

자와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군경원호법이나 경찰원호법에 의해 지급하는 각종 부조

실한 행위를 자행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면 그들의 생활기복에 대

금은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부조해주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권리로 청구할 수 없습니

한 비정상적 형태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설치함으로써 그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네들의 사회적 보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다.
군경연금법은 과거 은급제도(恩給制度)에 흡사한 것으로, 공법(公法)상의 관계에

이에 기대되는바 또한 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는 인류생활을 경제적 궁

있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당시 정세에 비추어 정책상 부칙을 베풀

핍에서 구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락(轉落)의

어 군속전시 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청년단, 향토방위대, 소방대 의용소방대

함정에서 거침없이 구출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제도입니다.

등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준 전투행위에 군경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이
로 인해 상이를 받은 상이자 또는 전사자의 유족에게도 연금을 드리기로 되어 있습

앞으로 본 제도는 더욱 확장될 것이고 본 제도의 발전으로서만이 모든 사회생활의
경제적 불안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이란 말은 소위 월급이나 연봉이라는 말과는 그의 성격을 달리한 말입니다.

니다.
그리고 연금 1월에 책정된 공무원연금 제도도 역시 사회보장적 의의에서 공무원들

연금은 그의 제도상으로 보아서 어느 특정한 조건이행에 대한 대가적 가치성에 있는

의 노후 기타 사고로 인해 생활상의 비정상적 기복이 야기되었을 경우 이러한 공허를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그의 본질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급여되는 제도상의 용어일

메워 그 생활의 정상적 수준을 견지하도록 설치된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연금이라는 말이 발생한 것도 역시 사회보장제도가 이 세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그의 생활을 보

에 나온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라는 용어가 씌어 있는 제도는 벌써 사회

장하려는 사회보장적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령 연금, 상이

보장적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그의 성질상으로

연금, 유족연금 등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지급방법으로 종신지불제와 일시금

보아서 사회보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적용대상이 어떠한 범주적 규범 하에서 확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종래의 은급과 같은 것이나 역시 사회가 발전하고

정된 것입니다. 그것에 급부(給付)하는 행위는 고정되어 있고 급부액의 표준이 연액으

시대 조류가 달라짐과 아울러 그의 설치 목적이 일보 전진해 사회보장적 의의가 있습

로 되어 있으며, 어느 특정한 자에게 일생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적이며 매년 급부행

니다.

위를 지속하는 제도상의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활상의 비

이와 같이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이라는 특정 직업을 가진 직종별 연금제도라고도

정상적 궁핍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질병에서 불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성격상 사회보장적 성격과 행정목적상의 성격 등을

안하고 직업에서 불안하고 노쇠에서 불안하고 사고에서 불안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견지에서는 전술한 군경연금제도와 성격상 다를 바가

인간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상의 수많은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없을 것입니다. 행정목적상의 성격은 특히 인사관리정책 면에서 그의 의의를 발견할

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생활상의 사고기복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보급이 여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의 연로, 역

치 않을 경우 궁핍에서 구출하고 공허를 메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담당하

질 등으로 인해 그의 능력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의 궁핍을 방지하려는

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을 불안한 위치에서 보다 나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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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嶺海)에 대(對)한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제문제(諸問題)

정의 위치로 이끌기 위해 군경연금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
며, 공무원 연금제도가 제2차적으로 그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
히 이루어질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누구
도 경제생활에 구애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보장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

1

다.
<필자(筆者)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 연금과장(年金課長)>

김기수(金基洙)

영해(領海)(Territorial waters or sea)는 연안국(沿岸國)의 영

역적 요소로서의 해역이다. 즉 국가영역은 국토와 영공과 영해
의 3부면의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이 해역은 공해와 일대로 되
어 있기 때문에 해양의 국제항행에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영해는 국가영역으로서는 특수적 성질을 가진다. 즉
영해는 본래 연안국의 주권적 해역이지만, 그 해역은 국제항행의 안전에 관여되는 해
양에 속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리하여 영해의 국제법상의 규제는 연안국의 주권
적 수행과 국제항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양면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수행구역으로서 세관 감시구역이며, 국외 중립구역이며, 어
로구역이며, 또한 안전구역이다. 그리고 그의 공(空)은 영공에 속한다. 이와 같이 영해
는 연안국의 관세, 위생(衛生), 경찰, 항해, 어업 등의 관할구역이고, 전시에는 국외 중
립국으로서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교전국 선박에 대한 법률규칙을 설정한다. 또한 영
해는 연안국의 어업 및 연안무역을 자기 국민에게 독점하게 하는 배타적 구역이고 그
해역에서는 연안국의 민사, 형사의 사법적 관할권이 행사된다. 이러한 주권적 구역으
로서의 해역 외에 영해의 일대는 국제항행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구역으로 되어 있으

(91면(面)에서 계속)
이것이 누구에게나 용이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농촌은 싫고 떠
날 수도 없는 청년의 존재는 그 자신의 불행일 뿐 아니라 농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

며, 국제법상 연안국은 그의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無害通航)을 허(許)하며
또 해난 선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농촌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농촌생활을 건실화함으

여기에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타국의 영

로써 희망을 찾는 길이 옳을 것이며, 농촌 출신 군인에게 이러한 해탈을 통한 굳은 의

해에서의 무해통항의 권리에 대한 연안국의 허용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무

욕을 북돋아 주도록 부탁하고 싶다. 이들의 사회세련이 생활건설 의욕을 조장하고

해통항이므로 외국 선박은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연안 규칙은 무시하지 않으며 또한

군대에서의 인내와 근면과 자신을 귀농 후의 생활태도에도 답습한다면 농촌은 고마

그것은 영해에 정박을 의미하지 않는다.

운 중견 청년을 얻게 될 것이다. 근래에 제대 학생의 기풍이 놀랄만큼 착실해져서 학

2

원에 큰 희망을 주고 있지만, 농촌의 제대 청년도 건전한 이성으로 자신의 위치를 옳
게 판단하고 착실한 농촌의 중견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
<필자(筆者) 고대(高大) 농과대학(農科大學) 교수(敎授)>

상술된 바와 같이 영해는 특수적 해역으로서 국가영역에 속하지만, 그의 구역 범위

에 관해서 아직도 국제법상 획정되고 있지 않다. 과거 선진 해양국가들은 영해 3해리
원칙을 주장해 왔지만, 이것은 오늘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확립되
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해양국가는 영해 범위를 제각기 3해리, 4해리, 6해리, 9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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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서 영해 3해리 이내를 주장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또한 12해리 이상을 주장하는 국가도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영해범위
의 불획정은 결국 국가영해로서의 일정한 주권수행구역의 불획정을 의미한다. 따라

의 전속어업구역으로 하느냐 또는 접선수역(관세, 위생의 구역)으로 두느냐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은 1945년 트루먼 선언90) 이래 다수 해양국

가에 의한 보존수역의 선언 – 연안국의 해양 천연자원의 확보와 대륙붕의 선언이다.

서 또한 공해의 주변선(線)의 불획정으로 각국의 공해에서의 어업 자유에 혼란을 가

여기에 보존수역의 선언은 해안에서 200해리의 광범위에 관한 것이지만 천연자원의

져온다. 확실히 이것은 해양법 질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영해범위의 획정문제는 어

보존을 위한 연안국의 일방적 조치로서 타국의 공역상의 어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니고 국가영역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현실적 사항이다.

저지역의 해상(海床)(sea bed)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느 당사국 – 대안국(對岸國) 또는 어업의 이해관계국 – 간에 국한하여 결정될 문제가

주목된다. 그리고 특히 대륙붕의 선언에서는 영해수역 밖의 수심 300마일까지의 해

그리하여 영해 범위의 일률적 획정을 위해 국제회의가 요청되었다. 1930년의 해양

다. 이것은 해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영해의 확장에 해당한다. 현재 이러한 보존수역

법전 회의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56년의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 선언 또는 대륙붕의 선언을 하는 국가는 1945년의 트루먼 선언 이래 캐나다, 오스트

‘해양에 관한 국제법안’인데, 여기에서는 국제법상 영해 범위가 12해리 이상 확장될

레일리아, 남미 제국, 아랍 제국 등 30개국에 달하며 한국도 그에 따르는 선언국이다.

수 없다고 했다. (동 제3조 2항) 그리하여 본 해양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1957년 4월 제네바에서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많이 논의되었으
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본 회의의 결과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본래 공해 – 영해 밖의 해양은 무주물(無主物)이며 각국에 무소속되고 있는 해양이

며 따라서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자유 – 항행의 자유, 어업의 자유 등이 인정되고 있
다. 하지만 연안국의 인접공해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을 또는 접속성을 인정하지 않을

로 본래의 3해리 국가인 영국, 미국, 일본 등이 찬성하게 된 6해리의 제안이 유력했다는

수 없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항공의 발전, 어업수산의 과학적 발전과 천연자원의 보

것, 둘째로 본 회의에서 영해 범위의 획정에 실패한 대신에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범위

존의 필요성, 해안의 국방상의 확대 등에 기인해 연안국의 본래 영해의 인접수역에 대

를 ‘접속수역(接續水域)’(Contiguous zones)으로 설정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한 지배 또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제1차 해양법 국제회의가 영해범위의 획정에 실패하고 이것을 다시 획정하기 위해

그러므로 영해 6해리의 획정은 당연한 진전이며 그 이상의 해양관할권을 획정해야

올해 3월에 제2차 국제회의를 제네바에서 가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미국안인 영

하는 것은 긍정할 수 있다. 그것의 획정은 국제법질서 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해 6해리안과 어로구역 6해리안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었는데, 결국 미국안도 결정되
지 못하고 제2차 본 회의는 실패로 돌아갔다. 본래 미국안에는 어업구역 설정에 부대

문제이다. 그의 관할구역의 획정이 일치되지 않는 한 해양의 법질서 – 각국의 어업권

문제에 관련한 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 5년 동안에 걸쳐 동 구역 내(6해리)에서 어로작업을 해온

영해의 확장은 그에 반비례해 공해의 구역의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해의 확장

제3국의 연고권(緣故權)을 설정하되, 그의 어업권은 과거 5년 동안의 어로 실적과 수

은 해양국가에는 유리하지만, 비해양국가에는 그만큼 불리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확 한정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업구역의 설정에 따르는 부대조건에 대해서

영해의 범위는 이 점을 고려해 적당하게 배정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공해 자

는 후진국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그 반작용으로 후진국 대부분은 도리어 영해 12해

유의 원칙은 오직 국제항행의 자유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공산국가도 가담했다. 제2차 회의에서 결정적 단계
에 이르게 된 것은 영해 6해리의 획정이며,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4
영해에서 국제법상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외국 선박의 지위이다.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 있을 때, 연안국은 그에 대해 민사, 형사의 사법적 관할권을 갖지

이상 국제회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래 영해 3해리 원칙의 경향이 20세기 후반기

에 들어와 영해 6해리 원칙으로 확장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결

만 그의 적용에 있어서 영국주의와 프랑스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영국주의에 의하면, 영국의 영해상에 있는 외국 선박은 그의 정박 또는 통항을 불

국 세 가지다. 즉 영해 6해리 밖 6해리를 영해로 확장하느냐 또는 그 구역을 연안국
90) Truman Procla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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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고 또 그 사건발생이 그 선박 외에서든 그 내부에서든 그것이 민사사건이든 형
사사건이든 불문하고 일체 영국의 재판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해를 영

<수필(隨筆)>

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속지법주의를 관철한 것이다. 이 주의는 미국,
독일에서 동일보조를 하고 있다. 1878년의 영국영해권조례에는 이 주의를 채용해 규

개인(個人)과 ‘인간(人間)’
서울대 문리대(文理大) 조교수(助敎授) 김붕구(金鵬九)

정했다.
이와 같은 영국주의의 속지법주의에 대해 프랑스주의는 연안해를 통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원
칙이다. 또한 프랑스항에 있는 외국 선박의 내부사건 및 그의 승무원 상호간의 사건
에 대해서도 그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단지 그의 사건이 프랑스항의 안녕
질서를 해치든가 또는 그의 승무원이 그의 승무원이 아닌 프랑스 국민과의 형사사건
에 대해서만 프랑스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게 되어 있다. 결국 프랑스주의는 영해의 특
수적 성질 – 즉 영토와 달리 국제항행의 구역으로서 외국 선박의 항행의 안전을 보장

함과 동시에 외국 선박에 대한 항행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될 수 있는 한 피하자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프랑스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영국주의는 영해의 이중적 지위를 무시하고 영역주권을 고집한 것이라고 본다. 해
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은 국제교통상 긴요한 문제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서 외
국 선박이라는 것은 상선에 한하고 군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함은 본래부터
외국의 영해에서 치외법권을 가진다. 또한 공선(公船)도 군함에 준한다. 그러므로 해
안국은 그의 영해상에 있는 외국 군함에 대해 법적 관할권이 없다. 그것은 외국 선박
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연안의 관세경찰 규칙 등에 따를 뿐이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법적 관할권 문제에서 상술(上述)된 것은 주로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며, 민사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주의원칙은 민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선박충돌과 해난구조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이
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그의 사건이 선
박 내부의 사항이 아니라 해양상의 선박과 선박과의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영국주의
에서는 물론이고 프랑스주의에서도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에 속한다.
이와 같이 영해에서의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법적 관할권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의 선제조건은 역시 해양범위의 조속한 획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이 획정은 그에
따르는 영해 상공에서의 영공의 구별이 결정될 것이다. 영공의 폭은 영토와 영해의 상

문학작품에도 손가락 끝으로 농간을 부린 작품이 있고, 신경
으로 각쭉거려 놓은 게 있는가 하면, 사랑방 옛 얘기 같은 문학
이전의 작품도 있고…… 가지각색이다. 그 중에는 작자의 전 체
험 밑에서 솟구쳐 독자의 폐부를 찌르는 희귀한 작품도 있다. 그
러한 작품 속에서 우리는 천금의 무게를 가진 진리를 도처에 발견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독자로서의 깊은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좀 둔한 독자라면 저 자신이 비상한 체험을 겪을 때 비로소 그 천금의 진리
를 깨닫게 된다. 가령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혼자 죽을 뿐이다. (앙드레 말
로) - 이건 한번 내가 죽어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그 중에도 이번 4월 민주혁명을 통해 ‘체험에서 우러나온 천금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느끼게 해준 작가는 ‘알베르 카뮈’91)와 ‘생텍쥐페리’92)다.
“나는 항거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 얼마나 회한한 진리냐! 내가 목숨을 걸
고 분연히 궐기할 때 나는 이미 ‘나’ 혼자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카뮈가 “존재한다.”는 것은 ‘데카르트’93)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의 경우처럼 형이상학적인 유(有)의 확인도 아니고 실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의
미한다. 폭군의 채찍 밑을 벌벌 기어가는 한,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가축이다. 그 노예
가 어느 날 홀연 폭군 앞에 맞선다면 그는 이미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 내 이
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도시 언어의 모순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차마 이 이
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는 일거에 ‘존엄한 인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번 4·19 봉기에서 한 젊은 창녀가 ‘데모’에 끼어 중상을 입었다. 그 창녀를 여학생
들이 며칠 동안 밤을 새워 간호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창녀가 아니고 ‘존엄한
인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 ‘우리’를 위해 항거함으로써. ‘남’의 반항으로 간신히 ‘바
지저고리’를 면한 ‘우리’ 속에 나도 한몫 끼게 되었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한편 생텍쥐페리(약칭 생텍스)는 비행사였다. (실은 공군에서 발간하는 책에 글을
쓰라기에 문득 맨 먼저 생각난 것이 생텍스였지만) 그는 비행사인 동시에 위대한 문
학자이며 참으로 위대한 철학자였다. 그는 2차 대전 말기에 장렬한 전사를 했거니
와, 프랑스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작가는 생텍스라고
한다. 문학자였건만 그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 아니 그는 소설적인 일체의 허구를 경
멸했다. 허나 그의 수기는 만권의 창작문학도 당할 수 없는 높은 문학적 향기와 깊
은 감동을 독자에게 주는 최고의 문학작품이다. 한편 헤겔94)이 어떻고 칸트95)가 어

공이다.
(필자(筆者) 동국대(東國大) 교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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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고 하는 철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파는 자를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
는 분명 철학자도 아니다. 진정한 철학은 저 자신의 온갖 체험을 소화해 자기 혈육으
로 섭취하는 깊은 명상에서 분비되는 사색이리라. 발레리96)는 “나는 철학자라는 명
예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겸손 비슷한 말로 은근히 직업적인 사변(思辨)가들을 비웃
었지만, 발레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철학자 역시 생텍스 같은 ‘사색인’을 의미할 것이
다. 천공(天空)을 향해 관념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동안 뼈와 살로 된 산 사람의 체험
은 모조리 새 빠지는 철학 – 이것이 종래 독일적 관념철학이다. 그러기에 나치 치하의
독일 철학계를 조소해 “독일에는 철학 교수는 많아도 진정한 철학자는 하나도 없다.”
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도 먼저 말한 사색인을 의미한다. 생텍스는 바로 진정
한 사색인이란 점에서 철학자다. 그러기에 그의 철학은 그가 먹는 빵에서 떠오르고
그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그가 탄 비행기에서 또는 그가 내려다보는 바위산과 사
막에서, 그가 탄막(彈幕)을 뚫고 나가는 공중전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하나가 세계와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와 핵심을 남김없이 헤쳐보이는 데는 참으
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군장병들에게 생텍스의 『인간의 대
지』97), 『전시조종사』98)를 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아니 공군뿐이겠는가. 바로
현대인의 경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는 비행기를 농사꾼의 쟁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대대손손 쟁기로 땅을 가는
동안에 농사꾼은 피땀으로 땅속에서 대지의 비밀을 캐낸다. 피땀으로 캐낸 비밀이기
에 천금의 진리다. 그리하여 몇천 년을 두고 씨앗을 심어 빵을 만들기까지의 어김없
고 틀림없는 진리를 체득한 것이다. 그는 비행기라는 현대인의 쟁기로 하늘을 개척하
는 농사꾼으로 자처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공을 나는 그에게서 대지와 인간세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의 계
시를 받는다. 지상에 복작복작 모여 사는 사람들의 먼지 덮인 눈에는 띄지 않는 놀라
운 인간세계의 기적들 – 그는 몇만 년 몇백만 년을 두고 형성되는 지표를 한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시적인 조인(鳥人)의 눈으로 그것을 포착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 수수
하고 믿음직스럽고 피땀 어린 ‘평범한 농사꾼의 진리’의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다. 그
중 한 가지만.
그는 ‘인간’이란 어휘를 거의 종교적인 최고자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저
마다 보잘것없는 개인이다. 그러나 그 개인은 저마다 ‘자기 속에’ 자기보다 더 큰 것
– 즉 ‘인간’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재해 있다. 비
행사들 또는 광부들은 종종 한 사람의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백여 명이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을 한다. - 개인 개인의 생명을 따지면 수학적으로도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구하려는 것은 김 아무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위기 속에 발버둥
치는 한 ‘개인’이다. 그의 울부짖음이 내 가슴 속의 ‘인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너나없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개인이 위대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변모하는 순간이

있다. 평소에는 개미처럼, 꿀벌처럼, 자기 ‘직분’을 다하는 미미한 개인이 일생에 두 번
없을 비상사태에 처해 끝끝내 자기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일약 위대한 인간으로 변
모할 수 있는 찬스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패전 프랑스의 마지막 공군부대 –
정찰기 50대! - 는 십중팔구(十中八九)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천공을 다금다금
날아갔다. 파죽지세(破竹之勢)의 나치군의 지상포화와 전투비행대의 공격망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 이미 정부와도 사령부와도 연락이 끊겼는데 – 아니 벌써 정부조차
없는 판국인데 – 무엇을 위한 정찰이란 말이냐?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작전명령’을 해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이 활활 붙는 큰 삼림이 눈앞에 있고, 그것을 끄기 위해 희생시킬 몇 잔의 물이
있다. - 그러니 그 몇 잔의 물을 타오르는 삼림 위에 붓는 것이다.”
(『전시(戰時) 조종사』)
그러니 명령을 받은 장병은 “알았습니다. 대대장님!” 한마디를 남기고 타오르는 삼
림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이번 4·19 봉기에서 우리 대학 학생 김치호(金致浩) 군이 죽었다. 색시처럼 얌전하
던 학생, 허름한 옷을 입고 유달리 수줍은 기색으로 깍듯이 인사를 하곤 하던 학생이
다. 그는 입학을 하자 시험 때 커닝이 성행하는 꼴을 보고 몇몇 동지와 함께 ‘송우회
(松友會)’라는 학생수양 클럽을 조직했다. 우선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학생이 커닝을 할 수 있느냐!” “학생답게 검소한 옷차림을 하자!” “전차나 버스
안에서는 자리를 양보하자!” - 그에게도 진리는 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날 아침 일기에 “오늘도 나는 정의를 위해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으리라.”고 한 줄 적어놓고 나갔다. 학생대표로 경찰에 붙들려 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뛰어나오는 길로 경무대(景武臺) 앞에 달려가 다시 중상을 입었다. 병원
으로 운반되자 심한 출혈로 맥이 빠지고 식어가는 손을 들어 응급치료를 거절하며
만신의 힘을 쥐어짜서 “저 어린 동생들을 먼저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끝끝내 치
료에 응하지 않았다. 의사가 중고등학생 치료를 끝내고 김치호 군에게 달려갔을 때
는 이미…….
그는 이미 수줍은 낯으로 인사를 하고, 잔디밭에 흩어진 종잇조각들을 줍던 옛 김
치호 군은 아니다. - 그 미미한 개인 속에 들어 있던 ‘존엄한 인간’이 그날 불붙은 정
의심과 더불어 홀연 날개를 펴들고 불사조로 변모한 것이다. 평소 본분에 충실하던
그는 일생에 두 번 없을 비상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위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96) Paul Ambroise Valéry
97) Wind, Sand and Stars
98) Pilote de guerre

104

The comet

Vol44

105

<수필(隨筆)>

죽음

연세대(延世大) 교수(敎授) 김형석(金亨錫)

맑은 아침이었다.
밀렸던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게 웬일일까? 약 먹은 쥐를 먹은 모양이지. 저걸 어쩌나?”
걱정하시는 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다. 아마 나에게도 들려주어야
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다.
방문을 열고 뜰로 나섰다. 제법 토실토실 자랐고 며칠 전부터는 낯
선 사람을 보면 짖어대기까지 하던 강아지가 거품을 흘리며 비틀거리
기 시작한다.
나를 본 강아지는 그래도 반가워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몇
번 다리에 기어 올라보려 하더니 그만 뜰 한편 구석으로 달아나 버린다. 몹시 고통스럽
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모양이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뜻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속히 비눗물을 만들어 입에 퍼 넣어주기 시작했고 어린 것을 불러 약방으로 달
음질치도록 부탁을 했다. 약간 긴장이 풀리는 듯이 양지 볕이 쪼이는 담장 밑에 누어버
렸다. 아무래도 고통스러움을 견뎌내지 못하겠던 모양이다.
강아지 때문에 휴강할 수는 없었다.
산란해지는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 채 학교로 달려가 한 시간 강의를 끝냈다. 강
의를 하는 도중에는 잊고 있었으나 강의가 끝나니 강아지 생각이 물밀 듯 밀려온다.
다행히 가까운 거리였기에 달음질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지요?”
“글쎄, 아무래도 죽으려는 모양이다.”
그때까지 지키고 계시던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행여나, 행여나 기대했던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이 찾아드는 것 같았다. 누어있는 강
아지 옆으로 가 앉았다. 거품을 물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던 강아지가 그래
도 주인이 옆에 왔다는 것을 의식했던 모양이다.
겨우 일어서서 두세 번 꼬리를 흔들어 보이더니 그만 제자리에 누어버렸다. 마치 “주
인께서 돌아오셨는데 영접을 해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스스
로들 원망하고라도 있는 모습 같았다.
나는 애처로워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이다.
품에 안겨 보았으나 고통은 여전한 모양이다. 다시 땅에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무척 괴롭고 답답한 모양이다. 그 두 눈은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죽어오는 고통을 덜어주거나 어떻게 좀 더 살게 해주
세요. 왜 가만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묻는 것 같기도 했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다.

106

The comet

한참 뒤 누운 대로 꼬리를 약간 흔들어 보이더니 더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눈의
빛깔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전신이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만 몸의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나는 두 눈을 살그머니 감겨 주었다. 몇 분이 지났다. 강아지는 곱게 완전히 누어버
렸다. 꼭 잠든 것 같았다. 가볍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흡사 “세상은 너무 괴로웠
다.”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오후에는 또 강의가 있었다.
그러나 강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다. 온 가족들
의 생각이 똑같은 모양이었다. 새삼스럽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철학을 논하고 예술
을 말하며 과학의 위대성을 떠들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세상을 떠났다. 온 세계 사람들의 주의와 기
대가 그의 병원으로 집중되었다.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는 의사들이 그의 암을 저지시켜
볼 양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세상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인류의 마음
과 뜻이 묶어져 있는 듯싶었다. 그것은 작고한 위인의 죽음을 위한 심정이기도 했으나,
인간들이 똑같이 지니고 있으며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공통적인 운명에 대한 엄숙
하고도 경건한 마음의 표징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전 인류의 성의와 노력을 가지고서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출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죽음은 이렇게 강하다. 죽음은 이렇게 절대적이다.
백만 광년이 걸려야 지구에까지 비쳐오는 어떤 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에서 죽
음에의 거리는 그보다 몇 백만 배나 더 먼 것이다. 하나는 양(量)의 거리를 말하나 후자
는 질(質)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 및 죽음에의 가능성은 어디 있는가? 순간마다 있으며 삶의 한복
판에 언제나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라도 찾아오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죽음의 바로 앞에서 모든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아니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상스러운
일이다.
그날 오후 나는 강의를 끝내면서
“내가 학교로 오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
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뛰어갑니까.’
묻는다면 그는
‘강의 시간이 늦어서 그럽니다.’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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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충분히 못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면 무엇 합니까.’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잘 삽니다.’
‘잘 살면 무엇 합니까.’
‘잘 산 뒤에는 죽습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이 식(式)을 빼놓고 답(答)만 쓰는 식
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은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뛰어갑니다.’
는 대답이 나올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학생들은 와- 하고 웃어댔다. 그러나 웃음이 사라진 뒤에는 그 어느 학생의 마음에
도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스쳐갔을 것이다.
죽음은 최후의 문제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짓는 모든 학문과 예술과 사상
의 마지막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지어 주었는가?
반드시 해결지어야 할 문제이면서도 모두 자기의 문제는 아닌 듯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있는 순간에도 죽음은 찾아오고 있는데…….
1960년 부활절 아침에

봄이 오면

시인(詩人) 석계향(石桂香)

나이를 먹을수록 앞은 막히고 지난날만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래서 아마 나도 이제 여생을 즐기자는 노숙한 편에 끼어 들어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난처한 일이다. 내 마음은 아직 늙지 않아서 어디로 가
든지 젊은 축에 불쑥 뛰어 들어가나 대개의 경우 나에게 와 붙는 건 딱지라는 꼬리표다.
아마도 내가 너무나도 지각했거나 그렇잖으면 사지 말아야 할 차표를 사가지고 남
이 즐겁게 지내려는 젊은 열차에 뛰어든 것일 것이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내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던 나날 일찍이 크나큰 비중으로 우리들
의 생활의 기둥이었던 윤리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보다.
나는 오랫동안 즉 내가 대구(大邱)를 떠나 내 가정을 나온 이래 윤리라는 것은 사람
의 생활을 얽매어 두는 도구가 아닌가 늘 의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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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타분한 지난날의 불상 같은 형태와 마주 앉아 있기보다는 희망이 넘실거리는 새
시간의 역군들과 활기에 찬 얼굴들 속에 끼어 앉았으면 무엇인가 내 가슴에 흐르는 개
울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발을 씻고 우람한 산기슭에서 자라던 나의 어린 날을
회상할 수 있다.
요전에는
나와 더불어 살며시 자라던 어린 날의 친구가 서울의 나를 찾아와 옛날의 그때보다
지금의 내가 더 좋다고 말하면서
서울에 이사해 왔으면 하는 눈치를 나에게 보이고 간 일이 있다.
나는 친구를 시골로 내려 보내고는 그러나 줄곧 농사가 있는 마을을 나가서 그와 나
란히 치마폭에 달래를 한 아름 캐 가지고 동리 앞길로 들어오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집안에 며칠을 꾹 들어박히고 있었다.
어떤 때에는
심산(深山) 깊숙이 들어가 도라지를 캐다간 머루나무를 발견하고 온통 머루넝쿨에
모여들어 온 입술에 머루 물 칠하고 내려오다간 난데없이 달아나는 사슴에 놀라 도라
지 바구니고 뭐고 다 내동댕이치고 집에 와선 안방에 꼭꼭 숨어버린 적도 있었다.
제일 겁쟁이였던 복희는 그때도 노루가 우리를 잡으러 지금쯤은 마을 어귀에 들어섰
을 거라고 자꾸만 우겨댔고 복희가 달래 캐오면 장을 넣어서 끓여 먹겠다고 기다리던
그의 동생 순철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사슴처럼 선하다.
그러나 우리 집 안방에 이불을 쓰고 사슴을 피해 온 이 어린 피난민들에게 어머니는
늘 관대하게 간섭이 없었다. 오빠는 사슴에 놀라는 바보들이라고 우리를 아예 상대도
안 했건만 그래도 달래 바구니를 누구보다도 먼저 뒤지는 것은 오빠였다.
우리는 달래나 도라지에만 독을 드린 것이 아니다.
공부하는 오빠의 책상머리에 꽂아줄 함박꽃을 찾아 헤매던 무수한 나날들.
특히 음악을 좋아하며 그때 ‘클라리넷’을 학교 악대에서 불고 다니면서 우리 마을학
교 악대에서 불고 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개화당(開花黨)이었던 오빠는 마을 아가씨들
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복희와 순이는 노상 오빠의 농이라도 더 많이
받아 보려고 우리 집 대문을 기웃거린 나의 동무 중 한 사람이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 기숙사 생활에 들어가서도 복희와 순이는 못내
우리 오빠를 잊지 못하다가 내내 동생 친구로만 여기는 오빠가 너무도 야속하다 해 순
이는 수녀가 되어 영동 어느 가톨릭교회에서 일보는 몸이 되었고, 복희는 끝내 시집 가
지금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그래도 모두 흩어져 옛 친구 하나 없는 고향이라도 동심이 어린 바위와 지난날
의 평화로웠던 나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늙고 싶은 생각이 오늘도 뭉클 나의 생각의
문을 두드려 온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젊고 지성이 그립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인 내
가 끼어들어 그들이 마음대로 할 꼴의 자유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하는 일이 없어
야 되겠다는 데 나의 윤리는 아마도 싹트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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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윤리 위에서 지금은 고독해진 과거를 사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날
을 키우며 지내자는 생각이 드는 것은 늙은 탓일까?
나는 황혼이 오면 이런 생각에 잠겨 옛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올
수 없는 그 날을 위해 봄이 오면 나는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실컷 울고만 싶은
생각이 자꾸만 치민다.
일기도 적지 않는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줄곧 나를 찾아오는 것은 아마도 내가 정말
늙어가는 탓일 것이다.

생각되었다.
방콕[Bangkok]에 닿은 것은 오후 3시였다. 방콕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5분이라고
해 시계를 한 시간 45분 뒤로 돌려놓아야 했다. 시간을 역행하는 고장이다. 한 시간 반
이상을 비행장 대합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먼 길을 가는 비행기인지라 이렇게 적당한
곳에서 머물러 기계를 정비하고 기름을 다시 채우고 떠난다고 한다.
여객의 입장에서도 수십 시간을 계속해 타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 중간 내려 땅 위를
밟아보고 쉬어가는 것이 훨씬 피로가 덜한 것 같았다.

공중여행(空中旅行) 한 토막

이튿날 아침 8시 반, 일행은 아래층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후 다시 비행장으로
나와 11시 출발 PAA에 몸을 실었다.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여로에 오른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은 특별히 맛이
있었다. 여행에 지친 사람들의 구미를 돋우기 위해 세심한 주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카라치’에서 ‘베이루트’까지
방콕에서 랭군[Rangoon]을 거쳐 10시간의 지루한 비행 끝에 파키스탄[Pakistan]의
수도인 카라치[Karachi]에 닿았다. 한 시간 반의 휴게. 그동안 구내매점에서 그 고장의
특산품을 구경했다.
인도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 노인들이 밤을 새가며 매점에
서 물건들을 팔고 있다. 구경만 하는 우리에게 무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열심히
설명해 가며 사라고 권유를 한다.
한밤중 우리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자리를 정돈하자마자 자라고 기내의 불들을
꺼준다. 그러나 탔다 내렸다 하는 바람에 피로한 중에도 잠은 달아나버리고 눈을 감았
다 떴다 하며 점점 멀어져가는 고국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목적지에서의 일들을 구
상해 보기도 했다. 이럭저럭 어둠은 걷히고 희뿌연 새벽이 닫힌 커튼 틈으로 엿보인다.
우리는 반가워 휘장을 제치고 내려다보았다. - 사막이 보인다. -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아라비아[Arabia]의 사막지대이다. - 어느 한 모퉁이에 낙타의 대열이라도 지나갈 듯
해 열심히 살펴보아도 무한대의 황막한 사막이 있을 뿐이다. - 이렇게 메말라 보이는
사막은 석유의 보고로 그 부원(富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하늘의
뜻을 우리 인간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것인가 한다.
몇 번 여행을 해보았으나 이 광대한 사막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처음
이기 때문에 어려서 들은 『아라비안나이트』 속의 이야기처럼 신기하기만 하다.
사막이 끝나자 시퍼런 바다가 보인다. - 이것이 바로 지중해라고 한다. 내 눈과 마음
은 다시금 놀라움과 신비로움에 쌓여 이 전설과 같은 거대한 지중해를 내려다보았다. 옛날부터 헬렌100) 때문에 일어난 트로이101) 전쟁 등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갖 인류의
역사가 새겨지고 변천되어 온 것이 아닌가.
지중해가 끝나며 우리는 예수가 나신 예루살렘[Jerusalem]의 상공을 날고 있었다.
광대한 사막지대와 푸른 바다 – 하늘과 구름밖에 보이지 않건만 그 하늘을 날아보
는 우리 마음은 깊은 감개에 벅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신비와 경탄에 쌓인 하늘을 날기 8시간 15분만인 오전 8시 45분 베이루트
[Beirut]에 도착했다. 여기는 레바논[Lebanon]의 수도로 구약에서 많이 듣던 고장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읽어만 오던 그 땅 위를 오늘날 내 발로
밟아보게 될 줄이야. -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구약의 레바논은 오늘날 뉴욕에

99) coolie

100) Helen 101) Troy

여류수필가(女流隨筆家) 전숙희(田淑禧)
지난 해 7월 14일이었다.
서독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열리는 제30차 펜클럽대회에 참석
하기 위해 우리 5인 일행은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가 홍콩[Hong Kong]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반이었다. 정시보다
한 시간 반이 연착이라고 한다.
PAA회사의 왕복 비행기표를 산 우리는 그 회사의 부담으로 내일 유럽 가는 비행기
를 갈아탈 때까지 쉬며 기다리기 위해 그랜드 호텔로 안내되었다. 호텔은 그 이름과 같
이 홍콩에서도 일류호텔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PAA의 지정 호텔이었다.
7월의 홍콩 거리는 시루 속처럼 푹푹 쪄 호흡조차 곤란할 지경이었다. 거기다 대면
서울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중국 ‘쿠리’99)들의 땀과 가난에
쩐 모습이 흡사 쥐어짠 넝마 모양 풀기가 없다. 무언지를 이고 또는 지고 지나가는 여인
들과 아이들의 명태처럼 바짝 마른 모양도 눈에 띈다. 어디나 비참한 생활상은 마찬가
지로구나 하며 나는 그들을 보는 순간 내 동포를 만난 듯 가슴이 아팠다.
호텔 안은 완전히 냉방장치가 되어 있어 들어서자 벗었던 윗저고리를 다시 입어야만
할 지경이었다.
일행 중의 두 여성은 조경희 씨와 나는 둘이서 베드가 두 개 놓인 한방을 쓰기로 했
다. 화려한 카펫 깔리고 가구가 정돈된 방 안에 짐을 풀어놓고 독탕에 물을 마음껏 틀
어 샤워를 하며 – 아침에 떠난 서울 거리와 집과 또 친구들을 생각하며 – 또 아까 거리
를 지나올 때 본 땀에 젖고 더위에 허덕이는 중국인들을 생각하며 먼지와 땀을 닦아내
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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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은 대규모의 신흥도시로 건물이나 도로나 모든 시설 등이 웅장하고도 호화로운
대도시이다.
말을 들으니 이곳은 홍콩과 같은 자유항이어서 세금이 없고 물가는 싸 홍콩과 함께
세계의 쇼핑센터라고 한다. 그래서인가 쇼윈도도 비단제품과 보석 등 사치품으로 화려
하기 짝이 없다. 비행장 건물도 어디보다 대규모다.
우리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PAA 서비스의 주스를 마시고 쉬기도 하며 사진도
찍었다.
이 비행장은 또한 이스라엘[Israel], 요르단[Jordan], 유럽 각지 또 미국 등지로 가는
분기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여객으로 혼잡하기 짝이 없었다.

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나 빵처럼 값을 쳐서 판다. 한국 돈으로 한 병에 삼십 환
쯤 되었다.
나는 우선 수프를 청했다. 그러나 그 맛이 어떻게 시큼털털한지 스푼을 대다 말고 그
냥 내놓았더니 보이들이 놀란 눈으로 걷어간다. 양고기 국물에 초를 잔뜩 친 모양이다.
입맛을 버려 찡그리고 앉아 있으려니까 옆에서 그 국물이나마 시장한 길이라 훌훌 마시
고 있던 조병화 시인 왈 “그저 유치장에 들어간 셈 치고 먹어 둬요. 죽지 않겠거든.” 해
서 모두들 웃었다.
나는 로스트비프에 매쉬 포테이토102)와 멜론을 먹고 겨우 시장기를 면했다. 이렇게
먹고 35리라(30센트 정도)니까 음식 값은 무척 싼 편이다.

‘이스탄불’과 양고기
웅성거리던 베이루트 비행장을 떠나 이스탄불[Istanbul] 비행장에 내리자 우선 비행
장의 초라한 모습과 쓸쓸한 분위기가 눈에 띤다. 여기서는 짐 조사가 심하다는 말을 들
었는데 다른 외국 여행객들의 짐은 샅샅이 다 조사하면서 우리 한국 일행의 짐은 보지
도 않고 그냥 OK를 해주어 우선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 OK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앉
을 자리도 없는 비행장 안에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부산히 왔다 갔다 하며
수군거리며 역시 사무에 질서가 없고 계통이 서지 않아 지연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점심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누우니 세상이 아득할 정도로 피로가 밀
려왔다. 결국 우리는 홍콩에서 여기까지 이틀 밤 이틀 낮을 공중에서 지내고 처음 땅 위
에서 자게 되니 피곤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 방에 든 조경희 씨와 나는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 한잠을 자고 깨어보니 이스탄불 시간으로 새벽 3시다. 그러고 보니 저녁밥도
굶고 그냥 내처 잔 셈이다. 둘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잠이 깨어 일어나 앉으니 밤은
깊고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은 하나 없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서울 시
간으로 치면 아침 9시나 된 셈이다. 피곤한 아침잠에서 깨어 출근이라도 할 시간이다.
우리는 한국 시간에 적응된 우리 생활을 감탄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밖에서는 젊
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아코디언을 맞춰 유정한 터키의 노래를 부르며 떠들고 놀고 있
었다.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마치 포위당한 초나라의 군사들이 한밤중에 들려
오는 고향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미칠 듯한 향수에 마음이 무너지듯 배는 고프고 밤은
깊고 말은 통하지 않고 이국땅의 유정(有情)한 노래는 들려오고 고국을 떠나 처음으로
서글픈 기분에 잠겨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옷을 바꿔 입고 우선 식당부터 찾아가니 보리빵 한 조각과 홍차
한 잔이 아침이었다. 도대체 터키란 먹는 데 극히 소박한 나라인가 보다. 그런데도 그렇
게 모두 살이 찐 것은 아마 양고기와 양젖 덕택인가 했다. 식당에는 설탕도 냅킨도 모
두 터키산이었다.
우리 국산품은 터키산에 비해 모두가 우수해 보이는데도 외래품만 좋아하고 쓰는
것을 생각하며 부끄럽고도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비행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김포(金浦)의 풍경과 똑같아 서울로 다시 들어가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연변의 넓은 공지에는 여기저기 우리나라
의 후생주택과 같은 조그만 집들을 집단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눈에 띠었다. 집 없는
시민들을 위한 연부 주택이라고 한다.
시내에 들어서자 꽃가게와 과일가게에서 또 한국의 모습을 느끼게 했다.
꽃은 수국과 글라디올러스, 백일홍 등이 한창이다. 과일가게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
도 똑같다. 거리의 인상은 낡고 무거우나 사람들의 인물은 눈에 띄게 잘났다. 특히 여
자들은 모두 병아리처럼 살이 찌고 귀엽다.
여기서 제일 호화롭다는 힐튼 호텔에 갔으나 각국에서 모여든 피서객들로 만원이 되
어 방을 얻지 못하고 플라자라는 이류의 조그만 호텔로 자리를 잡았다. 호텔 매니저는
영어를 곧잘 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소개하는 대로 근처에 있는 ‘피크닉’이라는 레스토
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시커먼 보리빵에 양젖과 버터였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소
고기를 먹듯 양고기를 상식한다고 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여기는 커피와 계란이 몹
시 귀하다고 한다.
냉수를 청하니 사이다병만 한 조그만 병에 담은 것을 하나씩 갖다 놓는다. 이 식당
보이들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냉수를 찾아 먹는데 지배인까지 부르는 둥 온갖 시늉
을 해가며 겨우 찾아먹었다. 그래 우선 터키에 있는 동안 물은 먹어야 살겠으니 터키 말
도 배워두려고 물병을 가져온 다음 그것을 가리키며 당신네 말로 이게 무엇이냐고 물
었더니 결국 알아듣고 ‘수-’라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말의 수(水)와 똑같은 말을 몰라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며 모두들 웃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랄 일은 여기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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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매쉬 포테이토(Mash Potato); 삶은 감자 으깬 것을 버터와 우유와 섞은 것으로, 미국에서 추수
감사절 전통음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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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세계정치인평전(現代世界政治人評傳)103)

1. 서(序)

콘라트 아데나워 편(編)

- Konrad Adenauer -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인류문명의 최절정에 달한 듯 아직도 불안과 무질서가 계속
되고 있는 오늘의 현상에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치적 업적을
쌓고 있는 현대정치인을 든다고 하면 현 서독 수상인 콘라트 아데나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세계 정치인 중에서 그는 굴지의 원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전후 거의 폐허
가 된 서독을 의심할 만큼 급속도로 부흥시켜 국제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립시켜
놓았다.
그는 전형적 독일인으로서 범(汎)독일주의에 입각해 세계 최상의 독일을 신조로 하
고 단순한 서구진영 내의 일익으로서의 독일이 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있다. 서독의
부흥을 토대로 해 강력한 국제적 발언권을 회복함으로써 유럽 제3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무기삼아 미소 양 진영과 어깨를 겨루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곧 동서로 분할된 현재의 독일을 통일하고 나아가서 독일의 국제 최상, 즉 과거 독일
제1주의의 구상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 독일의 강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
고 있다. 1951년 7월 그의 연설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유럽을 조성하는 것
은 독일의 동방지역(동구 및 오데르-나이세104)의 동쪽 구 독일지역)을 회복할 수 있
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활동의 긴요한 목표이다.”라고 진
술한 것으로 그의 정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관으로 오늘과 같은 서독을
부흥케 한 아데나워였으며, 특히 전후 서독의 국내적 사정이 우리 한국사정과 흡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독일을 이룩하게 한 서독 지도자 콘라트 아데나워를 개관(槪觀)
함도 무익무모(無益無謀)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를 다시 소개해본다.

2. 수상직(首相職)에 이르기까지

1876년 1월 5일 쾰른[Köln] 시의 중급 사법관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데나워는 여
기에서 자라며 청년시절을 보냈고 또 성인 기간의 힘을 이 도시에 바쳤다.
유럽의 여러 민족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이 지방의 환경과 공기 속에서 성장한 그
에게는 일찍부터 ‘실리정신’이 머릿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의 가정환경은 아버지의 박
봉으로 6인 가족이 살아야만 할 형편이었으므로 질서와 절약을 가훈으로 삼고 있었
으며 신앙 깊은 가톨릭교도이기도 했다. 궁핍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아데나워는 1901
년 프라이부르크[Freiburg], 뮌헨[München], 본[Bonn] 대학 등을 거쳐 법학을 연구
하고 졸업 후 사법관 시보의 과정을 밟아 그가 30세 되던 해 쾰른 지방재판소에 근무
103) 이 글은 목차에는 없음.
104) Oder-Ne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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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에서도 자유주의적 산업발전
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라인란트
[Rheinland] 사람이었던 마르크스105), 엥겔
스106)의 영향을 받은 사회평등운동이 표면
화되기 시작하자, 이때 아데나워는 법률관
시보로서 1906년 보수적인 중앙당 쾰른 지
부장이요, 일류변호사였던 추밀고문관의 사
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후년 아데
나워로 하여금 정계에 등장할 수 있는 동기
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906년 쾰른 시의
10인의 조역(助役) 중 그 1인으로 선출되고,
1912년에는 자유주의파의 반대를 무찌르고
최연소인 그가 수석 조역으로 선정되기에 이
르렀다. 이때부터 그의 전 생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유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제1차 대전이 돌발해 일진(日進) 전국(戰局)이 악화되고 독일 국민이 아사지경(餓死
之境)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데나워는 약관(若冠) 수석 조역(助役)으로서 시민의 필수
품 배급의 사무를 취급했고, 1917년에는 자동차 사고로 안면에 중상을 입어 그 상처
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 쾰른 시장에 당선되었다. (당시 라인 지방[Rhineland]의 도시
는 프러시아[Prussia]로부터 대폭적인 자치권이 인정됨으로써 시장에게 광범한 자유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었다.) 1918년에 그는 다시 중앙당 대표로서 프러시아 귀족원
의원에 임명되어 종래의 지방정치에서 중앙정치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러
한 기회를 통해 그는 오늘날의 세계적 정치인으로서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
치기능을 연마할 수 있었다.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의 패전과 동시에 프랑스의 공작에 의해 라인 분리 운동이 표
면화하게 되자 중앙당 라인 지방 집회에서 라인 공화국 수립결의안을 가결했는데, 아
데나워도 이에 동의해 같은 해 2월 1일 라인 분리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소집된 라인
지방의회 위원회에서 아데나워는 의장에 선출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후일 서독공화
국이 탄생하게 되자 그는 반대파에서 “벌써 30년 전에 독일 분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가?” 하는 공격을 받게 된 구실이 되었다. 오늘날 독일통일을 그가 설파하는데 이러
한 과거사가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끼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원래 그는
‘분리주의자’였지만 단순한 분리론자가 아니라 분리국가의 패권획득(覇權獲得)을 기
거(基據)로 해 세력권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오늘날 그의 생각이 먼저 강고한 서독
을 형성하고, 그 힘을 배경삼아 동독을 통일하자는 의도도 과거의 그 분리주의적 관

105) Karl Heinrich Marx
106) Friedrich E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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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잔재고 할 수 있다.
1920년 아데나워 시장은 당시 프러시아의 최대정당이었던 중앙당에서 추밀원 의
장에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3월 종래 집권하고 있던 사회민주당이 실권하고 우익정
당이 득세하게 되자 중앙당에서는 아데나워를 수상에 입후보시키려 했다. 그러나 아
데나워는 수락 조건으로 사회민주당이 13년간의 전쟁을 통해 실시해 오던 8시간 노
동제를 9시간제로 개혁할 것과 산업의 사회화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해 이 요구가
거부되자 이에 불응했으므로 당에서는 그 대신 빌리 주트를 선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수정당이 난립하고 있던 바이마르107) 공화국(共和國)의 정정(政情)은 빈트 수상 취
임 후에도 안정되지 못하고 14년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3명의 수상에 22회의 내각
개편이 있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쾰른 시장으로서 일개 지방정치에 사로잡혀 있던 아데나워는 당
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구스타프 슈트레제만108)과도 친교가 있었고, 그를 통해 독일
외교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아데나워가 그때부터 벌써 단순한 한
지방 정치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외교 정책가로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26년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109)의 사후 힌덴부르크110) 원
수가 새로 부임하게 되자 새 대통령은 아데나워를 수상에 취임시키려 했으나 각파 연
립내각 공작에 실패하자 그는 이를 사퇴하고 말았다.
아데나워는 그 후 중앙 정계에서 다시 지방 정계에 전념하게 되었다. 즉 나치[Nazi]
를 경멸하고 있었으며 극단적 보수주의자였던 그는 나치 정세의 확대로 인해 아예 중
앙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나치는 아데나워 개인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공격과 비난이 격심해지고 1933년 히
틀러가 드디어 정권을 장악하자 아데나워는 3월 21일 반역자라는 혐의로 16년간 지
속했던 쾰른 시장 직에서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아데나워는 쾰른 시장으로 있
으면서 독일은행 감사역 기타 많은 사회중역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쾰
른 출신의 대은행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전후 기민당(基民
黨)을 조직하고 정부를 수립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데나워는 1934년 쾰른시의 재정적 파괴를 기도했다는 구실로 일시 투옥되었다.
출옥 후 그는 쾰른 시에서 추방되고 12년간 라인에 있는 고향 본 근교의 란도르프에
서 은둔생활을 보냈다.
그러다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홀연 포탄에 안면 부상을 입고, 이 상처가 아직
완치되기도 전 쾰른의 미국 군사령부로부터 그를 쾰른 시장에 다시 임명한다는 통지
서를 받았다. 그러나 5개월 후 쾰른 시가 영국 점령 지구에 들어가게 되자 ‘무능’하다
는 이유로 반영(反英)적인 그는 다시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만다행(千萬多幸)한 일이었다. 점령당국에 의해 파면됐다는 것

107) Weimar
108) Gustav Stres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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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리어 그가 인기를 집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사실인즉 그가 기대한 것은 영
국보다 미국이었다.
벌써 아이젠하워의 생각에는 장차 독일 지도자로서 제1인자는 아데나워라고 보았
기 때문이다. 쾰른 시 건설에 시현한 그의 행정수완, 2차에 걸친 수상 후보자가 되었
던 경력, 여기에 보수적 가톨릭 정치가로서 나치 정권과의 대립자였다는 등등 사실이
미국이 마음에 들었으며,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된 조건이었다.
1945년 5월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2개월이 지난 7월 호흐하임111) 성에서 가
톨릭교회, 공업 및 은행계의 대표들과 그 외 프로테스탄트 재산계급(財産階級)의 대
표가 모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기독교 민주연합이 결성되고 여기에서 아데나워는 당
수로 지명되었다. 이리하여 아메리카에서 선택된 아데나워는 독일의 가톨릭 세력을 기
반으로 하고 또한 미(美)·독(獨)의 재벌을 배경으로 해 서독 부흥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아데나워는 1948년 처음으로 소집된 11주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능률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국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했다.
1949년 제1회 총선거 시 402표 중 202표라는 아슬아슬한 1표 차이로 전후 초대
수상에 선임된 아데나워는 취임 이래 급속도로 서독을 부흥시켰으며, 국제정치가 중
에서도 뚜렷한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3. 그의 정치관(政治觀)

그가 국제적 인물로 등장하게 된 비결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예민한 통찰력, 강력
성, 인내성, 또는 의지력에 있었다. 마스크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표정에 품어 있는 그
의 내부는 이와 같은 성격이 뚜렷하게 통일되어 있다. 전후 10년을 일관해 정치생명
을 유지해 온 것은 그가 현실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라는 점과 당면한 현실을 잘 포착해 이를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최고도로 이용
했다는 데 있다. 제2차 대전의 종료 전만 하더라도 한 지방 정치가였던 그가 전후 국
제무대에 일약 진출하게 된 것도 그가 먼저 주위의 현실을 남달리 잘 이용하기 때문
이라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아데나워는 전후 표면화된 동서냉전을 잘 이용했다
는 것이다.
2차 대전 종료 후 ‘루즈벨트-모르겐소-발크’안(案)인 독일 무력화 계획이 당초 방
침대로 실시되었다면 오늘날의 아데나워나 독일의 현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
다. 하지만 동서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패전 독일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가로 만
들기 위해 ‘독일강화책’을 주창했으며,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자 아데나워는 이
조류를 재빨리 포착하고 이를 이용해 서독을 재건시켰던 것이다. 그는 미국에 의해
선택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최고도의 이익을 획득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도리어 아데나워였다. 그는 미국의 아낌없는 원조에 의해 ‘기적적’인 경제부흥을 달성
하고, 이제 와서는 서독 국민 다수의 지지 하에 이면외교(二面外交)의 무기로 후견자
미국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힘의 정책’에 의존해 미국에 크게 의지하고

109) Friedrich Ebert
110) Paul von Hindenburg

The comet

Vol44

117

공군후방업무(空軍後方業務)의
장래(將來)를 위(爲)하여

는 있었으나, 그는 누구보다도 독일인임이 틀림없다. ‘독일을 먼저 부흥시키고’ 다음
에 유럽의 제3세력의 선두에 설 것, 이것이 곧 그의 염원이었으며 친 프랑스, 친 미국
정책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단계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는 현실적인 독일인 중
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정치가이다. 당초 아데나워의 정부는 확실한 과반수의 세력을
쥐지 못했으나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된 정부를 유지해 제2회 선거에서는 압
도적 다수로 대승했다. 그리하여 서독의 부흥과 서독 군비의 제1단계를 벗어나 동서
양 진영에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제2단계에 올라섰으며, 당초부터 염원하던 그의
독일 제1주의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해놓았다.

과학적(科學的)인 후방계획(後方計劃)의 필요성(必要性)

공군 대령 이창순(李昌淳)

4. 범독일주의자(汎獨逸主義者)로서의 아데나워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또한 현재가

아데나워는 본래부터 ‘세계 제일 독일’을 신조로 하는 예부터의 범(汎)독일주의에
입각함으로써 단순한 자유 진영의 한 수족으로서 언제까지나 이에 만족할 인물이 아
니다. 도리어 유럽을 독일에 종속시키려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이다.
초대 수상 취임 시 그는 “외교문제는 나의 영분(領分)이다.”라고 선언하고 외상을
겸임했다. 이와 같이 수상 취임 당초부터 그의 장대한 계획을 전개하려는 결심이 컸
다. 취임 당초 그는 민족주의적 연설을 행함으로써 독일 국민에게 자기를‘강력한 민
족적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그는 언제나 독일 제일이라는 관념을 떠나
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그의 이러한 관념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해 왔었다.
이와 같이 아데나워는 대내적으로 민족주의의 사상을 분기(奮起)시키면서 한편, 대
외적으로는 40년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연마했던 그의 외교전술을 종횡전후(縱橫前
後)로 구사했다. 그리하여 그는 전후 수년간에 서독 점령 당국의 모든 정책의 근본을
변혁시켜놓았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의 권위 관측자들의 평에 의해서 이미 그
는 “탁월한 외교전술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아데나워의 수상 취임 직후의 목표는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의혹을 제거하고 이에
따른 독일해방으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부흥된 강력한 독일이 신 동맹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일원으로서 건설하자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후의 동서간의 냉전이라는 조건은 크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는데, 그는 이를 유효적절하게 또는 민감하게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술로서 정치 전 분야에서 그 위신과 권위를 부단히 다져온 아데나워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1953년에서의 압도적 승리는 그의
인기의 절정을 의미했다.
작년 6월 대통령 입후보 철회로 말미암아 기민당 내의 내분이 그의 인기를 약간 떨
어뜨리기는 했지만, 하인리히 뤼브케112) 씨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그는 다시
승리했다. 굳건히 견지하는 강경노선과 통솔력으로 독일을 현재의 국제 지위로 높여놓
은 그는 독일사(獨逸史) 상은 물론 국제사(國際史) 상 높이 평가되는 현대 정치가이다.

없는 미래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군 후방
을 위한 장래를 전망하려면 현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논함
도 결코 무의미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
제와 같은 제목 하에 우리 공군 후방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고 미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과거(過去)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1949년 10월 1일에 우리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

됨에 따라 비로소 명칭만의 후방기구(당시 본부에는 군수국(軍需局) 예하(隸下) 단

대(團隊)로서 보급창(補給廠))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장비라고는 연습기 20대(L-4, L-5, 각 10대)와 차량(1/4톤, 3/4톤, 2½톤)
20여 대에 불과했으며 후방지원사무의 태반이 그날그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었다. 물론 훈련된 후방 장병도 없었으며 확립된 업무체계나 제도 역시 있
을 리 없었다.
오늘날 풍부한 인원과 장비와 물자를 가지고도 후방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앞
서 말한 바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후방지원의 애로란 어떠했겠는가? 그러한 환경
하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건군의 토대를 닦기 위해 심혈을 바친 이미 고인이 되었거
나 전역한 여러 선배와 동료들에게 무엇으로 그 노고를 위로해야 좋을지?
6·25 사변이 나기 얼마 전인 1950년 3월에 우리 국민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수입해 온 10대의 건국기(建國機)를 우리 조종사의 손으로 우리의 하늘을 날게 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귀중한 사실을 일시적
인 기쁜 일로만 돌려버릴 수 있을 것인가? 6·25 당시에도 그랬었고 오늘날도 또한

112) Karl Heinrich Lüb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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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듯이 수(數)적으로 열세인 우리에게 이것을 보강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후방
과 계획을 담당하는 우리는 모름지기 과거가 교훈하듯이 제2의 건국기를 준비하
는 반면에 다시는 원통하고 분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먼저 보급분야(補給分野)에 관(關)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의 군원조물자를 도입해 이것을 취급하는 보급업무의 근황은
어떠한가? 3년 전, 즉 1957년 3월 국방부 주관 하에 군사지원 업무의 실태를 조사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원칙이 없는 무질서와 계획 없는 실

하기 위해 3군 합동으로 각 군 보급창을 감사(監査)한 바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

천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예로 현재의 40보급창이

공군 제40보급창이 전 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보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

과거 10년간에 어떤 변천을 해 왔는가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는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후방지원

즉 6·25사변이 발발되자

업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은 기간 중에 8차나 개편되었다는 것은 그중

향상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에 발전상 이유로 몇 차례 불가피한 개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전부 열거할 수는 없으나,

전부가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 이렇듯 후방기구의 빈번한 개혁은 그로

그 중 중요한 것 몇 개만을 추려 본다면

인한 이점보다도 많은 인적, 물적, 불경제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의

1. 보급업무의 기구화

행정적 부담을 면하지 못했음은 물론 후방지원 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었다고

2. 재고품의 정확한 파악

생각되며,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만 했을 문제라고 사려(思慮)된다.

3. 각종 기준율의 책정

그러나 우리 공군은 동란 이래 우방의 원조를 받아가며 일진월보(日進月步)의
발전을 거듭했으며, 후방지원 업무도 창설과 건설기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안정

4.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
등등 수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

기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비분야(整備分野)에 관(關)하여

2. 현재(現在)

각종 항공기의 정비작업은 물론이고 창(廠)수리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고, 차

과거 10년간에 우리 공군의 후방이 거의 무에서 출발해 오늘날과 같이 비약적

량과 기타 장비 그리고 통신전자 장비의 정비와 수리도 우리 정비기술자의 손으로

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국내외가 공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능력과 기술수준은 선진국가에 비해서도 거의 손색

의 후방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없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역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장병들의 지속적
인 연구와 불철주야(不撤晝夜)로 맡은 바 책임을 이행하는 노력의 소산이라는 것

제40보급창(補給廠) 변천표(變遷表)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비용 장비의 확보와 제트기의 창(廠)정비를 위한 기술자의 양성인 것이다.

일시

명칭

구분

비고

1949. 10. 1.

공군보급창

창설

육군에서 공군 독립

1950. 7. 28.

군수국

통합

공군보급창을 군수국에

1950. 10. 17.

병참감실

창설

군수국에서 분리되어

1951. 4. 1.

공군보급창

창설

병참감실 해체하고

1951. 11. 15.

제80항공창

흡수

제80항공창 창설과 동시에 흡수

1952. 2. 20.

제40보급창

창설

제80항공창에서 분리되어

1952. 4. 1.

제40일반물자보급창

개칭

제40보급창을

1953. 1. 20.

제40중앙보급창

개편

제40일반물자보급창을

1954. 4. 20.

제40보급창

개편 및 개칭

제40중앙보급창을

다음은 수송분야(輸送分野)에 관(關)하여
우리는 C-46수송기에 의한 긴급물자의 항공수송은 모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일선으로부터의 부상병의 후송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유지(油脂)를 비롯한 각종 군수품의 수송도 철도 수송에 의해 원만히
수행되고 있고. 근거리와 기지 내의 수송수요는 차량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의무(醫務), 시설, 조달 당의 분야는 지면의 제약으로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단, 현재는 1959. 3. 10부로 항공본창 제40보급창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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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未來)

복잡화를 초래했으며,
<해외만화(海外漫畵)>

이렇듯 우리의 후방이 전투작전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앞으

이의 영향을 받는 후방
계획이야말로 난지중난

로도 또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을 굳게 믿는 바이다.

사(難之中難事)라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따라서 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방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은 이러한 고난을 면

첫째, 군사원조(軍事援助)의 효율적(效率的)인 도입(導入)에 관(關)하여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

외국 군사원조의 장래는 우리에게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즉 그의 원조 추세를

AFRICA

보면 해마다 액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 군사외교를 통해서 전

름지기 현실적이고 과학

력 증강에 필요한 군사원조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획득한 군사원조예산을 유효

적인 방법으로서 충분히

적절(有效適切)하게 이용함으로써 군사원조의 효과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력을 뒷받침할 수 있

위해서는 최신 항공기 및 유도탄 등 긴급 필요한 장비의 우선 도입과 물자 도입의

는 완전한 후방계획 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귀중한 군수품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

립에 전력을 집중해야

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변화(變化)가 너무 빨라서요…….”

이상에서 언급한 바

둘째, 보급관리(補給管理)의 향상(向上)을 위(爲)하여

와 같이 우리 후방의 장

전력의 유지 강화와 후방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보급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래에는 할 일도 많고 어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물자의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야

려운 일도 많다. 그런데 장병들의 질적 향상과 도의심의 앙양 및 관리업무의 효율

만 한다. 따라서 수요의 정확한 책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화, 후방군기의 확립, 그리고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후방 요원이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로써 우리 후방의 장래를 어느 정도 관망할 수도 있지 않을

는 후방 요원의 질적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까 생각된다.
우리의 지상 과업이 국토통일이며 국방인 만큼,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길

하는 바이다.

이 전력 증강이며, 후방업무의 성쇠가 전력 증강에 곧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책임이 과연 중대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바이다.

셋째, 정비능력(整備能力) 향상(向上)을 위(爲)하여
전력 증가와 기종 전환에 수반해 정비능력의 향상은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트기의 창(廠)정비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이에 소요되는 시설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고도로 숙련된 정비기술자의 양성은 시급한 문제이다.
제트기의 창 정비는 극도의 정밀을 요하는 것이므로 분업과 전문화가 요구된다.
넷째, 후방계획업무(後方計劃業務)에 대(對)하여
작전이 후방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며 좋은 후방지원은 치밀한 후방계획에 의해
서만 가능하다. 오늘날 신무기의 출현과 전략 전술의 급격한 변천은 군사기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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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대학의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한 사람의 장교가 대령이라는 계급을 받을 때
까지는 미 공군의 인적 자원, 무기, 전투 능력과 그의 사명 그리고 그 밖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알게 된다. 그는 이미 능력과 책임을 겸비한 장교이다. 그러나 이
장교들이 자신의 지난 군인생활 중에 특별한 환경에 처한 일이 없는 한 그는 국가의
군사력과 안전보장에 관한 신비로운 문제들을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장기군사전략이나 군사교리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현재의 국방대학(공식적으로는 작년 7월 1일까지
공군국방대학이라고 불렸음)이 중견층의 공군 장교들에게 미 공군의 정수(精髓)113)
가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창설되었다. 고(故) 뮈어 S. 페어차일드114) 대장은 1946년
국방대학의 창립기념식전(创立記念式典)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선언한 바 있었다.

“우리가 만일 미 공군의 가장 적절한 계획을 고안하게 될 기획과 장래의 지휘장교

들을 교육하고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도 남을
것이다.”
페어차일드 대장은 당시 공군 국방대학을 창건한 장군인데, 이때부터 미 공군대학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맥스웰 공군기지에 있는 교육본부의 초대 사령관이었다.
(미국 공군의 대령급 장교들이 입교하고 국제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대전략을 논하는 곳은 앨라
배마 주 맥스웰 공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대학의 국방대학이다.)

사상(思想)의 샘·미(美) 공군대학(空軍大學)
Tinder of the idea USAF war college

이인섭(李仁燮) 역(譯)

오늘날까지 약 1,850명의 정선된 공군장교가 국방대학의 교문을 나섰고, 그중에
는 공군 이외의 미국군과 동맹국 고급장교들도 포함되어 있다.
10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되는 집중된 교육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위기와 부단한 변동에 처해 있는 군사적, 국가적, 국제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근본적으로 학생 장교들에게 근대적 전쟁 양상과 이와 연관된 광범
한 부문의 권위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다. 이러면서도 교리의 접근이나 초월적
해석을 조심스럽게 조종한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정설이나 전략상의 고정된 규칙을 권장하지 않는다. 하나의 변

미 공군대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대학 고유의 명칭은 국방대학(War College)

동하는 관점을 가지고 온종일 토론한다. 국가적, 국제적 정책과 제도와 행정기구 조

이다. 좀 더 비공식적으로 호칭하자면 대령급 대학이나 장군 예비학교로 부를 수 있

직에 관한 건설적이고 권위 있는 사고를 조장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신중한 토론을

으며, 때로는 ‘거물급 학당’이라고도 한다.

벌인다.

미국 앨라배마 주의 맥스웰 공군기지에 있는 바로 이 대학에서는 미 공군의 고위
급 영관장교들이 한 곳에 모여 과학에서 종교, 폭탄에서 농기구 그리고 정치에 이르
기까지 국제정세의 테두리 속에서 대전략을 논하며 연구, 분석 내지 평가하고 있다.
많은 수의 학생장교들은 장군으로 승진된다. 그러나 어느 학생 장교가 장군으로

대학장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임한 로버트 테이트115) 소장은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접근하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첫째, 우리는 외계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재하는가를 알고 다음은 표준
을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는 꼭 한 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현실문제와 우리의

승진되든 또 안 되든 10개월에 걸친 학업을 마치면 세계적 공군으로서의 미 공군의
113) 원문의 精粹은 精髓로 보임.
114) Muir S. Fairchild
115) Robert Tait

결심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보다 더 나은 직위가 그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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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주의 깊게 또한 장래문제를 유효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탄도유도탄의 그것

교과목은 다른 학교에서처럼 자유로운 학술적 견지에서 부단한 검토를 받는다.

과 진도를 같이 해

동시에 이 대학에서는 전략과 군사적 통솔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과 투쟁의 특

야 한다.

정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전쟁양식에 관해 연구를 그치지 않는다.

이 학기 동안

오늘날 고급 전투단위 부대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이와 같은

에 학생들은 또한

복잡한 문제에 봉착한 참모활동이나 집단적 해결의 난점이다. 교수법이나 연구방법

1965년과 75년대

의 강조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방법에 유의해 짜인 것이다. 강의, 연설, 토론회 혹은 대

간에 현재의 미소

량의 독서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양대 세력과 백중

토론회는 때때로 연구반에게 어떠한 영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한 학생장교 혹

(伯仲)할 수 있을 만

은 몇 사람의 학생 장교들이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해 한 문제를 검토하던 중 하나의

큼 강력한 국가가

전략적 해결방법을 생각해내는 일도 드문 게 아니다.

출현할 것인가에 관

이론적 연구는 학생 교육계획을 크게 보충해 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특정된

한 문제도 토의한

분야에서 특히 항공작전을 비롯한 군사상의 특수부문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증대

다. 또한 앞으로 닥쳐오는 어느 세대에서 영국, 프랑스 혹은 중공이 핵무기로서 세계

시켜 준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 및 분석력을 증가시키며 문장 능력을 향상시키며,

의 균형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제도 취급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국가적인 수준에 서서 결심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권위 있는 강사들이 초빙된다. 뿐만 아니라 각 군의 참모총장
들도 이따금씩 강연을 한다. 그밖에 국제정세 실업계,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교과목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문가들이 강의를 해준다.

첫째는 과거와 현재의 권력정치에 중점을 두는 국제정치에 관련된 것이다. 이 과목

이 분야에 대한 진지한 학생들의 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인 생활의 많은 분야

에서는 전 세계의 역사, 정치 및 기술적 발전과정이라는 제목 아래 종교, 경제적 성장,

로부터 민간인 저명인사들이 대표로 나와서 토론을 해준다. 이것을 국가안전 토론회

심리적 고찰, 부귀, 야망, 군사력, 기타 잡다한 각도에서 검토한다.

라고 부른다. 이때에는 토론회의 멤버들이 참석하며 이것은 경험에 대한 민간인들의

둘째로 현세의 전면전, 국지전 혹은 냉전에서의 군사전략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의

반향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흥미 있는 학과목의 하나가 되어 있다.

초보적 연구에서는 현대의 미국 군사상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연구 검토한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백화점의 주인 한 사람은 “학생장교들의 알고자 하는 진

여기에서는 화력(火力), 기동성, 국가적 안전보장정책, 정부 고위층에서의 정책 수립,

지한 노력과 그들의 질적 수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관심,

군부 각처의 교리(敎理), 역할, 사명, 국방성 기구 조직, 신무기의 발전, 국가경제, 국

합중국 의회와 민간인들의 동향들을 주관(注觀)하는 일반적인 태도” 등에 많은 감명

회, 여론, 대외군사원조, 과학적 발전 및 연합전략 수립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에 학생들은 미 국방정책의 적절한 분석에 들어가며 잠재적 전쟁위기에 대한

또한 댈러스 시의 유류조합장인 어느 민간인 한 사람은 “특히 세미나 진행방법과

군사적 요구를 논의한다.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데 군사력, 특히 공군력의 계획적인

토론의 자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맥스웰에 처음 도착했을

사용과 능력은 이 방면의 기본적인 논제가 된다.

때 그들의 학구열이라든가 연구방식에 약간의 회의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여기에서 논의되는 주요 논제는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다.

도착한 후에는 그와 같은 모든 의심이 일시에 풀려졌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나

셋째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장래에 가능한 전쟁과 그것에 대비하는 전략에

는 그곳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내가 얼마 전 공군대학을 방문한 이래 우리 국

관해 연구한다. 특히 부단히 혁신되는 군사무기의 성능과 그것을 철의 장막의 동서

가안전보장 제도에 대한 우리의 현 보유능력에 커다란 희망을 걸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면에 전달하는 수단에 관해 고도의 연구를 실행한다. 군사상의 사고도 발전되는

특히 미 공군대학을 방문하게 되는 인사들에게 인상적인 것은 이 학교에서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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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의 질적 수준이다. 지난번 국가안전토론회 석상에 나온 강사들

분야에서는 손색없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국방대학에

만 해도 미연방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116) 씨, 전 육군 장관이며 현 제너럴 다이내

서 교육계획의 계획과 실천뿐만 아니라 미 공군의 고급장교로서의 그들의 능력과 직

믹스117) 회사의 회장인 프랭크 페이스118) 씨, 미 공군 참모총장 토머스 화이트119) 대

업적인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에 자신들이 스스로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장, 하버드 대학 국방연구위원회장

헨리 키신저120)

박사, 미 전략공군 사령관 토머스

파워121) 대장 등등을 볼 수 있다.

국방대학 학장과 부학장의 예하에 학과정 교육부장, 보좌관, 교육고문, 연구고문,
제1, 제2, 제3 과정장, 연구실장, 실장보좌관 등의 직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학을 통해 학문의 자유라는 분위기는 언제나 보장되어 있다. 어떠한 사상도

국방대학 기구 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의 하나는 3과로 분

배척받지 않으면 연구과정 중에는 어떠한 의견의 발표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

립되어 있는 평가참모부이다. 이것은 응용, 교리와 개념 및 발전의 3과이다. 이 3과에

와 같은 공개적이며 솔직한 의사의 교환과 분위기만이 학생장교들의 진정한 지적 수

각기 배치되어 있는 선임장교들은 각각 맡은 분야에 관한 한 공중작전의 전문가들이

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다. 이 조직의 주요 임무와 노력은 공중력의 사용과 전략을 위한 교리의 발전을 위한

국방대학에서 피교육 중에 있는 모든 학생장교들은 교육기간 중 상당수의 서적과
논문 등을 독파하도록 배당받는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은 근대적으로

향방에 집주(集注)되고 있다. 그들은 공군 내 계획들과 공중무장체제의 효율에 관해
부단히 평가검토하고 있다.

신축된 페어차일드 도서관인데 최근 제너럴 페어차일드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도서

그리고 이 대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서는 학장과 부학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관에는 공군대학과 미 공군성에 대한 많은 연구, 참고 및 기록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있는 소규모의 고문참모들이다. 이 고문참모들은 국방성, 영국 공군, 미국 육군, 미

이 도서관에는 23만 권의 서적과 방대한 양의 저널과 50만 권 이상의 비밀 구분된 군

해군 및 민간인 교육자들로부터 선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관련 서적이 있다. 이 도서관은 1,500종 이상의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받는다. 미 공

국방대학의 학생장교 조직은 비교적 소규모이다. 약 166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군성을 비롯해 예하 번호공군, 기타 사령부 단위에서 발행한 규정, 교범, 지령문 등이

있는 각 클래스는 그 중 155명은 대령급 장교들로 나머지는 국방성 그밖에 정부기

완전히 파일화되어 있다.

관, 영국 공군, 캐나다 공군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말에 입교한 대령급반은

이 국방대학은 정규의 학과목 이외에도 계속적인 연구논문, 작전시간이 있다. 이러한
교과목의 설치 목적은 공군력의 사용, 미 공군에 있어서 현재 필요로 하는 중요한 특별

상당수의 중령급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령급 장교들이야말로 장래 이 국방
대학의 학생조직체의 중추를 이루게 될 인물들인 것이다.

문제의 해결, 공적 문서의 발행 준비, 공군력과 공군무장체제의 사용과 교리에 관한 교

통계적으로 보면 국방대학 학생장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1세이며, 평균 16년의

범의 발간준비, 공군력의 사용에 관련된 많은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진 인사

군사경력을 가지고, 결혼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평균적

들로 구성된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상식들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으로 상당히 많은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커맨드 파일럿122)급의 조종사였다. 작

학과정의 시초부터 국방대학의 학생장교들은 긴장이 연속된다. 학생장교들의 과

년 말 입교한 학생장교들의 대부분은 작전 및 전투경험에 있어 노련한 장교들이었다.

거의 경력과 장래성의 유무에 토대를 두고 장관급 선발장교들에 의해 주의 깊게 발

대부분의 장교들은 대학졸업자였으며 그 중 20퍼센트가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

탁된다.

고 1명의 철학박사와 3명의 박사논문 합격자도 있었다.

소규모의 연구반을 근간으로 한 교원진은 국방대학을 먼저 수료한 유능한 선배들
과 현역 공군장교들로 구성된다. 교원진은 과정별로 강의준비와 강의를 위한 팀으로

그러면 국방대학을 졸업하면 이들은 어떠한 보직을 받게 될 것인가?
영전(榮轉)될 찬스는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1,300명의 어느 졸업반에
서 144명이 장관급으로 승진된 일이 있다.

조직되어 있다.
교원들은 개별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고무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중 전담한

공군과 학생장교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득의 하나는 수업기간 중 많은 동료들
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맥스웰이 있는 동안 동료 간에 과거의 전투

116) Allen Welsh Dulles
117) General Dynamics
118) Frank Pace
119) Thomas Dresser White
120) Henry Alfred Kissinger
121) Thomas Sarsfiel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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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 후 다른 고급 사령부에 전속될 때
직접 간접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2) command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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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Congo]’란 어떤 나라?
벨기에령 통치를 벗어나 지난 6월 30일 신생공화국을 선포한 이 나라 콩고!
독립된 지 1주일도 못 되는 7월 6일 폭동이 발생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반란 와중의 나라 콩고라 함은 앞서 독립해 프랑스 공동체의 일원이 된 콩고와 구
별되며, 1907년에 벨기에에 병합되었던 콩고를 말한다.
콩고공화국은 중앙아프리카 서안 콩고 강 유역에 있으며 면적은 약 234만 평방키로
로 인구는 1,350만으로 그 중 백인 정주자(定住者)의 수는 독립 전 11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벨기에의 식민정책이 현지의 백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으므로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인 경험은 전무해 자치능력은 아프리카 독립국 가운데서 가
장 없다.
민도(民度)는 극히 얕아 대학졸업생은 통틀어 16명밖에 안 되며 카사부부123) 대통령
이나 루뭄바124) 수상도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의사도 없고 법률가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2만 5천 흑인병 가운데는 원주민 장교도
없다. 있는 것은 많은 부족과 분파와 그들끼리 조직한 근 200에 가까운 정치단체가 있
을 뿐이다.
이들 부족 간의 대립과 반목은 독립 콩고가 당면한 가장 큰 두통거리의 하나로 잘못
하다가는 전국 6개주가 모두 분리하거나 더 심하면 벨기에인 입식(入植) 이전의 부족 분
열 상태로 돌아가서 150여 개의 소국가로 분리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콩고에 전 아프리카를 휩쓴 민족주의의 파도가 미치지 않을 수 없었
으며, 정치에의 참여를 금하는 대신 광물자원에서 오는 이윤의 일부를 흑인들의 ‘복
지’를 위해 할애한 벨기에 식민 정책의 온정주의인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방파제’도 거
센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1959년 1월 바콩고125)족이 주동이 되어 레오폴드빌
[Léopoldville]에서 발생한 폭동을 계기로 콩고인들은 벨기에 왕으로부터 1960년 이후
에 독립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획득 1959년 12월의 지방선거, 60년 1월에 열린 브뤼셀
[Brussel] 회의를 거쳐 6월 30일 의회 상하 양원 합동의 첫 의회를 열고 마침내 역사적인
콩고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美國)의 현(現) 군사력(軍事力)

미국(美國)은 우주과학(宇宙科學) 분야(分野)에서나 군사력(軍事力)에서
소련(蘇聯)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미국(美國)의 두 권위(權威) 있는 분석가(分
析家)의 솔직(率直)한 평론(評論)이다.

리 A. 듀브리지, 러스크 드러먼드 기(記)

국토방위(國土防衛)에 자신(自信)을 갖자.

리 A. 듀브리지126)

소련의 경급(輕級) 열핵탄두의 지지부진(遲遲不進)한 발전이 오히려 커다란 이익을
초래했다는 것은 확실히 해괴한 일이다.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소련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빛나는 비군사적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군사적 우위를 소련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다.
소련의 거대한 로켓이 우리 것보다 더 큰 추진력을 갖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리하
여 그들은 우리의 것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공간에 발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그 자체로서 만은 어떠한 군사적 우위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열
핵탄두가 우리의 것보다 더 거대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
군사적 유도탄의 견지에서 볼 때 만일 15만 파운드의 추진력만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3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틀림
없었을 것이다. 원자력위원회에서 현존하는 작은 탄두에다 그러한 거대한 폭발력을
보유시킬 수만 있다면 굳이 대형의 대륙간탄도유도탄(ICMB)이 필요 없다. 규모가 크
면 클수록 더 비용만 들고 발사에도 더욱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우주정복실험은 궤도에 올려질 운반체의 중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소련에 앞서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위성을 발사했다. 이것들은 더 많고 더 훌륭한

국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오늘날 변전(變轉)하는 국제정
세에 수응해 학과정(學科程)을 어떻게 하면 융통성 있게 짤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국제외교에 있어서 증가되는 공군의 역할에 발맞추어 어떠한 형태의 훈련
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주실험 중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이다.
우주선의 크기나 중량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의도하는 목적을 달

123) Joseph Kasavubu
124) Patrice Lumumba
125) Ba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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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구비했으며, 수명이 더 길고 더 멀리 진출하고 또 더 많은 과학적 자료를 제공
했다. ‘파이오니아 5호’는 단지 94파운드의 장치를 지녔으나 오늘날까지의 모든 우

126) Lee Alvin DuBridge
127) Rusk Drum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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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량을 요한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부장치이다.
군사적 유도탄 계획의 한 주요 목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탄두를 예정 목표에 운

으로 완전히 대치하지 못하더라도 중폭격기 생산을 안심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
각했다.

반하는 데 필요한 보다 작은 규모와 중량과 간단한 유도탄을 창안해 내는 데 있을

그러나 우리는 대륙간탄도유도탄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로는 우리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군사 당국이 이 문제를 잘 취급하고 있

가 일단 유사시에 중거리유도탄을 소연방에 발사할 수 있는 가까운 기지를 갖고 있

음이 틀림없다. 우리들의 대륙간탄도유도탄은 지상의 어떠한 가능 목표에도 도달

으며, 또 우리에게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장거리 폭격기 분야에서 소련보다도 더욱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또 정확성을 지녔다. 이 이상 우리는 무엇을 더 바랄

강력하기 때문이다.

수 있는가? 우리는 좀 더 많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을 좀 더 빨리 갖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 기술면에서 소련에 뒤떨어졌다는 말은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방위와 보복의 전체적인 병기 등 다른 중대 분야에서도 소련보다 강력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혼합적인 방위력, 즉 미국의 전략 공격력을 표시하는 일련의

소련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혹은 국가 선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한 골수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장황은 다음과 같다.
1. 2천 대 이상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이것은 이것에 상당할 만한 소련 항공기의 수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국가는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또 미국의 전통과 양

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식에 따라 전진함으로써 급속하게 하지만 여유를 갖고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에는 대부분의 매 15분 지상경계와 또 일부의 간단없는 공중경계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계획(防衛計劃)과 현(現) 군사력(軍事力)

이러한 폭격기들은 각기 5, 6개의 대륙간탄도유도탄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스크 드러먼드127)

행정부의 방위계획에 대해 비평가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공격을 가해 왔기 때문

2. 핵 공격력을 갖고 있는 2개의 전술폭격 비행단. 이것은 세계 중요지역의 전략적
기지에 산재되어 있다.

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공격의 위험한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3. 14정의 항공모함. 그 중 몇몇 함은 소련의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이 수중 공군

적이 대량의 보복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전면전

기지는 그것이 부단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도유도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며,
우리는 또 그것으로 공산 진영의 어느 곳이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항공

쟁에 관한 한 오늘날의 미 군사력에는 하등의 지연이나 결함이 없다.
소련이 대륙간탄도유도탄을 우리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왜 그
들은 유인 폭격기를 껑충 뛰어 넘어 대륙간탄도유도탄에 전념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모함에 적재된 항공기 수만으로도 우리는 소련의 중폭격기를 능가하고 있다.
4. 14개의 핵무기 장비 폭격기 비행단. 이것은 해외에 산재해 있거나 수 시간 내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
소련이 장거리 유도탄에 전력을 기울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아틀라스128)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장비된 1개 ICBM 작전대대.

유도탄은 최고유일(最高唯一)한 기습 수단이다.

6. 스나크129)와 또 거대한 탄두

적의 폭격기 기지나 유도탄 발사기지의 위치를 정확히만 안다면 유도탄은 더없이

를 지닌 5,500마일 유도탄으로 장비된 1개 작전대대.

유용한 것이다. 미국은 민주국가로서 개방된 사회이다. 그러므로 소련인은 우리가 그

8. 마타도어[Matador]와 마스[MASS] 유도탄으로 혼합 장비된 4개의 작전대대. 이

들에 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의 군사기지에 관해 알고 있다.
소련은 미국 근방에 자기들의 기지가 없으므로 중거리 유도탄은 그들에게 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륙간탄도유도탄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련인들은 우리가 기습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며 고로 그들이 대륙간탄도유도탄

128)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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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對) 지상무기인 허큘리스 1호로 장비된 2정의 순양함과 5정의 잠수함.
1개 대대는 2차 대전 중 유럽의 모든 추축국(樞軸國) 군사 목표에 가했던 전(全) 폭발
력을 능가하고 있다.
9. 영국 내의 연합군 수중에 있는 60개의 중거리 탄도유도탄 토르[Thor].

129) Sn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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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오늘날 소련의 공격력을 능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장거리 유도탄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유인폭격기나 중거리
유도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충분한 생산을 하기 전에 더욱
발전된 유도탄을 완성할 시간은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통신기(通信機), 레이더 등(等)의 고주파(高周波)는
위험(危險)한가?
인체(人體)에 미치는 방사선(放射線) 효과(効果)

시만 휴벨방크
원숭이의 뇌에 고주파 방사선을 밀집폭사(密集幅射)시키면 그 원숭이는 살 수 없

표지설명(表紙說明)

다. 최근 발표된 바 있는 국립신경병연구학회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225 내지 400메
가사이클 주파수의 최대출력 200와트 극초단파(極超短波) 송신기를 사용해 5분 내

발사 직전 실험실에서 무선연락관계를 면밀히 조사
하고 있는 티로스130) 기상위성. 두 개의 텔레비전 카

로 원숭이를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실험에 인한 원숭이의 사인은 대부분

메라가 설치된 티로스 기상위성은 미 국립 항공우주
국의 후원으로 우주 기상관측에 이용되었다. <사진 위>
사진 아래 ……
① 텔레비전 카메라
② 카메라 렌즈
③ 테이프 레코드
④ 전기시간 기록계
⑤ 텔레비전 송신기
⑥ 화학 배터리
⑦ 전자 카메라
⑧ 전자 테이프 레코드
⑨ 제어회로
⑩ 보조제어기
⑪ 전력변류기
⑫ 전압조정기
⑬ 충전조정기
⑭ 텔레비전 보조 동조 발전기
⑮ 송신 안테나
⑯ 수신 안테나
⑰ 태양위성 위치 측정기
⑱ 태양전지
⑲ 위성제지기
⑳ 위성 시동기

고혈압증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으로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죽음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강력
한 고주파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고주파(高周波)의 성질(性質)

폭사(幅射) 에너지란 다른 물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물체가 처음의 형태

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방사(放射)라
든가 발광(發光)이란 것은 전파나 임펄스131)의 형태로 공간 속을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 에너지가 일으키는 진폭(振幅)을 말해 에너지의 파장(波長)이라고 한다. 그
리고 1초간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진폭수를 주파수(周波數)라고 부른다. 방사선(放射
線)은 그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최대출력 몇 와트라든가 평균출력
몇 와트라고 표현한다. 고주파 에너지도 어떠한 물체에 흡수되면 국부적으로 가열되
는 비(非)누적성 열에너지이다. 결국 무서운 힘을 가진 에너지란 바로 이와 같은 열에
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생물학적(生物學的) 효과(效果)

연구결과에 의하면 예컨대 마이크로웨이브132)(파장이 1미터에서 약 1밀리미터 정

도의 극초단파) 주파대에서 고주파 방사선의 유해한 효과는 대체로 체온의 전체적인
혹은 일부분의 이상 증가로 나타난다. 신체의 일부분에는 다른 부분의 신체조직보다
131) impulse
132) microwave

130) TIROS, Television Infrared Observation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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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열을 발산시키는 힘이 적은 곳이 있다.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적은 신체부분으로

미 해독을 면할 길이 없다.

는 폐, 안구, 고환, 방광, 그밖에 장관계통(腸管系統)이 있다. 이와 같은 신체의 각 부

1,000MC에서 3,000MC까지의 주파수는 인체의 피부지방과 근육에 의해 완전히

분은 방사선의 노출로 가장 해를 받기 쉬운 국부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국부

흡수되며 이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은 피부의 두께에 달려 있다. 이 주파수대의 방사

조직을 전(全) 신체적인 체온을 심하게 증가시킬 만큼 많은 열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

선에 노출되면 피부에 따뜻한 기분을 느낀다. 이때 즉각적으로 피신할 수 있다면 다

으며, 이 에너지가 살점 깊숙이 파고들면 영구적인 해독(害毒)을 입게 된다.

분 위험을 회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실험을 진행시키면서 주로 털이 많은 작은 동물을 가지고 특수한 조

3,000MC 이상은 신체의 외피에 흡수된다. 그러나 외피의 열 발산능력은 극히 우

건 하에서 실시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다행히 실제의 실험조건은 일어나는 사실

수하므로 대부분 외부로 반사되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층은

과 판이한 것들이 있다. 인체는 일반적으로 공기에 자유로이 노출되어 있으며, 활동

열 변화에 민감하므로 과다한 열 경고는 즉각적으로 두뇌로 전달되는 것이다.

성 있는 전파에게는 별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털이 많은 작은 동물은 열 흡수
의 작용이 심하며 특히 적은 신체 부분에서 열 조절 작용이 불완전하다. 이와 비교하
면 인체는 우수한 열 조절 작용을 하는 조직을 구비하고 극심한 체온증감에도 잘 견

해독(害毒)의 범위(範圍)

어느 특정한 양의 고주파 방사능이 특정의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데 관한 측정 단

뎌낸다. 실험결과를 보면 적당한 심리적 작용을 화씨 240도의 분위기 속에서 23분간

위는 아직 연구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계의 노출 기준은 매 ㎠에 몇 와트라는 식으로

지속할 수 있으며 이때 온도도 비교적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각의 부분에 복사된 전파의 양으로 표시된다.

고주파 방사능이 신체에 침투할 수 있는 범위는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
이다. 이는 대부분은 에너지의 파장, 다시 말하면 주파수에 달려 있지만, 신체의 조직 자
체에도 달려 있다. 자체 내에 발생시키는 열량에 관해서도 송신장치에서 복사되는 방사
선의 유효출력, 거리, 주파수, 신체의 열 흡수 능력과 노출시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 ㎠에 0.6와트의 강도로 4, 5분간 극초단파에 복사되면 대체
의 인체는 해독을 입게 되며 특히 안구에 이르러는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결과로 미군 내부에서 종사하는 전기, 전자, 통신병에게는 최대한도 매 ㎠
당 0.01와트를 안전 노출량으로 규정했다. 그러면 위험한 주파수대를 다루는 방사

의무감실(醫務監室) 프랭크 하트만133)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만일 어느 사람이

선 발생장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 마이크로

자신의 열 감당능력 한계를 넘어서 가까운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마이크

웨이브(극초단파)가 미치는 생물학적 효과에 관한 3군 연구회 의장인 조지 크내프 미

로웨이브’ 열에 노출되면 신체의 내열도(耐熱度)는 급속도로 저하 내지 파괴된다. 마

공군 대령의 말을 빌리면 “오늘날 작동되고 있는 최대형의 레이더라도 500피트 이내

이크로웨이브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는 국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의 거리에서 직사(直射)를 받지 않는 한, 매 ㎠당 0.01와트의 방사선은 받지 않는다.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한다.

사실상 이와 같은 양은 송신장치의 바로 옆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독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개인이 입고 있는 의복도 또한 상당한 효과적 역

주파수(周波數)의 효과(效果)

할을 한다. 요즘 사용되는 통신기계나 레이더 장치는 대(大)출력 통신전자기계라는

초기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극초단파의 주파수는 그것이 끼치는 해독의 다과(多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군 당국은 결국에는 고주파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흡

寡)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1,000메가사이클에서 약 200

수 내지는 반사시킬 수 있는 의복을 연구하게 되었다. ‘극초단파 방사선 방어 의복’에

메가사이클 간의 극초단파는 사실상 대단한 열을 발생시킨다. 특별히 신체에 해독을

관한 성능은 비밀에 붙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의복은 이와 같이 위험한 장치와 같이

끼치는 것은 바로 두뇌조직에 적당한 경고를 발하기 이전에 위험할 정도의 열이 일어

기거하는 공군 통신, 레이더 장병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라

난다는 사실이다. 이 주파수대의 방사선은 피부의 외피선, 지방층을 뚫고 들어가서

고 본다.”

근육 깊숙한 곳에 열을 발생시킨다. 안구에 대한 장시간 노출은 백내장을 초래시키
며 동일 시간에 많은 고주파에 복사됨으로써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이

‘이온’화(化) 방사선(放射線)

이상 말한바 고주파 방사선의 직접적인 해독 이외에도 대출력 고주파 통신기 주위

133) Frank Hartman

136

The comet

Vol44

137

에 발생되는 이온화 방사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인체에
유해한 존재이다. 특히 특수한 진공관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와 같은 대출력 통신기

<고인(古人)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임진왜란(壬辰倭亂) 치른 류성룡(柳成龍)

에는 X선과 같은 상당량의 이온 방사선을 동반하고 다닌다. 이러한 방사선에 기인한
해독은 안구의 백내장, 각종 각양의 암, 불임증(정자 고갈)과 생명단축 등이다.

그의 생애(生涯)와 업적(業績) -

전기기계에 있어서 X선을 방사하는 대출력 진공관 등에는 앰플리트론134), 마그네
트론135), 클리스토론136), 테라트론137) 등이 있다. 마그네트론과 클리스토론을 사용
하면 양극전압(陽極電壓)(플레이트

볼티지)138)과

유광렬(柳光烈)

X선 발생량은 거의 직선적인 관계(주

=비례관계)에 있다. 물론 출력관의 물리적 성격과 이온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능력 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에도 관련성이 있다. X방사선의 발생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파장(長波長; 저주파수

에 역사상으로 일찍이 없던 큰 국난(國難)인 임진왜란(壬辰倭亂)

대)을 내는 진공관은 비교적 짧은 고주파를 내는 기계보다도 더 유해한 방사선을 발생

을 치른 재상(宰相)이다.

시킨다.

지난 호에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10만 명 양병론(養兵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사선은 캐소드139) 선 진공관, 고압정류관(高壓整流管),

論)을 반대해서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이이 선생에 미치지 못

약 2만 볼트 내외를 내는 고주파출력관 등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공관

한 듯이 보인다는 것을 썼거니와 율곡 선생도 서애가 미처 못 보고 반대는 하지만 10

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유해하며, 단시간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

년 후에 국가에 큰 난리가 일어나면 많은 인재 중에도 그 난리를 치러 나갈 수 있는

다. 텔레비전이 발사하는 방사능도 시청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람은 서애밖에 없을 줄 알고, 또 자기는 그 전에 이 세상에서 떠날 줄 알았으므로

X방사선의 방지는 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
으로는 예컨대 발생원으로부터 인체를 멀리 하든가 방사선의 발생 범위를 적게 하는
것 등이다. 최소한도의 안전기준은 방사선의 발생원으로부터 적어도 1피트 내에 차
폐물을 두는 것이다.

“나는 미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후일에 큰 근심할 거리가 되리라.”고 한 것을 보
면 서애가 재상(宰相)의 재목인 것은 인증한 것이다.
서애 선생의 자(字)는 이견(而見)이니 중종(中宗) 왕 임인(壬寅)년에 났다.
선생은 여러 가지 벼슬을 지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우의정(右議政)이

끝으로 고주파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해독이 직접, 간접을 물론하고 그렇게 중대

되었으니 그때 선생의 나이가 49세이다.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요컨대 공군의 신경부

선생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범상한 사람과 달랐었다. 여섯 살 때

분이라고도 할 만할 통신, 전자 부문에서 일하는 독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위험을 미

이미 『대학(大學)』을 읽게 되어 어른과 같았다. 강가에서 놀다가 발을 잘못 디뎌 빠지

연에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 동무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데, 별안간 난데없는 풍랑이 일어나서 빠졌던 선
<이인섭 역>

생을 밀어다가 강 언덕에 놓아두니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었다.
여덟 살 때 『맹자(孟子)』를 읽는 중 “옛날에 백이(伯夷)라는 사람이 눈으로는 악한
빛을 보지 아니하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는 말을 읽자 대단히 감심
(感心)하여 맘으로 항상 사모하여 백이라는 옛 사람을 만나는 꿈까지 꾸었다 한다.
19세 때 서울 와서 관악산(冠嶽山)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그곳 절에는 팔
도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요란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암자(庵子)

134) amplitron
135) magnetron
136) magnetron
137) Teratron
138) plate voltage
139) cathode

138

에 가서 아이 하나를 두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글을 읽었다.
어느 날은 밤중에 담을 딱딱 대리는 소리가 났으나 선생은 들은 척 않고 글만 읽었
다. 그 후 어느 날 저녁에 중이 와서 “이 깊은 산에서 혼자 글을 읽으니 도적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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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담을 두드린 것은 그 중이 선생의 중정을 떠보려 한 것이다. 선생은 웃으면

내치로는 군량(軍糧)을 조달(調達)하고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 원호에 힘쓴 것이다.

서 “그 도적은 너인지도 모르지.” 하니 그 중은 탄복했다. 이렇게 민첩한 선생의 안목

그때 나랏일이 어지럽게 되니까 지방의 난민들이 각지의 창고를 습격해 관청에서

을 세상 사람들은 평판하기를 “후일에 역시 현명한 재상이 된 이원익(李元翼)은 너무

보관하는 곡식을 약탈하는 일이 많았다, 정주(定州)에서도 난민들이 몰려든 것을 보

도 순진해서 속이려 해도 차마 못 속이겠고, 서애 선생은 너무도 현명해 속이려 해도

고 일일이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그 중에 앞장섰던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조리를 돌려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말까지 나게 된 것이다.

서 다른 난민들을 징계해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군량을 보존하고, 해로로 실어온 남

선생이 조정에서 그리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할 때 벌써 당파 싸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

도(南道)의 곡식을 잘 보관해 중국에서 나온 구원병의 군수(軍需)를 댄 일이 있었다.
또 일이 위태하게 되니까 신하 중에는 임금과 함께 요동(遼東=지금의 만주)으로 가

선생의 선배로서 역시 유명한 한 재상이던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은 돌아갈 때

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선생은 반대하기를 “우리 임금의 일행이 이 나라 밖으로

당시 오히려 어린 임금이던 선조왕(宣祖王)에게 유언 같은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는

한 걸음만 나가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동북(東北)의 각도(各道

“나라에 당파 싸움이 있을 듯하니 경계하라.”고 했다.

=강원도와 함경도)가 그대로 완전하고 (왜병이 이 나라 남도(南道)만 점령했을 때의

이에 대해 “어린 임금에게 분명하지 않은 말로 이런 말을 해 간사한 사람들이 이것
을 이용해 사화(士禍)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그 유언을 한 이준경의 관작(官爵)을
삭탈하자.”는 의논도 있었으나, 선생은 “대신(大臣)이 죽을 때 유언으로 글을 올린 것이
부당하면 분변하면 될 것이요, 죄로 다스리려는 것은 과하다.”고 해 그만두게 했다.
선생의 태도는 언제나 장중하고 엄숙해 보통 거처할 때에도 기대앉거나 엎드리거
나 몸을 비뚜로 가지는 일이 없었으며, 야비한 속담은 입에 담지 않았다.

일) 호남(湖南=충청도와 전라도)의 충의(忠義)한 선비들이 며칠 안으로 일어날 것이니
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랴.”고 논박했다.
우리 정부가 나라를 버리고 중국으로 가면 왜병도 더욱 쳐들어오려니와 중국에서
구원병이 와서 도로 나라를 찾게 되어도 우리가 국토를 버린 것을 빙자해 중국이 더
욱 영지(領地)로 만들게 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임금이 의주에 피난하고 평양이 왜병에게 점령된 후 벽동(碧潼)장사 임욱경(任旭景)

모든 일을 대체를 지키기에 힘썼으니 이준경의 관작 삭탈을 말린 것도 선생의 이
평소의 성격을 표시한 것이다.

등이 힘써 싸우다가 전사한 데 대해 그 유족들을 잘 돌봐주어야 금후 나랏일을 위해
죽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임금에게 아뢰어 군인 원호에도 힘썼다.

선생이 사신(使臣)으로 중국에 갔을 때 그 나라 선비들에게 “중국이 명나라가 된

외교(外交)로는 그때의 중국이던 명(明)나라의 사신이나 장수가 올 때마다 거의 그

후 이름난 선비로 손꼽는 이가 누구들이냐.”고 물으니 그들은 왕양명(王陽明)과 진백

교섭과 절충을 도맡아서 했다. 그 한 전례로는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남북병 4만 명

사(陳白沙)라고 했다. 선생이 “진백사는 유도를 보는 데 밝지 못하고 왕양명은 선학

을 거느리고 오는 이여송(李如松)을 처음 만나자 먼저 평양 부근의 지도(地圖)를 주면

(禪學=불교)을 주장하니 둘이 다 설문청(薛文淸)의 정학(正學)만 못하다.” 하니 중국

서 어느 길로 진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설명하니, 이여송은 모두 붉은 빛을 붓에

선비들도 탄복했다. 또 우리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에 어떤 미친 듯한 놈이 들어와서

찍어서 표를 하고 그 전략대로 진격해 평양의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외국 사신을 대접하는 예절이 이럴 수 없다고 책망해 중

을 쫓아내고 회복했다.

국 외교관들의 사과를 받게 한 일도 있었다.

선생은 글을 잘해 한편으로는 왜병이 전국을 노략질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군사가

임진왜란이 일어날 듯하자 선생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같은 명장을 임금에게
추천해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왜병의 해군을 격파하고, 해로(海路)로 적병이 서해
(西海)로 돌려는 것을 막아내게 한 것도 선생이니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있어서 허다한 외교문서를 처리하는 데, 그는 신흠(申欽)을 시켜 쓰라 하고 입으로 부
르기를 풍우같이 해도 다 써놓고 보면 고칠 데가 없이 잘 되었다 한다.
그가 임금의 도체찰사(都體察使)로서 각 군에 글을 보내는 공문이 있었는데, 그 후
사정이 달라져서 고치게 되자 3일 만에 다시 그 공문을 회수하려 하니 역리(驛吏)가

임진년 4월 13일에 바다를 건너온 왜병은 5월 3일에 서울에 들어왔는데, 임금은 4

그 공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월 그믐날 서울을 떠나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義州)로 가서 피난하는 중에 선생은 임

선생이 그 아전을 책망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 공문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

금의 옆을 떠나지 않으면서 모든 외교, 내치(內治), 군사(軍事)에 광범하게 나랏일을

고 있었느냐.” 하니, 그 역리는 “조선의 속담에 공사(公事)는 3일이 걸려야 된다는 말

맡아서 하게 된 것이다.

이 있기로 소인(小人)이 3일 후에 다시 고칠 줄 알고 그대로 두었다.”고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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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漫畵) 에어쇼

선생은 그 역리를 벌을 주려다가 “이 말은 나의 잘못을 경계하는 것이요, 나라의
공사처리가 느려진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고쳐서 반포하게 하고
자기반성(反省)의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

(CARTOON AIR SHOW)

선생은 오래 재상으로 있었으나 청렴결백해 생활이 한사(寒士)와 같이 가난했다.
만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가라는 것을 집에 늙은 어머니가 있다고 사퇴한 일로 공격
을 받아 향리 안동(安東)으로 돌아가서 10년을 지내고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경향에서 선생의 부음을 듣고 우는 사람이 많았고, 이씨 왕조의 탁월한 재상으로 지

어이 이건 훈련이야. 그네뛰기가 아냐.

금까지 칭송을 듣는 분이다.
(필자(筆者) 자유신문(自由新聞) 주필(主筆))
(47면에서 계속)
이 영화에 있어 주인공 톰 브라운은 게리 쿠퍼140), 여주인공 아미 졸리는 마를레네
디트리히141)가 분(扮)하고 있는데, 그 명연기는 꽤 오래 되었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이제 노경(老境)에 들어갔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들
이 젊었을 때 온 정열을 기울인 이 작품은 확실히 감명 깊은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
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영화는 1930년도 파라마운트142) 사 작품으로서 조셉 본
스턴버그143)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할리우드의 대스타가 되고 게리 쿠퍼가 확고한 스
타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한 시인(詩人)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영화는 ‘시간적인 거리’를 곰
곰 생각하게 하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묘하게 짜여 가는 시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인생의 운명이 얼마나 변천하는가.
이것을 두고두고 생각해 볼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영화비평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 시인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 것
을 독자 여러분에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설령 ‘영화비평가’적 입장과는 동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과히 어그러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어떤 해몽가

140) Gary Cooper, Frank James Cooper
141) Marlene Dietrich, Marie Magdalene Dietrich
142) Paramount
143) Josef Von Sternberg

142

파일럿들의 그날그날 꿈을 해몽해서 비행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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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 ……
어데 있어!!

하늘의
임창(林創)

가고 난 뒤에야
소리가
들리는걸요.

휴~ 그놈
정말 번개
같은 놈이로군!!

추억(追憶)!!

한참
구경하다
가……

대신 헬리콥
터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신나게
논다!!

종달새
로구나.

왜 옛날 비행기에는 날개가

고개가
아파지면……

두 장이나 있었을까요?

그건 생각해보면 알 것
아닌가……

우리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렇게 또 반대로
돌려서 봤지……

비 오는 날
우산 대신을
했던 거지……

이게 웬 소리냐!!
Z기예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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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어때?

요즘은 그런
비행기는 통 볼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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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로맨스 빠빠
김경언(金庚彦)

나 비행기 태워줘.

야~! 좋다.

야! 신나겠다.
고놈.

우린 벌레같이
땅이나 보구 죽자.

붕~!

얘! 난 비행기 타러
간단다.

안 돼.

쯧쯧쯧.

으앙!!

우하하하

뭐~~야!
저걸 타고 있잖아.

쟤 아빠는 비행사라서
참 행복하구나.

아버지의 비행기가
아닐까?

태워줄게.
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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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게 뭐야.
싫어~~ 싫어.

아빠가 오면
졸라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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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영~
희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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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군

장작개비가 날아왔군.

여기 불 있습니다.

여보시오.
좀 나오슈.

김봉천(金峰千)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빨리 갑시다.
옳지!
바로 저 집이군.

항의하러 왔소?

미안해서요.

내 가서 복수하고
올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구경쯤 갖고서
뭐 그러시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감하셔.

자, 담배나
한 대 피우시고.

자식 짤짤 빌어서
용서하고 왔지.
으핫.
남자 체면에
가만있을 수

보기와
다르셔.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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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映畵)이야기>

외국영화(外國映畵)와 우리의 ‘아이디어’
와일러를 중심(中心)으로 -

김규동(金奎東)
윌리엄 와일러144) 감독의 작품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
는 미소와 행복한 인간에의 애정 속에서도 인간의 이면(裏面)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로마에 도착한 한 나라의 여왕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여왕을 둘러싼 호위망 밖으로 빠져 나가고 싶은 인간에게 구심성(求心性)을 플
롯[plot]으로 하고 전개되는 사건을 테마[Thema]로 한 작품이라는 말이다.
마치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가 그가 노닐던 푸른 하늘과 끝없는 언덕 거기 백화난
만(百花爛漫)하게 핀 꽃들의 향연(饗宴) 위에 나비가 연애편지처럼 날아다니던 추억을
향해 날개를 퍼덕이다가는 자꾸만 새장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것처럼, 여왕도 자기
속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요구에 불현듯 응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이러한 테마의 구성은 와일러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와 같은 테마를 표현하는 데 영화라는 언어 속엔 스스로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
것은 다름 아닌 강조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국 인간이다.”라는 에밀 졸라145)
류(流)의 자연주의적 고발에 테마가 구호화(口號化)되어 스토리가 억지로 이끌려가서
는 안 되는데, 모름지기 감독은 최선의 역량과 참된 웃음의 찬란한 보석 빛깔을 산문
화된 에스프리[esprit] 속에 담아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와일러는 한 여왕을 국적을 밝히는 일 없이 (그것은 가상의 실상인
표현의 세계인 까닭도 있겠지만) 또 여왕을 작중의 납치해 오는 서투른 화면상의 터
치[touch]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니는 호기심의 충동으로 여왕이 그녀의 호위망을
뚫고 밤거리로 나오게 했다.
와일러의 역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벌써 이 화면상의 프렐류드(prelude)에서
실패했을 것이다. 와일러에게는 벨라 발라즈146)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상상의 문법이 언
제나 거뜬히 테이프를 끊고, 몽타주[montage]를 특수한 의장을 입혀 진전시키고 있다.
여왕의 로마의 도착을 대기하고 있던 저널리스트의 눈은 모조라 창구멍을 뚫고 내다
보는 레이더처럼 쏠려 있고 여왕이 침실에서 탈출해 나간 춘사(椿事)를 둘러싸고 호위
망들의 검은 경악과 검은 추적의 애트모스피어[atmosphere] 화면은 구성되어 있다.
관객에게 인간성이라는 한 장미를 그들의 가슴속에 꽂아주는 와일러의 세계는 이
144) William Wyler
145) Emile Zola
146) Bela Bala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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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시추에이션[situation]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웃음의 어휘를 매겨주고 있다.
즉 한 기자(그레고리 펙)의 발견으로 거리를 서성대던 여왕은 미지의 에스코트
[escort]를 얻게 되고, 그의 친절과 직업적 의식으로 여왕의 호기심 인간으로서의 모든
요소가 마치 윤전기(輪轉機)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문처럼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발소를 발견한 여왕이 평소에 길게 땋고 있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장면이 그
것이고 신기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의 규칙도 모르고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라 즐거
워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그러나 와일러는 앞서 말한 시추에이션의 흐름을 (기자와 여왕과의 스토리) 세분
해 기자와 사진사와의 개입으로 인한 내밀한 흐름의 지류로서 더 한층 실감나는 흐
름의 계기를 마치 적의 탱크가 올 만한 무수한 요소마다 지뢰를 파묻어 놓듯 복선을
치고, 연출의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초소에서 세계를 전망하고 있다.
영화가 우리에게 정신의 구미를 돋궈주는 것은 실로 이러한 초소로부터의 전망에
대한 에스프리 상의 스펙터클[spectacle]에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거리에서 일어난 기자와 여왕과의 모습, 이발소에서의 일, 레스토랑에서 시
가레트[cigarette]를 피우는 여왕과 기자의 사진, 오토바이의 풍경을 둘러싸고 일어나
는 연출수법과 시점은 마치 르네 클레르147)의 4차원적 세계의 편린(片鱗)이 고기비늘
처럼 펄럭인다.
더욱이 로마의 유적을 배경으로 지나가게 하는 관광에의 먼 원근의 사라져가는 화
면상의 향수는 포에지(poésie)에의 표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착상의 동시성이
라 하겠고, 여왕이 거짓의 동굴 앞 구멍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얼마나 훌륭한 히트
장면인지 모른다.
그러나 와일러는 장 들라누아(Jean Delannoy)의 말처럼 빛의 부분만 그린 것이
아니다.
여왕의 탈출에 놀란 호위망의 검은 그림자들은 태양이 비치는 데는 나타나지 못하
고 있다.
그들은 와일러 일류의 시점에 의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마키아벨리즘148)의 그림
자처럼 이 세기를 답보하는 사탄[Satan]의 손길과도 같이 뻗쳐온다.
드디어 카타스토로프[catastrophe]는 무도장의 폭소할 만한 종말, 다시 말하면 연
출의 극치 상황의 빈틈없는 도시(圖示)로 표현된다.
라스트 신의 신문기자 회견에서 여왕의 격식으로의 재복귀와 인간 기자로서의 공
허는 와일러의 에스프리 상의 톤[tone]을 더 한층 짙게 하고 있다.
이렇듯 아름답게 얽히고 정말로 벌어지는 그림자와 빛의 부분의 최종적 결재(決裁)
를 공허의 아름다운 예절로 치르는 데 동원된 모든 연출의 방대한 세계는 아마 와일
러를 빼놓고는 별로 해치운 감독이 없을 것이다.
(161면(面)에 계속)
147) Rene Clair
148) Machiavel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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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生活)과 취미(趣味)>

낚시 예찬(禮讚)

자연(自然)과 시정(詩情)이 담북
글·그림 조능식(趙能植)

▲ 낚시의 본질

낚시가 언제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역사적인 것은 고사
하고라도 한 마디로 인류가 지구 위에 삶을 향유하는 날부터 시작되
었으리라고 보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
고래로 허다한 문인묵객(文人墨客)들의 낚시 찬양의 시구(詩句)와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취(詩趣)를 돋우어주고 있다.
인류가 원시시대에는 수렵과 함께 낚시로 생명을 보전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낚시가 스포츠요, 훌륭한 취미로서 높이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저 먼 옛날의 강태공(姜太公)의 낚시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오늘의 낚시는 세계적인
한 개의 유행의 총아(寵兒)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강태공의 곧은 낚시란 우리가 역사적인 것으로 다 아는 일이지만, 잠깐 여기서 강태
공의 낚시를 훑어보자.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 주문왕(周文王) 시절, 중국 산동
성 출생으로 태공이란 별호이고 본명은 여상(呂尙)이라고 했다.
그는 본래 선비로 책읽기를 좋아했고 나라와 민족의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도
탄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애국애족의 뜨거운 마음은
때로는 강 언덕이나 잔잔한 호숫가를 찾아 어지러운 난세를 통탄하며 그저 사색(思索)
과 천하의 경륜을 탐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고기에는 마음이 있을 리 없었고 천하 대사로만 생각은 달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름답고 무한히 신비로운 대자연의 품속에서 유유자적한 심경으로, 천하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날그날을 지내다가 드디어는 국가에 등용되어 공헌했다.
그는 천문과 지리, 인간으로서의 통리(通理)를 해 국가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
이다.
강태공은 160세를 사는 동안에 궁(窮) 80에 달(達) 80을 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강태
공이 반반씩 궁하기도 했고, 천하를 호령하기도 했다는 뜻이며, 그가 낚시를 잘 해서 유
명한 것이 아니라 낚시를 출세의 길로 삼았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낚시는 한가하거나 일 없는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알려져 있던
것이 낚시였다. 하지만 근래의 낚시는 심신(心身)을 길러 내일의 큰일에 이바지하려는
한 방편이라고 할 만큼 고도로 발달 유행되고 있다.
강태공의 곧은 낚시가 아니라 근래의 낚시란 분주한 사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
의 구겨진 정신, 때문은 정신을 세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좋은 스포츠

대성 공자(孔子)도 조이불망(釣而不網)이라고 했다.
즉 낚시는 하더라도 그물질은 좋지 못하다는 뜻으로 같은 살생(殺生)이기는 하지만 그
물질하는 것은 크고 적고 간에 고기를 모조리 잡는 까닭에 이를 나무라는 말인 것 같다.
대자연의 품속에서 호연한 기상을 맛보면서 (아마 이것은 공군 용사가 하늘을 날 때
의 그 스릴과는 다르겠으나 신비로운 자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다.) 오
고 가는 구름과 물 위의 수초와 언덕 위의 화초와 더불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지
가 필요하다.
맹자도 또한 “촉고(數罟)를 불입오지[不入洿池].”라 했는데 이것도 촉고를 사용해 어
족을 마구 잡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의 신라 화랑도(花郞道) 정신에도 살생은 필택(必擇)이라고 했다. 비록 전쟁하는
마당에서만이 아니라 살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엄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좋은 말이
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무렵에는 감불생심(敢不生心) 그런 일을 못 했는데, 우리가 나
라가 광복하고 독립국가가 된 이후로는 저수지나 연못에 마구 그물질을 하고, 더구나
6·25사변을 겪고 나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온 폭발물을 함부로 터뜨려 어족
의 말살에 쾌감을 느끼는 무리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 이는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삼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물과 폭발물 그리고 독약을 풀어서까지 고기를 잡는 행위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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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비취어(取適非取魚) 능식(Neung Sik) 60

요, 취미다.

▲ 낚시는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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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는 사람의 심리란 취적비취어(取適非取魚), 즉 고기를 잡아서 먹겠다는 것과
고기를 먹는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낚는 맛으로 하는 것이 낚시라는 뜻이다.
조용한 분위기를 찾고 싶다는 취적(取寂) 비취어(非取魚)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낚시다.
모든 추악과 사회악에서 벗어나 호수나 저수지 혹은 수로(水路) 같은 데서 활짝 열린
창공, 틈틈이 나는 흰 구름의 기묘한 형태 밑에서 유유자적하는 하루야말로 낚시가 아
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경지이기도 하다.
자연을 벗 삼아 아무런 사기(邪氣) 없는 간두(竿頭)에서 동심(童心)으로 돌아갈 수 있
다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저녁의 붉은 노을이 호숫가에 스며들 때면 자연의 신비롭고 아름다움에 흐렸던 마음
이 후련해질 것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연의 풍물이 먼 세상의 일로만 같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그것은 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을
독일의 비행기가 습격하곤 하던 때다.
밤이 깊었는데 그 소름 끼치는 공습경보의 사이렌이 또 요란하게 울려왔다.
집 안에서 뒤뜰로 뛰어나온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아이가 불 꺼진 런던의 하늘을 쳐
다보다가 총총히 밝힌 무수한 별들을 보게 되었다.
어린아이는 처음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었다.
“어머니, 저게 무엇들이에요?”
하고 자못 신비로운 듯이 물었다. 어머니는 그것이 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은
물론이다.
이만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촌을 모르며, 또 자연을 잊고 살고 있다. 더욱
런던과 같이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에서야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빛
을 잃을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다.
자연과 농촌을 알기 위해서는 낚시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낚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고기가 잘 물린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으며, 또 안 물린
다고 해서 초조하지 않는 법이다.
문제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느냐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아마 이러한 점으로는 창공을 나는 파일럿의 침착한 심정과도 통할 것 같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낚시를 이해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초보자
이며 낚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낚시를 물에 담글 때부터 낚시를 거둘 때가지 그야말로 1초 1분의 여유도 주지 않는
한중(閑中)의 망(忙)이요, 정중(靜中)의 동(動)이라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일여(釣禪一如), 즉 낚시와 참선은 같은 길로 통하는 것이라고.

▲ 낚시의 묘미

무릇 운동이나 취미란 인생의 활동에 뒤이어 위안을 바라며 마음의 전환이란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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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서 때문인 성싶다.
그렇다면 낚시란 자연의 품속에서 시(詩)를 하는 데 묘미와 멋이 있다.
낚시는 다른 오락이라든지 유희와 같은 승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하루를 호숫가에서 하늘과 들과 산을 바라다보며 고기를 상대로 조그만 띠의 부침
(浮沈)에서도 가는 투명의 ‘테구스(천잠사(天蚕糸))’의 낚싯줄에서도 넘쳐흐르는 흥취를
느끼게 된다.
어떠한 스포츠나 취미에서도 낚시만큼 속세를 탈각(脫却)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루 종일 나를 잊어버리고 낚시와 친했다가 저녁 붉은 노을 밑에서 낚싯대를 거두
고 친구와 오늘의 즐거움을 담소하며 주막에서 기울이는 탁주의 맛도 그럴 듯하다.
비록 그날의 수확은 적다하더라도 조금도 탓할 것이 못 된다. 수확이 많다는 것은 없
는 것보다는 낫다는 담담한 경지에 이르러야 낚시는 멋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갑갑한 것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어떻게 쭈그리고 앉아서 있겠
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낚시란 갑갑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다. 고기가 안 물릴 때는 호숫가를 산책하
면 좋다. 농민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기가 물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눈코 뜰 사이 없다.
낚시의 기술이란 별게 없다.
기다리고 고기가 오기를 참는다는 것도 큰 기술인 것이다.
그리고 낚시는 다른 취미나 놀음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 그런가 하면 온 가족이 같이
교외로 나가 즐길 수 있다. 물론 혼자서도 능히 즐길 수 있는데 묘미가 있기도 하지만.

▲ 낚시 여적(餘滴)

낚은 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셈수를 헤어보는 것
도 재미있을 듯싶어 다음에 소개한다.
처음 한 마리를 낚으면 초개(初開)라고 한다.
(이것은 첫 번 개시했다는 말이다.)
두 마리를 낚으면 재개(再開)라고 한다.
(이것은 두 번째 개시했다는 말이다.)
세 마리를 낚으면 시작(始作)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물리기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네 마리를 낚았을 때는 작정(作定)이라고 한다.
(낚시의 기술의 하나는 자리를 잘 선택해서 자주 이사하지 않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이다.)
다섯 마리를 낚으면 정식(正式)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여섯 마리가 올라왔을 때는 진행(進行)이라고 한다.
(순조롭게 낚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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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마리째가 올라오면 면치(免恥)라고 한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다.)
여덟 마리째가 올라오면 안심(安心)이라고 한다.
(이젠 안심했다는 것이다.)
아홉 마리째가 되면 구령(九嶺)이라고 한다.
(열 마리째로 넘어가는 아홉 고개라는 뜻이다.)
열 마리째의 놈이 올라왔을 대는 한관(一貫)이라고 한다.
(이제는 한 꾸러미가 되었다는 말이다.)
열한 마리부터는 한관 초개, 두관 초개의 순위로 나가다가 백 마리가 되면 한연(一連)
이라고 한다.
한연은 열 꾸러미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 자 이상의 붕어거나 조그만 붕어라도 다섯 치 이상이면 기념으로 혹은 미
술적인 판화(板畵)식인 먹사진을 찍어 좋은 시구(詩句)나 써놓으면 친구들에게 멋있는
선물이 된다.
이것을 어척(魚拓)이라고 한다.
어척을 하는 요령은 붕어의 몸의 물기를 수건으로 말짱히 닦고는 먹을 골고루 칠한다.
물론 지느러미와 꼬리 등에까지 먹을 골고루 칠한 뒤에 화선지를 붕어 위에 놓아 가
볍게 눌러 사진 찍는 식으로 찍는다. 지느러미는 펴서 찍도록 하고 찍은 뒤에 고루 먹이
묻지 않은 곳에는 약간의 수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큰 고기와 조그마한 고기들을 잘 배치해서 찍은 뒤에 멋진 시구(詩句)를
써놓으면 그것으로 두 폭의 머릿병풍도 만들 수 있고 족자를 만들어도 흥취 있는 예술
품이 된다.
생활은 예술이라는 말과 같이 낚시는 예술이다.
따라서 낚시는 시(詩)임에는 틀림없다.
그럼 낚시인은 예술가로 통한다는 말도 될 성싶다.

인격(人格)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생생할
때는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전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셰익스피어>149)

149) William Shakesp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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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바둑]도해(圍碁圖解)>

정석(定石)의 분류(分類)와 응용(應用)
윤숙(尹淑)

정석을 연구하는 데는 우선 다음의 분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실리(實利)를 위주(爲主)한 것
2. 견실(堅實)을 위주한 것
3. 간역(簡易)하게 유도(誘導)하는 것
4. 공격(攻擊)을 위주한 것
5. 세력(勢力)을 위주한 것
6. 복잡(複雜)하게 유도하는 것
이상의 6개 원칙 중 1, 2, 3은 수세(守勢)로부터 출발했으니 소극(消極) 수단으로, 4, 5,
6은 공격에서 출발했으니 적극 수법으로 보아 좋겠지요.
정석의 형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 기본정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비교적 적은 것으
로 이것을 적당히 정리하면 고작 100종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것은 정
석이라고 해도 대개가 기본정석의 변화니까 굳이 그 전부를 머릿속에 담아 두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본란(本欄)에서는 소위 기본정석을 다시 간추려서 전술한
6개 원칙에 맞추어 활용의 편의를 도모할까 합니다.
여기서 그 분류, 응용의 범위는 귀인데 귀는 온갖 작전의 근거를 마련하기에 가장 유리
하다는 데서 서로가 귀의 우선권을 다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쌍방 접촉의 결과가
하나의 형태를 낳는데, 즉 그 접촉에 있어 합리적인 수순을 다 하는 데 정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부터 많은 선배들에 의해 연구되고 시련을 거듭해 이룩된 정석은 그 한 수 한
수를 음미해 보면 어느 정석에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전
통적인 형태라 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늘어놓는 데 불과하니 실질적인 정석의 활용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석이야 몰라도 바둑은 둘 수 있다고 하는 층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석의 성립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정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흑백 상호의 접촉응수(接觸應
酬)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석도 시대와 더불어 점차 진보하며, 또 전에는 후수로도 만족하던 응접을 어떻
게 해서든지 선수로 손을 빼려 하는 등 종전의 정석이 변화된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한 수에 대한 최선의 차선수를 찾는다는 원칙에는 하등 변함이 없습니다.
귀가 흑백 어느 편에서든지 가장 합리적인 요체(要諦)임에 틀림이 없으며, 정석은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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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립되는 형태인 관계로 초심자도 그 형식을 배우기
전에 일련의 기본정석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
다. 여기서 귀의 근거라 함은 다음 도표에 표시한 것과
같이 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ㄱ·ㄴ의 소목(小目)
ㄷ·ㄹ의 고목(高目)
ㅁ·ㅂ의 외목(外目)
등이 있으며 ㅅ(3의 三)과 ㅇ(5의 五)은 하나의 특례
입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다만 한밭 차이뿐이지만 가장 착
점(着點)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제3선이나 혹은 제4선 제5선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개
개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장단과 시비를 개념적으로 기술해 보
겠습니다.
화점(花點)

화점은 가장 융통성이 풍부한 근거이며 특히 귀의 화점은 양변의 화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좌우로 양 날개를 펼 때나 또는 중앙으로 향해 발전하려 할 때나 다
른 어떤 근거보다도 자유로우며 또 귀에서의 싸움에서도 상대방의 착점에 따라서 완급
(緩急) 어느 쪽으로든지 자유로이 변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으로 그 위치상 귀를 차지해 그곳에 실리를 얻기에는 소목이나 외목이나 고목 그 어느 것
보다도 불편하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목에서나 외목에서나 고목에서는 바로 한
수로 집 차지가 되지만, 화점에서는 한 수만으로는 집이 안 됩니다. 즉 수비가 불완전해
상대방의 침략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고로 화점에서는 우선 한 수로 귀의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그 수비에 대한 소극
적 공작은 뒤로 미루고 전면적으로 한 걸음 상대보다 선진(先進)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여
기서 접히는 바둑에서는 귀를 수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와 선(先) 또는 호선(互先) 바
둑과는 같은 귀의 화점이라 할지라도 그 성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접히는 바둑에서 하수는 될 수 있는 한 한 곳 한 곳 끝을 맺어서 백으로부터 가해질 수
단의 여지를 좁혀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작전방침이기 때문에 호선 바둑과 같이 귀를 결정
짓지 않고 전진한다면, 상수에게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접히는 바둑의 경우에
는 우선 귀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한 작전일 것입니다.

외목(外目)

이 점은 소목과 반대로 변(邊)으로 발전하는 데는 소목보다 낫지만, 귀를 지킬 목적이
라면 소목보다 못 합니다.
고목(高目)

이 점은 주로 외부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내부의 수비에는 적합하지 않습
니다.
이상의 설명을 다시 하나하나 도표로 해설하면
제1도 흑1은, 즉 소목, ㄱ은 외목, ㄴ은 고목입니다. 여기서 1에서 ㄱ으로 두면 일자(日
字) 벌림이고, ㄴ으로 두면 한 칸 벌림이며, 즉 1의 소목에 ㄱ이나 ㄴ으로 한 수를 가하면
곧 집이 됩니다. 따라서 ㄱ의 외목으로부터 1로 벌리나 ㄴ의 고목에서 1로 벌리나 어쨌든
간에 두 수로 집이 되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
다.
제1도(第一圖)
제2도(第二圖)
그러나 제2도와 같이 흑1이 화점에 놓
여 있는 경우에 ㄱ으로 목자(目字)로 벌리나
ㄴ으로 뛰나 또는 ㄷ으로 일자(日字)로 벌리
나 단 두 수로는 집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목과 달라서 언제나 상대방이 3십
칠(十七)에 뛰어 들어와서 내부에서 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ㄹ로 뛰어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수 ㅁ에 가해 세 수로 집이 되기 때문
에 집 차지를 하는 데 한 수 차이가 있습니다.
제3도(第三圖)
제3도(第四圖)

소목은 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해 다음에 한 칸 벌리거나 일자(日字)로 벌리거
나 또는 목자(目字)로 벌리거나 어쨌든 간에 다음 한 수로 집 차지가 되기 때문에 실리를
차지하기에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변(邊)[가장자리]으로 향해 발전하는 데는 외목을 따
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목에서 제3도처럼 변(邊)을 향
해 ㄱ으로 벌렸을 때, 이것은 매우 산만한 진
형이며 효과적인 벌림이라고는 할 수 없습
니다. 그래서 ㄱ으로 벌릴 목적이라면 우선
ㄴ으로 수비해서 귀에 확고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으면 하등 의의(意義) 없이 되
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 이치는 ㄷ으로
벌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것은
소목에서 뿐만 아니라 외목이나 고목에서도
역시 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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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4도와 같이 그 좌우익(左右翼)인 ㄱ이나 ㄴ으로 벌릴 때 아무 예비공작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점이 비록 내면적으로는 불비(不備)한 점이 있을지라도 변(邊)으
로 발전하기에는 매우 편의(便宜)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소목, 외목, 고목에서의 벌림과 화점에서의 벌림에 대해 우선 알아두어야 할 가
장 필요한 개념입니다.
제5도와 같이 흑1로 소목에 둔 곳에 백이(二)로 걸쳤을 경우 우선 흑이 ㄱ으로 마름모
로 두지 않고서는 ㄴ으로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바꾸어 흑이(二)의 외목
으로 놓인 곳에 백일(一)로 걸쳤다고 하면 흑은 곧 ㄷ 또는 ㄹ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또 이 형태에서 흑이 귀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제6도 A와 같이 일(一)로 마름모 백이(二)
로 늘었을 때 삼(三)으로 마름모를 놓으면 이 귀는 확실히 흑 차지가 됩니다. 이것이 만일
B와 같이 그 위치가 거꾸로 흑이 외목에 있고 백이 소목에 있는 형태에서는 이 한 귀를 차지
하고자 일(一)로 갖다 붙여도 결국 오(五)까지로서 약 반 정도밖에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목과 외목 양자의 손실을 비교하면 소목은 그대로 벌릴 수 없다는 약점 때문
에 외목보다 못 할 수 있으나, 귀를 차지하는 데는 외목보다 나으며, 외목은 그 반대 입장
이라서 서로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습니다.
제7도는 백, 고목에 흑일(一)로 들어간 형태이며 백이(二)로 걸친 것은 고목을 놓은 의
의 상 흑을 내부에서 살려주고 외세를 취하자는 뜻입니다.
제8도도 또한 전 도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며 다만 백
이(二)가 한 칸 더 넓게 목자(目字)로 걸친 것뿐이지만 외
세를 취하려는 목적만은 같습니다.
제5도(第五圖)
제6도A(第六圖 A)
제6도B(第六圖 B)
제7도(第七圖)
제8도(第八圖)
제9도(第九圖)
제10도(第十圖)
그러나 제9도와 같이 백이 이(二)로 안으로 붙여서 귀
를 취하려 해도 흑에게 삼(三)과 오(五)로 응수를 당해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백이(二)로서는 ㄱ으로 밖으로 붙
여서 흑오(五)로 제칠 때 ㄴ으로 끌어내는 것이 세력을 위
주한 고목의 의의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흑일(一)로 들어왔을 때는 제7도 및 제8도와 같
이 두는 것이 가장 요령 있는 수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
자(日字) 걸침, 목자(目字) 걸침, 내착 외착의 네 가지로 분
류합니다.
제10도는 흑의 화점에 백이 일자(日字)로 걸친 형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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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때의 정석을 분류하면 ㄱ으로 부치는 법, ㄴ으
로 벌리는 법, ㄷ으로 한 칸 벌리는 법, ㄹ로 일자(日字)
로 벌리는 법 등이 있으나, 그중에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는 그때의 배치와 그에 수반하는 정세에 따를
것이니 실현에 따라 실용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11도(第十一圖)
제12도(第十二圖)
제13도(第十三圖)
제14도(第十四圖)
제11도는 흑 소목에 백이 일자(日字)로 걸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흑의 응수는 ㄱ의 마름모 ㄴ의 한 칸 협공, ㄷ의 두
칸 협공, ㄹ의 세 칸 협공 등 대체로 기본적인 것에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목에 대한 백의 걸침에는 또한 제12도와 같이 높게 한 칸으로 걸칠 때도 있고 또 ㄱ으
로 두 칸으로 걸칠 때도 있으며 ㄴ으로 목자(目字)로 걸칠 때가 있습니다.
제13도는 흑의 외목에 백이 일자(日字)로 걸친 형태이며, 백은 이것을 ㄱ인 고목으로 걸
친 때도 있습니다. 양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그때그때의 작전상 달라질 것입니다.
또 백이 소목으로 걸쳐 왔을 때 흑으로 제14도처럼 이것을 목자(目字)로 걸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정석(定石)의 종류도표(種類圖表)는 지면관계로 생략)
<필자(筆者) 초단(初段)>
(151면(面)에서 계속)
기자 그레고리 펙은 직업의식에서 출발했건만 끝내 사진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사진들
을 신문에 실리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기자는 인간의 평범한 애수(哀愁)로 돌아오고 여왕은 다시 그의 운명을 따라
격식의 세계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기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끝없이 긴 공허한 폭도
(幅道)입니다.
여기서 와일러의 세계가 있고 영화언어가 가지는 특수한 의미의 긴 파장이 현실에 날아
간다.
마치 슬픈 비둘기처럼.
외국영화는 이다지도 좋은 세계를 보여주어 우리들의 관객을 빼앗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엄연한 사실이 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긴급한 과제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새로운 ‘아이디
어’의 출현이다.
이 ‘아이디어’의 완전한 산문화(散文化), 이것만이 우리들의 영화를 전진하게 할 수 있
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영화평론가(映畵評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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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의 시인(詩人) · ‘쇼팽’의 음악(音樂)
쇼팽은 시인(詩人)이었다. 오직 ‘피아노’라는 언어(言語)로서 아름다운
시(詩)를 쓰고 많은 얘기를 했다. 섬세한 청년(靑年) 쇼팽은 ‘피아노’의
건반 위에 자신(自身)과 조국(祖國)과 시대(時代)의 넋을 열렬하게 부어 넣었다.
유유히 흐르는 큰 강, 울창한 숲이 먼 지평선까지 뻗어나간 곳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가까운 올라[Zelazowa Wola] 시가 불멸의 천재 음악가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쇼팽의 고향이다.
그는 교양이 풍부한 프랑스인 아버지와 애국심이 강하고 훌륭한 폴란드
인 어머니 사이에서 영리하고 활발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다른 어린이들과 같은 난폭한 장난을 피해서 조용히 홀로 숲속의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듯한 성격의 일면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전기작가(傳記作家)들의
말과 같이 결코 미치광이 같고 창백하게 센티멘털한 소년은 아니었다.
가정은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바르샤바 중학교 교사여서 소박하지
만 경건한 분위기속에서 품위 있는 애정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실로 이상적인 여성이었고, 쇼팽도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다. 나중에 조
르주 상드도 쇼팽의 어머니를 가리켜 쇼팽의 생애를 통해 유일한 애인이라고 했다. 쇼
팽의 누나들도 아주 재능이 있고 상냥한 여성들이며, 쇼팽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한다.
쇼팽은 그의 나이 불과 8살 때 바르샤바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서 격찬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일약 바르샤바의 명연주가가 되었다.
중학교를 마치고서 그는 음악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친구 펠릭스 자로키150) 교수와 같이 베를린에도 가고, 또 친구
들과 같이 빈[Bien]에 가서 연주회도 갖고, 귀여운 소녀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며, 농
촌을 돌아다니면서 농부들의 소박한 음악을 하고 지냈는데, 그의 국민적 작곡가로서의
기초는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1830년 11월, 쇼팽은 청운의 뜻을 품고 다시 빈을 향해 바르샤바를 떠나게 되었다.
많은 친구들과 음악학교 학생들의 전송을 받으며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어디를 가나 그는 조국 폴란드와 벗들을 잊지 않았다.
빈에는 I년 남짓하게 있었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 다음에는 파리로 건너갔다. 파리행
이야말로 그의‘운명을 결정한 중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832년 2월 ‘피아노의 시인(詩人)’이라 불리는 쇼팽은 돌연히 그의 천재적인 모습을
파리에서 나타냈다. 그는 2월 26일 파리의 플레옐 음악당151)에서 첫 번째 연주회를 가
졌다. 그때 연주한 곡목은 자신의 것과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있었는데, 그의

150) Feliks Jarocki
151) salons de MM Pley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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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
파리에 망명한 수많은 폴란드인들과 파리의 일류 음악가들이 그의 성공을 인정하고,
특히 힐러152), 리스트, 멘델스존 등은 쇼팽에게 맹렬한 갈채를 보냈다. 이때 쇼팽의 나이
겨우 스물두 살이었다.
그 당시 파리는 오페라 전성시대여서 롯시니나, 오베르153)같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
고 있었는데, 이때 이이상한 감명을 주는 피아니스트 쇼팽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삽시간에 파리 상류사회의 총아가 되고 수많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의 벗이
되었던 것이다. 쇼팽은 일약 파리의 명연주가가 되고 파리의 예술계에 찬란하게 등장했
지만, 그는 경제적으로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때마침 우연하게도 거부(巨富) 로스차일드154) 남작을 알게 되고, 그의 야회(夜會)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극히 살롱적인 그의 연주는 그날 밤 모인 귀족들을 그지없이 황홀경에 도취시켰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 그의 경제적 불행은 사라졌다. 살롱 연주회 이래 귀족과 그 밖의 부유
한 사람들의 음악 개인교수 의뢰가 사태 날 지경으로 밀려왔다.
『쇼팽의 생애』의 저자 니크스155)에 의하면, 그날 밤 쇼팽이 연주한 곳은 로스차일드
의 살롱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 그는 대단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5년간은 쇼팽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의 명성은
확고한 것이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족한 때였다. 쇼팽에 대한 파리 사람들의 인기
와 동경은 다만 저명한 연주가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쇼팽, 다시 말하면 폴란드
인으로서의 그에게도 비상한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특히 쇼팽에게는 현저했던 슬라브족의 독특한 좀 이상한 성질, 즉 냉정하면서 아주
조용한, 표면 속에 감추어진 그의 불타는 듯한 정열적인 기질이 파리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던 것이다.
리스트는 그때 쇼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쇼팽의 인품은 여러 면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의 눈은 꿈꾸는 것 이
상으로 정신적인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냥하고 섬세한 미소는 한없이 아름답고 기
분 좋은 것이었다. 그의 아름답고 투명한 얼굴빛은 보는 사람을 황홀하게 했다. 그의
몸가짐과 태도는 지극히 우아하고 섬세했다. 그의 모습은 약한 가지 위에 말할 수 없는
색채로 되어 있는 꽃을 연상시켰다. 조금 다치는 것으로 상처입고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꽃이었다.”
이렇듯 쇼팽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기질이었으며, 또 대단히 사치를 좋아했었다.
선천적인 우아한 모습과 슬라브족 특유의 인간적인 깊이를 지닌 그에게는 또 수많은
여성들이 따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프랑스 여류 소설가 조르주 상156)드일 것이다.

152) Ferdinand Hiller
153) Daniel-François-Esprit Auber)

The comet

Vo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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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Frederick Niecks
156) Georg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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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드와 만나게 된 사연은 『쇼팽의 연애 이야기』라는 저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야회에서 쇼팽은「창기병의 이별」을 즉흥적으로 작곡해서 연주했는데 그때 상
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상드는 쇼팽보다 여섯 살이나 위이고, 그에게는 이미 두 아이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열적인 상드는 어느덧 나이 어리고 병약해진 쇼팽에게 여성인 지배의 힘을
기울여 그들은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쇼팽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서 1838년 가을에는 하는 수 없이 상드의 자식과 같이 스
페인 남쪽에 있는 마요르카[Mallorca] 섬으로 요양 차 떠나게 되었다.
마요르카의 생활은 그다지 행복스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상드는『마요르카의 겨울』
이라는 저서에서 그때의 일을 풍부한 색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1840년에서 47년에 이르는 쇼팽의 만년에는 점차 병이 더 심해가고 조르주 상드는
항상 상냥하게 그를 간호해주었다. 그러나 쇼팽은 많은 작곡을 했으며, 프란츠 리스트
와 또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157)와도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1847년 드디어 쇼팽은 상드와 헤어졌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드의 아들 부부와
서로 맞지 않았다든가, 혹은 상드의 저서가 문제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
만 요컨대 10년 가까이 같이 지낸 애인들끼리니까 처음과 같은 열정은 점점 식어갔을
것이고, 한편 상드는 쇼팽의 생애에서 정숙한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도 예술가적 기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후의 애인하고도 이별한 쇼팽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1849년 10월 17일. 오전 3시 쇼팽은 39세를 일기로 그 파란 많은 천재 예술가의 생애
를 조용히 마쳤다.
투르게네프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유럽에는 약 50명의 귀부인들이 서로 쇼팽을 자
기 팔에 안겨 죽기를 원했다고 하지만, 쇼팽은 굳도망에게 안겨서 죽었던 것이다.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쇼팽은 39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술의 세계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웠던 것이다.
그는 가장 독특한 작곡가였고 가장 독특한 음악가였다.
그는 피아노의 음색을 영(靈)의 세계에까지 끌어 올렸던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음향(音響)으로 쓴 아름다운 시이며, 음향으로 묘사된 고고(孤高)한 그
의 넋을 표현한 것이었다.
인간의 의무란…… 명백하고 간단하며, 단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한 가지는 누구나 느껴야 하는 신에 대한 의무감이며,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존
중하여 남에게 원하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 페인>158)
157) Eugène Delacroix
158) Thomas P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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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最大) 최고(最古)의 지휘자(指揮者) ‘토스카니니’
음악(音樂)과 더불어 살고 죽은 철저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신봉자(信奉者)

금세기 최대의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159)는 이탈리아에서 나서 수년 전 1957년
1월 16일에 90세를 2개월 앞두고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다.
토스카니니는 9살 때 파르마 음악원에 입학 18살에 첼로, 피아노 작곡과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극단의 첼로연주자가 되었다. 토스카니니가 지휘봉을 들고 처음 지휘한 것은
나이 19세 때였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886년 토스카니니가 속해 있던 악단은 남아메리카를 순회
공연하고 있었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예약 중이던 브라질의 지휘자와 이탈리아 사
람 지휘자 두 사람이 청중과 가수들에게까지 인기를 잃고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전 악단
의 의견을 따라 토스카니니가 지휘하게 되었던 것 이다.
바로 그때 연주한 곡목은 오페라 「아이다」인데 많은 연주자들의 놀란 시선을 받고
조용히 지휘대에 올라 먼저 악보를 덮어 버리고 전주곡을 시작해서 끝까지 무난히 연주
했던 것이다.
그 후 1886년 토리노에서 오페라 「에도메아」160)를 지휘함으로써 모국에서도 첫 데뷔
를 했던 것이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서 1896년까지에는 「팔리아치」161), 「라보엠」등
의 명곡을 세계에서 최초로 연주했다.
1898년에는 밀라노의 유명한 스칼라좌162)의 상임 지휘자가 되어 7년 동안에 스칼라
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인 지휘자로서 독일, 프랑스 둥지에서 오페라를 지휘했으며, 제1
차 대전 이후에는 그 자신이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북아메리카 각지를 순회공연을 했다.
그리고 1928년에는 뉴욕 필하모니, 팔레스티나 오케스트라163), 북유럽 등 각국의 교
향악단을 지휘했다.
1936년 그는 악계에서 은퇴하려고 했으나, 마침 아메리카의 NBC 방송회사가 그를
위해서 교향악단을 조직하고, 유명한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초빙했다.
그 후 17년 동안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해마다 16회 이상이
나 정기 연주회를 갖게 되었으며, 쉴 새 없이 맹렬한 연습을 거듭해서 드디어 NBC를 세
계 최고의 음악 단체 가운데 하나로 발전시켰다.
토스카니니는 천재라는 말이 자기에게 씌워질 때마다 매우 싫어했으며, 또 자기 멋대
로 곡을 해석해서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고 한다.

159)
160)
161)
162)
163)

Arturo Toscanini; 1867-1957
Edmea
Pagliacci
La Scala
Palestine Orchestra.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Israel Philharmonic Orchestra)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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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곡가들이 요구하는 감정에 따라 악보대로 곡을 읽어나갈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작곡가들은 많은 지휘자들에게 좀처럼 주지 않았던 좋은 기회를 그에게만
주었던 것이다.
토스카니니는 사상적으로 보아 철저한 민주주의 신봉자였다. 그는 무솔리니의 파시
스트 치하에서도 음악을 지휘한 일이 있었지만, 파쇼를 증오하던 그는 파시스트 당가
의 연주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그의 조국을 떠났던 것이다.
또한 그는 히틀러의 나치스를 대단히 싫어해서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서의 연주를 거절했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연주를 했을 때는 노여움을 참지 못했고,
악단원들에게 심한 잔소리도 하며, 때로는 지휘봉을 떨어뜨리는 일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의 노여움이나 연주할 때의 신경질은 결코 개인감정이 아니고 어디까지 음
악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가끔 지휘대에 다른 지휘자를 초빙해서 지휘를 맡기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불만이었다.
토스카니니가 다시 지휘대로 돌아오면 단원들은 비로소 지금까지 다른 지휘자에 의
해서 연주된 방송이 토스카니니에게 못마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원들이 그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연주를 할 때까지 언제나 맹렬한 연습을 시
켰다.
그러는 동안에 점점 늙어갔으나, 그의 정력은 쇠약할 줄을 몰랐으며, 생일날에도 연
주회나 연주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겸손했던 그는 한평생 명예직이나 명예 칭호
를 받지 않았다.
1950년 봄 NBC 교향악단과 더불어 순회공연을 했을 당시, 텍사스 주 지사가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려고 했으나, 그는 단원 한 사람을 시켜 “나의 조국 이탈리아에서 상원
의원의 자리를 거절했으니 텍사스의 명예 시민증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음악 이외에는 다른 시간을 가지지 않았고, 음악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회
생했다. 그러므로 음악은 그에게 하나의 우상이었던 것이다. 그는 비상한 기억력과 특
별한 청각을 가지고 있었다.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휘하고 있을 때 여러 바이올린 가운데 한 사람이
틀린 음정을 내자 그는 큰 소리로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주의시켰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바이올린 연주자는 자기 악보를 보이며,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토스카니니는 즉석에서 오페라도서관에 사람을 보내 다른 악보를 가져와 보게 했다.
그때야 비로소 바이올린 연주자는 자기가 몇 년 동안 틀린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잘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토스카니니는 1954년 4월 4일 카네기 홀에서 바그너의 프로를 가지고 그의 최종의
연주를 장식했다.
그의 조국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도 그를 이용하지 못하고, 히틀러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토스카니니가 다가오는 나이라는 불가항력의 적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시력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비상한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 일생동안에 걸쳐

164) Andrew Carne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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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악보들을 암기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청중들은 무지하게도 다른 지휘자
들도 토스카니니처럼 악보 없이 지휘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휘자들 간에는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하는 것이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는 시력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감퇴해서 가끔 지휘하다가 곤란을
겪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생애를 통한 찬란한 성공에 비해 그러한 사실쯤은 문제도 되지 않은 것이다.
음악평론가의 한 사람인 AP 통신사 문화부장 로저스 씨는 토스카니니를 추모하는
글 가운데에서 토스카니니는 금강석 같은 직업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NBC 스튜디오나 카네기 홀에는 누구나 쉽사리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두 군데를
20년간이나 지배한 토스카니니와 인터뷰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었다.
수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보기 위해 토스카니니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두운 틈
을 타서 기둥 뒤에 숨어야만 했다.
나는 20년 동안에 꼭 한 번 토스카니니와 악수한 기억이 있다. 1952년 12월 크리스
마스 전날 밤 막 연주를 마치고 나온 그를 만났을 때, 나와 악수를 하는 그의 눈에는 눈
물이 고여 있었다. 인간은 그를 울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음악만이 그를 울릴 수 있었
다.”고 했다.
이 추모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대단히 엄격하면서도 소녀같이 부드러운 심정을
지닌 예술가였다.
작곡에 충실해서 연주하는 그의 음악은 악곡 속에 잠재해 있는 가장 음악적인 요소
를 남김없이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정확한 템포라든가 음 구성의 명료성 등은 그의 예술가로서 뛰어난 소질의 표
현이라 하겠다. 그가 지휘한 음악만도 현재 90여 곡이 미국의 저명한 레코드 회사를
통해 녹음되어 남아 있다.
그는 음악 예술에 불멸의 금자탑을 남기고 간 것이다.

머릿속에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고, 가볍게 손발을 놀릴 것이 중요한
일이다.
<카네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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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紙上) 오페라 감상(鑑賞) ②>

‘음유시인’(吟遊詩人)이라고 번역되고도 있다.

일 트로바토레 (전(全) 4막(幕))

제1막 결정편(決鬪篇)

(IL Trovatore)

주세페 베르디 작곡(作曲)
GIUSEPPE VERDI(1831~1901)
나오는 사람
만리코 Manrico (음유악인(吟遊樂人) 비스카리아 왕국의
젊은 기사(騎士))
테너
래오노라 Leonora (아라곤 왕국의 귀부인)
소프라노
루나 백작 Il Count di Luna (아라곤 왕국의 귀족)
바리톤
페르란도 Ferrando (루나 백작의 노(老) 호위장(護衛長)
바리톤
아추체나 Azucena (집시 여인)
메조 소프라노
이네스 Ines (레오노라의 시녀)
소프라노
루이즈 Ruiz (만리코의 부하병(部下兵))
테너
가사(歌詞): 살바토레 카마라노(Salvadore Cammarano)
장소: 스페인의 아라곤(Aragon)과 비스카야(Vizcaya)
때: 15세기
초연(初演): 1853년 1월 19일, 로마 아폴로 극장(Teatro Apollo)
원어(原語): 이탈리아어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는 베르디의 열일곱 번째 작품으로, 그의 장년기라고 불리
는 1851년과 53년 사이에 작곡된 것이다. 이는 복잡한 내용으로 오페라화하기 곤란
한 원작 스페인 작가 구티에레즈 (Antonio García Gutiérrez)의 「엘 트로바도르」(El
trovador 1836))를 대본(臺本)으로 삼았는데, 이 까다로운 것을 가지고도 베르디는 전
작품인 「리골레토」[Rigoletto]에서와 같은 성격적 음악을 쓰지도 않고 구태의연한 가극
의 형태를 지닌 오페라로 만들었다.
작품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극적 박력은 베르디 특유의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아름답
고 힘 있는 음악은 다른 어떠한 작품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와 함께 장년기의 3대 걸작의 하나로서 「트로바토레」는
베르디의 위대한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 작품이다.
※ 「트로바토레」라는 말은 15세기 경 왕후, 귀족, 무인들이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닦
으면서 홀로 여러 나라를 편력(遍歷)165)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불린 말로

1장 <알리아페리아[Aljafería] 궁전 루나 백작의 사실(私室) 입구>
병사들이 야간경비를 하고 시종(侍從)들은 문밖에서 백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
성거리고 있다. 페르란도 호위장이 등장, 백작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니까 졸지 말고
잘 경비를 하라고 주의를 시킨다.
시종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페르란도는 요즘 새로운 백작의 연적(戀敵)이 나
타나 백작께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 졸음에 사로잡힌 시종들에
게 그다지 큰 흥미를 주지 못한다.
시종들은 도리어 백작의 아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조른다. 시종들과 병사들
이 페르란도에게 모여들자 늙은 호위장은 “선대(先代)의 백작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
데…….”(Di due figli vivea padre beato)하고 얘기를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오페라에
나오는 사건 이전의 일들을 알려준다.
“옛날 백작의 선친에게는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집시 노파가
방에 들어와 어린애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유모가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시
종(侍從)들이 달려와 그 노파를 붙잡아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집시 노파는 그 아이를 축
복해 주기 위해 자기가 들어간 것이라고 붙잡혀 가면서도 극구 변명했다. 그러나 그때
집시의 수상한 행동은 필경 주문으로 이 아이를 해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 분형(焚刑)
[화형]에 처했었는데, 그것을 본 노파의 딸이 그의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고 백작의 한
아들을 유괴해서 그의 어머니가 타 죽은 그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고 한다. 몸서리칠 정
도로 지독한 이러한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뒤에 다 타버린 어린아이의
뼈가 그 재(회(灰)) 속에서 나왔었다는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비탄에 쌓인 백작은 죽는 순간까지 아들이 정말 죽은 것인지 살아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남은 아들(지금의 루나 백작)
에게 필생을 두고 잃어버린 아우를 찾아보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 그 집시의 유령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서 이 성안에 나타나곤 하며 얼마 전 그때 그
집시 노파를 화형에 처한 기둥 옆을 지나가던 한 시녀가 시계가 밤 열두 시를 알리는 종
을 치자 올빼미 모양을 한 유령이 나타난 것을 보고 미쳐서 죽은 일이 있었다.”고 페르
란도는 무슨 예언이라도 하는 듯한 어조로 얘기한다, 이때 한밤중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유령으로 나타나는 그 마녀를 저주하고 각자 제자리로
돌아간다. 막이 내린다.
2장 <알리아페리아」궁(宮)외 정원(庭園)>
레오노라가 이네스를 데리고 정원을 거닐고 있다. 이네스가 왕비께서 기다리실 거라
고 일깨워주나 레오노라는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어쩐지 신비스럽게만 보이는 기사(騎

165) 원문의 偏歴은 遍歷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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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 생각에 잠겨 있다. 이네스에게 레오노라는 그 기사를 만난 얘기를 해준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어전투기(御前鬪技)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는 갑옷에다 아무튼 문장(紋章)도
없는 방패를 들고 있었고, 경기에 참가한 상대자를 모두 물리치고 이겨 내 손으로 승리
의 관(冠)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고…….
또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그가 나타났을 때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레
오노라의 아리아『고요히 밤은 밝아오고』(Tacea la notte placida). 이어서 지금 유흥악
인(遊興樂人)으로 돌아다니는 그가 밤이면 밤마다 내 창에 와 타오르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얘기를 하며, 격정의 음조로“그를 사랑한다.”고 노래한다. 이어 이네스가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에 찬 말로 노래한다. 종절(終節)에서 두 음
성이 합해지면서 궁전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루나 백작이 그들의 그림자를 따라 등장, 레오노라의 창 아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
다. 백작이 막 궁전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려는 순간 어디선지 하프 소리가 들린다. 백
작은 그것이 유흥낙인의 짓임을 알고는 몹시 불쾌해한다. 만리코가 부르는 짤막하면
서도 서정적인 사랑의 노래 (『지상(地上)에 홀로 버림받은 몸』Deserto sulla terra)가 들
린다. 만리코가 온 것을 안 레오노라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온다. 계단에서 잠시 서서 어
둠에 싸인 정원 속을 조심스레 살핀다. 옷깃에 얼굴이 가려진 채 서 있는 백작을 발견
한 레오노라는 그가 만리코인 줄 알고 뛰어가 그의 품에 안긴다. 그 순간 “못 믿을 것
들!”(Infida!) 하는 만리코의 화난 음성이 들리고“그 목소리!”(Qual voce!)라고 헐떡이며
말하는 레오노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한줄기 달빛이 그 앞에 버티고 선 가면의 기사를
비춘다. 격렬한 삼중창(三重唱). 백작에게서 물러선 레오노라는 만리코 앞에 무릎을 꿇
고 혼란스럽고도 절망적인 심정으로“당신을 사랑하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 달라.”고
애원한다. 만리코는 점잖은 말로 그를 타이르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백작이 난데없이
뛰어든 사랑의 적에게 신분이 무어냐고 따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만리코는 얼굴
의 가면을 벗는다. 그가 비스카리아 국왕의 시종 기사임을 안 백작은 함부로 국경을 침
범해 들어온 무례한 행위에 더욱 분해한다. 만리코는 “빨리 부하 병사를 불러 나를 잡아
가라.”고 냉정한 말투로 루나를 힐난하며 도전한다.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는 레오노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나는 ‘완전히 질투심에 사로잡혀…….’(Di geloso
amor sprezzato) 레오노라를 속인 죄로 만리코의 목숨을 빼앗겠노라고 맹세한다. 만리
코가 이에 계속해 도전하자 레오노라는 자기도 사랑을 위해서는 죽음이라도 불사하겠
다고 한다. 삼중창이 클라이막스에 달하자, 두 사람은 서로 칼을 뽑아 결투를 하기 시
작한다. 레오노라가 기절을 한다. 막이 내린다.

제2막 (집시편(篇))

1장 <비스카리아 산기슭의 집시 부락>
모닥불 앞에 집시 노파 아추체나가 앉아 있고 그 옆 침상에는 만리코가 갑옷을 뒤집
어쓴 채 손에 든 칼을 심각히 들여다보고 있다. 동이 터오자 집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 남자들은 각기 대장간으로 가 집시의 합창 ‘Anvil chorus; Vedi le fosche notturne’
에 맞추어 큰 망치를 두들긴다. 잠시 두들기던 망치 소리가 그치고 집시 여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한다. 합창은 더욱 술과 여자와 집시의 태평스런 생활을 찬미하는 노래로
활기를 띤다.
아추체나의 아리아 ‘무럭무럭 타오르는…….’(tride la vampa). 여기서 그의 어머니가
화형 당하던 그 무서운 기억에 사로잡혀 아추체나는 당시의 처참한 광경과 군중들의
조롱소리에 뒤섞여 들리던 고통의 소리가 어떠했는가를 노래한다. 주위의 집시들이 아
추체나룰 위로한다. 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아추체나는 그의 아들 만리코를 돌
아보고“복수하라!”(Mi vendrica)고 엄중히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만리코는 무슨 영문인
지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한 집시가 그의 동료들에게 이웃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
자고 하자 그들은 『안빌 코러스』를 노래하며 퇴장. 만리코가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고
아추체나를 조른다.
침울한 표정을 하면서 아추체나는 자세한 얘기를 한다. 잔인한 병졸들에 이끌려 화
형장으로 가던 그의 어머니 옆으로 그는 공연히 가까이 가려 했었다고 하며 화형에 처
해지던 그때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최후의 한마디 “복수하라!”
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아야겠다
고 결심하고 백작의 아들을 유괴하여 그도 또한 화형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 울부짖음
과 아무것도 모르고 가슴속에서 잠자는 어린애의 얼굴을 들여다 볼 때면 불쌍하고 가
련한 마음이 문득 문득 났지만, 화염 속에서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 그의 어머니의 환
상이 나타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한 마음이 괴로웠다고 긴장한 음조(音調)로
아추체나가 노래한다. 점차 거친 크레센도(crescendo)166)로 올라가며, 아추체나는 그
가 어린애를 불 속으로 집어 던질 때는 완전히 미쳐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 뒤 정신이 들고 보니 불 속에 희생된 것은 그 자신의 아이였다고 얘기를 잇는다. 분
노와 실망으로 마치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 생각에 잠긴 비탄의 음조로 아추체나
의 목소리가 작아져 간다.
이 무서운 얘기를 듣고 만리코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은 누구의 아들인가 생각
해본다. 지금의 얘기로 아추체나가 자기의 아이를 회생시켰다고 했으니, 자기가 아추체
나의 아들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고 만리코가
묻자 아추체나는 흥분해서“내 아들”이라고 하며,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랑을 바쳤다.”
고 한다. 지난날 페릴라의 격전[battle of Pelilla]에서 반사반생(半死半生)의 상태에 놓인
그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내 오늘날까지 길렀었다고 하며, 내 아들과 다름없다고 주
장한다. 생각하면 그때 만리코는 이상한 것을 경험했다. 그의 동료 중 유일한 생존자인
자기가 루나 백작을 만나고서도 어떻게 죽이지 못했던가 하는 일이다. 이중창(二重唱)
에서 아추체나는 레오노라를 사이에 둔 결투에서 왜 루나를 살려 두었느냐고 묻는다.
만리코는 그때 어떤 이상야릇한 충동이 루나의 목을 향한 그의 칼을 제지했다고 대답
하며, 야릇한 표정으로 루나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을 때 어디선지 “죽이지 마라!”는 이
166) ‘점점 세게’ 반대는 데크레센도(decrescendo: 점점 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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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노래한다. 복수심에 얼굴이 상기되면서 아추체나는 기회가 다
시 오면 그땐 주저하지 말고 용서 없이 처치하라고 한다. 다시 만나게 되면 주저 없이 그
를 죽이겠노라고 만리코가 맹세하면서 이중창이 혼성된다.
멀리서 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만리코가 이에 응답의 소리를 한다. 잠시 후 전령
(傳令)이 등장 상관으로부터의 편지를 전한다. 적의 성 카스텔로167)의 점령 소식과 만리
코를 그 총지휘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거기에는 만리코가 죽었다는 오보(誤
報)를 들은 레오노라가 바로 오늘 속세를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이에 매우 놀라 만리코는 곧 떠나야겠다고 아추체나에게 말한다. 아추체나는 그를
가지 못하게 타이르나 레오노라로부터 나를 아무도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만리코는 어머니의 애원도 물리치고 떠나려 한다. 대화는 매우 극적이며 힘찬 이중창으
로 끝난다. 끝내 추체나의 만류도 뿌리치고 만리코가 달려가며 퇴장하자 막이 내린다.
2장 <카스텔로 성(城) 근처의 수도원 밖>
황혼이 깃들 무렵, 레오노라를 납치해내려고 루나 백작과 페르란도 그리고 그의 부
하들이 몰래 접근해 오고 있다. 루나 백작은 레오노라에 대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강
제로라도 그녀를 수도원으로부터 납치해내려는 최후의 기도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페
르란도에게 말한다. 루나의 아리아 ‘그대 웃음 짓는 아름다움이여’(Il balen del suo
sorriso).
백작의 노래가 끝나자 종소리가 들린다. 페르란도는 레오노라의 입도의식(入道儀式)
을 알리는 신호라고 설명한다. 루나는 입도(入道)의 서약(誓約)을 하기 전 레오노라를
납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페르란도와 그의 부하들을 숲속에 숨어있으라고 한다. 조용
한 합창으로 그들이 모두 숨었다는 것을 알린다. 열렬한 루나의 아리아 ‘나에게는 숙명
적인 것’(Per me ora fatale). 여기서 레오노라를 차지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다시금 밝힌
다.
수도원 안에서 레오노라의 입도(入道)에 관해 얘기하는 수녀들의 합창이 들린다. 레
오노라가 이네스와 시녀들과 함께 등장. 이네스가 이별을 슬퍼하고, 레오노라는 그를
타이르며 위로해 준다. 짤막하면서도 고상한 이중창. 레오노라는 이젠 하나님에게만 의
지할 뿐이라고 하자, 갑자기 백작이 앞으로 튀어 나오 며 레오노라는 이미 결혼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고 외친다. 레오노라와 다른 시녀들이 놀란 가운데 소리치자 만리코가
등장한다. 종곡(終曲)의 이중창 ‘믿어야 좋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E Deggio E Posso
Crederlo?). 만리코가 내 앞에 설 줄은 믿지 못했노라고 노래하며 레오노라는 달려가 만
리코의 팔에 안긴다.
이 이중창이 2막(幕)에서 가장 웅장한 합창을 인도한다. 점차 노랫소리가 높아가자
만리코와 루나는 서로 증오에 찬 욕설을 퍼부으며 싸울 준비를 한다. 수녀들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레오노라를 구하기 위해 만리코를 보냈다고 노래한다. 페르란도와 루나의

부하들이 만리코에게 다가오자 루이즈와 만리코의 부하가 뛰어 들어와 맹렬한 결전이
벌어진다. 만리코는 레오노라 곁에서 싸우고 있다. 수녀들이 수도원 안으로 피해 들어
가고 합창은 웅장한 크레센도로 올라가자 막이 내린다.

제3막 (집시 아들 편(篇))

1장 <루나 백작 진영(陣營)〉
한쪽으로 그의 막사(幕舍)가 보이고 배경에는 만리코가 레오노라와 함께 가있는 카
스텔로 성벽이 보인다. 병사들이 바쁘게 공격준비를 하고 있다. 카스텔로 성을 점령하
면 거기엔 많은 노획물이 있을 것이라고 페르란도가 말하자 병사들은 활발한 합창을
통해 사기왕성하게 전투에 임할 것과 영광스런 승리를 거둘 것을 노래한다. 공격을 시
작하면서 그들의 합창소리는 멀리 사라져 간다. 루나 백작이 등장. 카스텔로 성을 바
라본다. 레오노라가 만리코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쓴 표정을 짓는
다. 화가 치밀어 오른 백작은 꼭 복수하고야 만다고 다시금 결심하고 정열이 넘쳐흐르
는 음성으로 레오노라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한다. 페르란도가 달려 들어와 막사 주위
에 배회하는 집시여인을 체포했다고 보고하며 스파이 같았다고 한다. 병사들이 아추체
나를 끌고 들어오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집시 노파에게 마구 욕을 퍼붓는다. 백작
은 결박을 풀게 하고는 그에게 묻기 시작한다.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아추체나는 집시 모
양을 취하면서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이라고 대답하다. 끝에 가서 비스카
리아라고 하자 백작과 페르란도는 깜짝 놀란다. 아추체나는 비스카리아에서 아들과 함
께 지내던 옛 생활을 회상하며 그 아들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종적을 감추어 지금껏 그를 찾아 팔방으로 헤매고 있던 참이라고 계
속 말한다. 그의 곁에 붙어 서서 페르란도는 노파의 표정이 보면 볼수록 변해가고 있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노파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백작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는 옛날 얘기를 물어본다. 약 15여 년 전 귀족의 아들을 유괴하여 비스카리아 산
기슭으로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 없느냐고 백작이 묻자, 아추체나는 깜짝 놀라
며 내 아들이 그 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는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우가 된
다고 하며 계속해서 백작이 묻자 아추체나는 그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뗀다.
이 노파가 당황하는 것을 눈치 챈 페르란도는 백작의 아이를 유괴하여 불 속으로 집어
넣은 마녀가 바로 이 집시 노파라고 단정한다. 이에 분노한 백작은 병사를 불러 그녀를
체포하라고 명한다.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끝에 아추체나는 “오 ! 내 아들 만
리코여!”(O Manrico, o figlio mio) 하자, 루나 백작은 사랑의 원수인 만리코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것을 한편 기뻐한다.
아추체나는 미친 듯이 날뛰며 루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중얼댄다. 아추체나, 루나, 페르란도, 경비병의 협중창(協重唱). 계속해 아추체나가 백작
을 저주하자 그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페르란도와 경비병들은 지옥 불에 떨어지라고
노파를 저주한다. 끝의 협중창에서 경비병이 아추체나를 끌고 나가고, 막이 내린다.

167) Castle Castel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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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카스텔로 성 안의 방>
뒤에는 발코니가 있고 배경에는 루나 백작 진영의 막사가 보인다. 레오노라와 만리
코의 결혼식 날로 정한 날이다. 레오노라는 루나 군대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걱정해한
다. 만리코의 아리아 ‘어떻든 나는 당신의 것’(Ah sì, ben mio, coll'essere)으로써 만리
코가 레오노라를 안심시킨다. 비록 전장(戰場)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서라도 레
오노라를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한다. 성당의 오르간 소리가 들려온다. 짤막하면서도 감
명적인 레오노라와 만리코의 이중창(Londa de suoni mistici)으로서 서로의 영원한 사
랑을 맹세한다.
루이즈가 등장, 루나의 진영을 보라고 한다. 집시 여인이 쇠고랑에 채워진 채 화형장
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하자, 만리코는 부들부들 떨며 바로 나의 어머니라고 레오노
라에게 일러준다. 정신을 차려 만리코는 루이즈에게 공격준비를 명한다. 루이즈가 나가
자 만리코의 유명한 아리아 ‘또 타오르는가, 이 불길’(Di quella pira l'orrendo foco)이
시작된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아리아이다.) 어머니를 구출해야 된다고 맹
세한다. 지금 와서 어머니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며 레오노라에게 이별을 고한다. 레
오노라는 이 이별을 슬퍼하며 노래한다. 루이즈와 그 부하가 들어와 전투준비를 완료
했다고 보고한다. 합창으로 그들은 만리코를 따라 싸워 그의 어머니를 구출할 것을 약
속하고 힘차게 노래한다. 나팔소리가 나자 일제히 만리코와 그의 들이 달려 나간다. 막
이 내린다.

제4막 (고문편(拷問篇))

1장 <알리아페리아 궁성(宮城)의 익면(翼面)〉
한쪽에 불운한 만리코가 갇혀 있는 옥탑(獄塔)이 보인다. 밤. 만리코가 그의 어머니를
구출하려던 기도(企圖)가 실패로 돌아가자 아추체나와 함께 이 옥탑에 갇히게 된 것이
다. 만리코와 그의 부하들이 루나 군에게 패배당했을 뿐만 아니라 카스텔로 성도 강습
을 받아 점령당했다. 요행히 레오노라와 루이즈는 산속으로 안전하게 피신했다. 그러나
레오노라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만리코를 구출해내기 위하여 알리아페리아로 되돌아
왔다.
막이 오르자 레오노라와 루이즈는 옷깃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레 궁성으로 다가
간다, 거기서 레오노라는 루이즈를 보낸다. 레오노라는 오른손에 끼고 있는 독약이 든
반지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이 반지만이 나를 해치려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나를 보호
해 줄 것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는 눈을 떠 탑을 쳐다보며 그 안에 갇혀있는 연
인의 생각에 잠긴다. 열정적인 레오노라의 아리아 ‘사랑을 장밋빛 나래에 실어’(D'amor
sull'ali roseead)에서 사랑에 찬 이 마음을 만리코만은 알리라고 노래한다.
노래가 끝나자 불길하게 종소리가 들린다. 승려들의 명복을 비는 노래 「미세레」가 성
안에서 들려온다. 부드럽게 울리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따라 레오노라는 공포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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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흐느끼며 노래한다. 그때 옥탑으로부터 만리코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가
들린다. 래오노라는 다시 슬픔에 잠긴다. (계속되는 레오노라의 카발레타168)는 보통 생
략함)
루나가 그의 시종과 함께 등장. 레오노라는 잠시 몸을 숨긴다. 루나가 만리코를 사형
시키고 그의 어머니 아추체나를 불태울 장소를 지시한다. 시종들이 퇴장하자 루나는 레
오노라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고 비탄해한다.
그러자 레오노라의 그림자가 비취면서 루나 앞에 와 마주 선다. 뒤따라 힘찬 음악의
대화가 시작된다. 만리코의 생명을 구하려 애원하는 레오노라에게 루나는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거부한다. 레오노라가 그 앞에 바짝 다가가 무릎을 꿇을 때 루나 백작은 그
의 유일한 욕망이 사랑의 원수인 만리코를 어떻게 하여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할까 하
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말에 반쯤 미치다시피 한 레오노라는 만일 만리코를 놔 준다
면 자기는 백작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만리코에게 가서 백작께서 그를 용서하여 놔 주
었다는 것을 얘기만 해달라고 한다.
백작이 대답하려 할 때 시종들이 들어온다, 루나가 시종에게 고개를 돌려 무슨 말
을 하려 할 때 레오노라는 손에 낀 반지를 입으로 가져가 보석 밑에 넣어둔 독약을 입
에 털어 넣는다. 그러고는 낮은 음성으로 결국 “루나는 싸늘히 식은 생명 없는 이 몸뚱
이를 요구한 것이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루나 백작이 만리코를 용서한다고 말
하며 레오노라에게로 돌아서자, 레오노라는 미친 듯이 기뻐 날뛰며 ‘아름답도다. 이 기
쁨!’(Vivrà! contende il giubilo) 하고 노래한다. 레오노라의 기쁨이 자기 때문이라고 착
각한 루나는 승리감에 가득 차 내가 원하던 것은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고 노래한다. 두
음향이 이 장면의 클라이맥스인 광희(狂喜)의 구절에서 혼성(混聲)된다. 레오노라와 루
나가 옥탑(獄塔)으로 달려 나가자 막이 내린다.
2장 <옥탑(獄塔)의 감방(監房)>
어두컴컴한 방구석의 거적 위에 아추체나는 만리코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 서로
위로한다. 아추체나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튼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오케스
트라에 의해 그의 아리아 ‘무럭무럭 타오르는…….’(Stride la vampa!)이 연주되자, 아추
체나는 그의 어머니가 몹시 괴로워하며 죽어가던 당시의 생각에 사로잡혀 놀라 벌떡 자
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몸을 만리코의 팔에 의지하며 안긴다. 만리코가 그를 위로하며
한숨 자라고 권한다. 아추체나는 애조(哀調)된 음성으로 ‘우리들의 산(山), 우리들의 집’
으로 널리 알려진 Ai nostri monti ritorneremo를 노래한다. 그들의 고향인 산으로 돌
아가 행복하게 살 것을 서로 머릿속에 그리며, 만리코가 아추체나 곁에 무릎을 꿇고 앉
자 아추체나는 잠이 든다. 조용히 음악 소리도 작아져 간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며 레오노라가 들어선다. 기쁨과 감격으로
168) Cabaletta.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두 개의 아리아가 크게 유행했다.
보통 처음 것은 카바티나 (Cavatina), 그리고 나중 것은 카발레타라고 부르는데, 카바티나는 서정적
이고 감상적이며 느린 편인데 반해, 카발레타는 간결하고 단순하며 빠르고 화려하거나 격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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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부둥켜안는다. 만리코의 가슴에서 슬그머니 몸을 빼내며 레오노라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미친 듯이 만리코를 재촉한다. 그러나 만리코는 그와 함께가 아니라면 가지
않겠노라고 하며 레오노라의 중심을 잃고 동요하는 행동을 의심쩍게 생각하고, 나를
놔주게 한 대가가 무어냐고 한다. 대답하기 전 레오노라는 백작과 좋지 않은 계약을 맺
고만 자신을 마음속으로 꾸짖는다. 레오노라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만리코는 배반했
다고 맹렬히 비난한다. 아추체나가 이때 자면서 우리의 정든 산,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고 꿈속에서 노래하자 만리코의 화난 음성과 함께 혼성(混聲)된다.
독약의 기운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자 레오노라가 만리코 앞에 기절해 넘어진다. 화가
치밀어 올라 분간하지 못 하는 만리코는 빨리 나가라고 소릴 지르다, 레오노라의 안색
이 달라짐을 알아차리고서야 레오노라를 두 팔에 안으며 어찌 된 영문인지를 얘기하라
고 애원한다. 레오노라가 겨우 입을 열어 독약 을 먹었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다. 뉘우침과 슬픔이 뒤섞인 쓰라린 마음으로 만리코는 그에게 용서를 빈다.
루나 백작이 등장, 만리코의 팔에 안긴 레오노라를 보자 화가나 소릴 지른다. 레오노
라가 만리코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만리코는 용서해줄 것을 가슴 찢어지게 애원한다.
루나는 끝까지 자기를 속인 데 대해 복수하고야 말겠노라고 한다. 마지막 인사말 한마
디를 남기고 레오노라는 사랑하는 만리코의 팔에 안긴 채 숨을 거두고 만다.
갑자기 루나 백작이 만리코를 처형하라고 부하 병사에게 명한다. “아! 어머님 안
녕…….”(Ah, madre addio) 하는 만리코의 마지막 인사말에 잠이 깬 아추체나는 어리둥
절한 가운데 비틀거리며 문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름을 부른다. 잔인한 승리의 기쁨을
빙그레 웃으며 만리코는 처형되었다고 말하자, 아추체나는 백작에게 비로소 무서운 비
밀을, 즉 만리코가 백작의 아우라는 것(Egli era tuo fratello!)을 밝힌다.
그러곤 의기양양해서 우리 어머니는 끝내 복수를 하고야 말았다고 부르짖고는 의
식을 잃는다. 루나 백작은 공포와 실망으로 정신을 잃고 멍하게 서 있다. 막이 내린다.
(끝)

<창작(創作)>

천직(天職)

박영준(朴榮濬)

남편 없이 혼자서 자식 넷을 길러야 하는 만큼 을순의 머리에선 잠시도 떠나지 않
는 것은 오직 돈 걱정뿐이었다.
직업이 조산원이고 또 수입이 조산료 이외에 달리 없으니, 누구보다도 조산료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을순의 본심이다. 더구나 인근에 을순이 말
고도 조산원이 두 명이나 있으니 애를 날 사람이 많이 걸려야 한 달에 네댓이 고작이
다. 협정가격 만 환 씩을 받는다고 해도 한 달 수입이 사오만 환밖에 안 된다. 매달
그만큼씩 수입이 있다 해도 대학에 다니는 맏아들을 비롯해 고등, 중등, 국민 차례차
례로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 내기가 힘든 판이다. 그러나 자
기 욕심이 그렇다고 해서 조산료를 협정가격대로나 그보다 더 받을 수만은 없었다.
해산하는 사람이 한 달에 넷 된다고 해도 그중에서 제집을 쓰고 사는 사람이 한둘
이 안 된다. 대부분이 셋방 살림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해산하게 되었으니 조산원
을 대겠다고 미리부터 의논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혼자서 해산을 하
다가 정말로 힘이 들어 할 수 없이 조산원을 부르는 사람뿐이었다. 그러니 조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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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난 뒤 남편이 수입 없는 관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또는 막벌이 장사꾼이라도
사정을 할 때면 만 환은 고사하고 오천 환이라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눈으로

하는 것이었다. 을순은 못 보았을 리가 없었지만, 경황 중에 기억이 희미해졌던지
애의 이불을 들쳐보고 나서야 둘 다 계집애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보아도 그 이상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집이 많았다. 낼 수 없는 사람보고 억지를 써봤

을순의 말을 듣자 애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변해지며

자 결국은 돈도 못 받고 인심만 잃게 될 것 같아서 주는 대로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걸 쌍둥이까지 낳…….”

그래서 을순에게는 가난한 사람만이 찾아오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만은 집도 커다란 집을 쓰고 사는 사람이 부르러 왔다. 을순은 대문을

“딸은 어떤가요, 선생님두…….”

들어서면서 부터 이번만은 만 환 쯤 받으려니 생각을 했다.

을순은 위로하듯이 말했지만,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쌍둥이씩 딸만

살림 차림도 근사했다.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우선 산모를 진찰하고 아
직 몇 시간 있어야 해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과일에 커피가 나왔다.
그리고 계란까지 깨주는 것이었다. 조산을 하기 힘들 때 힘을 돋우라는 것이었다.
을순은 조산원이 힘들어 할 것까지 생각해줄 줄 아는 집이니까 청구를 하지 않아
도 만 환 이상 주리라고 생각했다. 몸에서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을순은 꿍꿍 않고
있는 산모의 몸을 가만히 쓸어주며 어린 딸을 달래듯 산모를 달래기도 했다. 산모의
진통이 잦아지자 을순은 산모가 힘을 쓰게 하노라고 손을 홍문 근처에 대고 힘껏 밀

낳았다고 해서 조산료를 적게 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딸을 난 사람이면 누구나
아들이기나 했더라면 좀 더 생각해 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을순은 난산인데다가 돈 있는 집안인 만큼 한 애에 만 환씩 이만 환을 안
주면 받지를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날 어린애 목욕을 시키러 갔을 때 산
모가 눈물이 글썽해 가지고
“애아버지가 어떻게나 섭섭해 하는지, 아침껏 술만 마시다가 돈 만 환을 내 던지고
나갔어요.”

어주었다. 그러나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도 애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할 때는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었다.

보였다가도 쪽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산모의 힘이 부족한 모양이었다. 을순은 사람

집 안이 침울한 분위기에 있는데 조산료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었던

을 불러다가 산모 머리 뒤에 앉게 했다. 산모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산모의 손을 잡아
주라는 것이었다.

것이다. 더구나 산모가 미안해서
“다음에 남편 모르게라도 좀 더 생각해 드리겠어요.”

산모가 자기 머리 뒤에 앉은 사람의 손을 잡아당기며 용을 쓸 때 어린애 머리가 쑥

하고 말할 때는

내밀리었다. 해산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하나뿐이 아니었다. 팔 하나가 다시

“형편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쑥 나왔다.

하고 만 환도 고맙다는 듯이 받았다. 사실은 만 환 받아 보기도 처음이었다.

을순은 깜짝 놀랐다. 쌍둥이라고 해서가 아니다. 팔부터 내미는 아이는 난산에 속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쌍둥이가 난산이니 걱정 안 할 수 없었다.
을순의 몇 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팔을 먼저 내민 어린애를 굴려가면서 오랫동안
신고(辛苦) 끝에 그 애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했다.

돈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니 대학에 다니는 맏아들이 신문을 들고 큰일이 났다고
하며 뛰어 왔다.
“내년부터 등록금이 구만 환이래요!”
“뭐!”

그러나 끄집어낸 어린애가 울지를 못했다. 오랫동안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가사상

을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번에 배가 오른다는 사실 그것보다도 그런 돈을

태에 빠진 모양이었다. 을순은 애를 거꾸로 들어 흔들기도 했고, 아직 미끈미끈한 볼

한꺼번에 내놓아야 할 일이 난감했기 때문이었다. 맏아들은 신문기사를 가리키며 한

기를 두들기기도 하며 애를 살려 놓았다.

번 읽어 보라는 것이었다.

두 애를 나란히 눕혀 놓고 섰을 때야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 아버지가 들어왔
다. 와서 물어보는 첫 마디가

“쌀값도 자꾸만 오르기만 한데요.”

“무업니까?”

178

을순은 신문을 받아 들고 기사를 읽었다. 그럴 때 옆에 앉아 있던 맏아들이
하고 마치 보라는 듯이 빈정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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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구나…….”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자 을순은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조산료를 얼마나 받

을순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랬더니 뜻밖
에도 맏아들이

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을순은 금시 눈을 산모에게로 돌려버렸다. 무슨 식구가 그렇게 많은가 방

“그러니까 공연히 선심만 쓰고 다니지 마세요. 남처럼 받을 만큼 받으면 되지 않아
요!”

안에 있는 여자만도 셋이다. 그런데 마루에서 떨고 있는 남자나 어린애들까지 합해
서 너더댓 명은 될 것 같았다. 그 많은 식구가 한 방에서 사는 모양이었다. 그것도 자

하는 것이었다.

기 집이 아니라 셋방일 것이 분명했다.

을순은 맏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치 남에게 좋은 일 하느라고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듯한 눈초리였다.

“받는 대로 받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산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옆에 앉

“누구는 돈이 싫어서 조금씩 받는 줄 아니…….”

았던 젊은이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대들어대는 것이었
다.

“조산원 노릇을 오래 하시니까 손자까지 보시누만요.”
하고 싱긋 웃었다. 자세히 보니 옛날 조산해준 일이 있는 노파였다.

“다른 조산원들이 엄마를 뭐라고 그러는지나 아세요? 자기네 단골들까지 뺏으려
고 일부러 적게 받는단 말을 떠벌리고 다녀요. 오늘도 동무 집에 갔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받아주신 아들이 장가를 가서 지금 애를 낳게 됐다우…….”
을순은 세월이 빠른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는 빠른 세월을 계산하기 위해 살아
오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을순은 할 말이 없었다. 아들까지도 자기편이 되어 주지 않는 것 같은 슬픔이 눈
앞을 어둡게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받아준 어린애가 지금은 아버지가 되었으며, 자기는 그 아버지
의 자식을 또 받아주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음을 느

“그럼 돈은 네가 받으려 다니려무나…….”

끼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을순이도 앞으로는 돈을 받는 데 좀 더 냉정해야겠다는 것을

초산이라 웬만한 난산보다 힘이 들었지만 힘든 줄을 몰랐다. 밤새 꼼짝 못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집안 살림도 살림이려니와 근처에 있는 조산원의 시비가 무서웠기

산모 옆에서 시중을 들다가 새벽 동이 틀 때가 되어서야 어린애를 꺼냈지만, 피곤한

때문이었다. 을순이도 언젠가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삼십 년 동안 조산원

줄도 몰랐다. 더구나 사내애라 마음이 더욱 흐뭇했다.

노릇을 해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불쾌한 말이었다. 돈을 일부러 적게 받아 남의 손

“이 애가 커서 어린 애를 날 때도 내가 조산을 해줄 수 있을까.”

님까지 뺏으려 한다니…….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아무라 해

을순은 혼자서 이런 것을 생각해보았다.

도 비난을 받아 당연할지 모른다. 을순은 무엇보다도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조산원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크리스마스의 새벽 찬송가인 모양이다.

들의 경멸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찬송가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조산료만은 악착스럽게 받을 수 없었다.

신고를 다 치루고 그 집을 나오려 할 때 주인집 마누라가 뒤따라오며

어떤 눈 오는 밤이었다. 대문 두들기는 소리에 을순은 옷을 갈아입고 산모가 있는

“부끄러워 어떻게 하지요…….”

집으로 달려갔다. 데리러 온 사람이 하도 빨리 가자고 서두는 바람에 을순은 혹시 그

하며 어쩔 줄을 못했다. 돈이 적어 내놓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새 애가 나오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초조했다.

“형편대루 하지 뭘 걱정하세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 산모를 보았을 때 아직도 몇 시간이나 더 있어야 해산할 것을
알고 안심을 했다. 초산에는 진통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모르고 집안 식구들이 난
산인 줄 알고 놀랐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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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두……. 보시다시피 사람 꼴을 하고 살아야지요.”
을순은 주는 대로 받았다. 그래도 오천 환은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그것
은 단 천 환뿐이었다. 섭섭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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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봬두 뵐 낯이 없어서…….”
애아버지 되는 남자가 울상을 하면서 말했다. 진정 미안한 모양이었다. 자기가 옛
날에 받아준 애다. 을순은 애아버지 손목을 잡았다. 꼭 아들의 손목을 잡는 것 같았
다.
“내 손주를 받아주는데…….”
을순은 아무 걱정도 말라는 듯이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걸었다. 성탄 찬송가 소리
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성탄둥이를 받아줬군…….”
을순은 예수가 탄생하시던 그 시간에 받아준 어린애가 예수처럼 훌륭해질 것 같
은 마음이 들어 손에 쥔 천 환도 잊어버리고 눈길을 더듬어 집으로 걷는 것이었다.

<창작(創作)>

의혹(疑惑)

박용구(朴容九)

“얘, 누가 찾아왔다.”
미닫이 밖에서 조심스럽게 전갈을 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자 난주는 가볍게 숨
을 몰아쉬었다. 영조와 단 둘이서 마주 앉아 있는 터에 누가 왔다는 것이 그리 반갑
지 않았다. 그러나 별 화제도 없이 마주 앉았기가 서먹하도록 수줍던 터에 잠시 숨을
<예고(豫告)>

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시시 일어났다. 미닫이를 열기 전에 난주는 영조 쪽을 흘
깃 돌아다보았고 영조는 빙긋이 웃어 보였다.

코메트 제45호 내용(內容)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뜻밖에도 애라였다.
“어마! 어쩐 일이냐”

(국군(國軍)의 날 기념호(記念號))

난주는 눈이 둥글해졌으나 애라는 해쑥해진 얼굴에 새침한 웃음을 띠고 바라볼
따름이었다.

특집: 국군(國軍)의 장래(將來)를 위하여
개인(個人)의 자주(自主)와 국가(國家)의 자주(自主)

“언제 올라왔니? 몸은 괜찮으냐?”

한문화(韓文化)에 대한 세계인(世界人)의 인식(認識)

애라가 산달이 되어 친정으로 간다고 경부선을 탔던 일이 어제와 같아서 하는 말
이었으나, 애라는 역시 새침한 대답이었다.

신정부(新政府)의 역사적(歷史的) 과업(課業)
보수(保守)와 혁신(革新)(혁신정당(革新政黨)의 장래(將來))

“그게 벌써 언제냐…….”

취미적(趣味的) 생활(生活) ·장병수기(將兵手記)

“그런가……. 어쨌든 어서 들어와…….”
성큼성큼 따라 들어온 애라는 방문 앞에 이르러 멈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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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셨구나…….”

처지여서 공연히 수치스러움을 느껴야만 했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사무실에는 또

“괜찮아……. 아는 분야.”

하나의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즉 애라의 집에 본부인이 와서 소동을 일으켰으

“그래?”

나 결국 애라의 앙탈과 성화에 못 이겨 본부인이 쫓겨났다는 것이다.

영조는 난주와 애라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드나든 적이 있어서 서로
아는 터였다.

그 후 사무실에서 애라의 소문은 뜸해져 갔으나, 애라는 드문드문 난주의 집을 찾
았다. 난주는 애써 그 이야기는 피하면서도 무언지 석연치 않은 감을 금할 수 없었

“오래간만입니다.”

다. 더구나 애라가 새로 장만한 패물이나 의상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는 혹시 정신

애라를 알아보고 영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 이상해지지나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했다.

“누구시라구…… 오셨군요.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방해를 놀게 됐네요. 호호호호.”
“얘는…….”

그러기에 애라에게서 해산하러 친정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이 찌푸려졌
었다. 이제는 첩 생활을 청산하기는 영영 글렀구나 하는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공

난주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애라는 말과는 달리 서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통되는 화제가 별로 없으면서도 셋은 제법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난주가 꺼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내놓은 트럼프가 좋은 구실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애라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영조는 다시 인사를 차렸으나, 애라는 역시 웃는 얼굴
로 말을 던졌다.

“난 가봐야겠어…….”
4시가 넘자 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 결혼하시죠.”

“왜? 오래간만인데 더 놀다가 가지…….”

“참, 부군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아냐 가봐야 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영조는 말머리를 돌렸거니와 난주는 뜨끔했다.

“그럼, 언제 또 오려구……?”

“예.”

“서울에 왔으니 자주 올 거야.”

짤막한 애라의 대답은 생기가 없었다.

영조는 두 사람의 주고받는 말을 듣다가, 손목시계를 보며 덩달아 일어났다.

“참. 아드님이었던가요?”

“나도 이제 나가 봐야겠군요.”

“예.”

“뭐, 제가 간다고 같이 일어나실 것은 없지 않아요?”

“그것 반갑습니다. 첫 아드님을 보셨다니 축하합니다.”

애라가 화사하게 웃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라는 어쩐지 뜨악해하는 눈치더니 난주를 돌아보고 딴전을 부렸다.

“더 계시다가 난주하고 이야기나 하다가 가세요.”

“언제 국수를 먹이려는 거냐?”

“아니, 볼 일이 있습니다.”

“얜…….!”

영조는 쑥스러워졌는지 먼저 마루로 나갔다. 난주로서는 영조를 더 만류하고 싶

“그렇지 뭐냐. 정해진 일은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게 좋아…….”

었으나 애라 앞이라서 꾹 참았다.

“몰라!”

“그동안 변화가 많았어…….”

얼굴을 화끈하게 하는 화제이기는 했으나, 애라의 일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

뒤따라 마루로 나오면서 애라가 난주에게 귓속말을 했다.

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영조는 그저 애라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정도밖에

“아기 난 것?”

는 모르는 터였다. 난주로서는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고, 또 입에 올리기도 싫었

“아니 그 이외에도 말야……요. 다음에 오거든 이야기하지…….”

던 것이다.

“응”

애라가 사직했을 때 사무실 안에는 애라가 누구의 첩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

아마도 애라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들렸다가, 영조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게 돌았던 것이다. 난주로서는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었으나, 애라와 가까운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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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와. 안녕히 가세요.”

고 믿었던 것이다. 이제 한없이 애라가 천박하고 야비하게 보이기만 했고, 그런 사람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온 난주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인사를 했다. 생각 같아서는 전

의 말에 귀를 기울인 영조가 다시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런 난주의 마음을 모르

차 정류장까지 나가고 싶었으나, 역시 애라 앞이라서 삼갔다.

는 영조는 엉뚱한 말을 계속했다.

“오늘은 방해만 놀고 가아…….”

“그래, 이번에 아주 그런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다나요…….”

애라는 핸드백을 흔들어 보이며 골목을 나갔고, 좀 떨어져서 걷는 영조는 난주 쪽

“…….”

을 돌아보고 빙긋 웃어 보였다. 난주는 대문을 닫고 들어오면서야 영조에게 이다음

“언제고 깨닫는 것이나, 결심은 늦었다는 법이 없으니 잘했다고 경계했지요.”

은 언제 만날까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서운해지고, 애라 탓으로 여겨져 미운 생각이

“…….”

들었다.

이날따라 난주는 커피가 쓰게만 느껴졌고, 앉은 자리가 불편했다. 영조와 같이 영

며칠 후 영조에게서 전화를 받고 자주 만나던 다방으로 나갔을 때였다. 커피 잔을 각
자 앞에다 놓고 말없이 한동안 앉아 있다가 영조가 불쑥 뜻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화관에 들어갔으나 어른어른하는 화면에 도무지 흥미가 가질 않았다.
애라는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해서 그런 길로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으

“그 동안에 애라 씨 놀러왔던가요……?”

나, 난주는 헤어질 때까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으로써 자기도 그런 식의 여인

“아아니요.”

으로 보일 것이 싫었던 것이다.

난주는 눈이 둥글해졌다.

이런 찌뿌둥한 일이 있었기에 오늘 놀러가겠다는 전화가 애라에게서 왔을 때 난

“난주 씨가 나보다 잘 아시겠지만……. 불쌍한 양반이더군요.”

주는 그지 허공으로 대답했을 따름이었다.

“누가요?”

한때는 자기가 출근하던 사무실에 오늘날 어떻게 건화를 걸 수 있었을까 하고 놀

“애라 씨 말이에요.”

랍기만 했다.

“예?”

“나, 그이하고 해어졌어.”

너무나 어이가 없어 난주는 벌어진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저녁에 집으로 온 애라의 첫마디는 이런 말이었다.

“그래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서요? 감쪽같이 속아 본처가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왜?”

일이겠어요.”

영조에게서 들은 일이 있는지라 난주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내가 속았지 뭐냐. 이제는 글쎄 변변히 생활비도 대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

“일전에 댁에서 나오는 길에 차를 한 잔 나누었는데, 그때 그러더군요.”

야……. 글세……?”

“…….”

“…….”

난주는 이맛살이 찌푸려지며 입맛이 써졌다. 애라와 영조가 전부터 모르는 사이는

“더구나 아이는 데려다 기르겠다고 야단이지 않아…….”

아니었으나, 애라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다. 뻔히 알면서 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다 귀찮아서 아이는 줘버렸지……. 오히려 시원하게 됐어……. 그런 사람

는 소문이 자자한데, 속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영조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것은 뭐

믿고 있다가는 나만 신세 망치겠어……. 거기다가 요새는 어떻게 인색해졌는지…….

란 말인가? 첩이라는 데서 은근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영조의 말을 들으니 뻔

아주 결말을 내버렸다니까…….”

뻔스럽게만 여겨졌다.

“…….”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그 배짱이 놀랍

난주는 굳어진 얼굴로 바라보고 앉았기만 했다. 애라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받자

다고 여겨졌다. 난주 자신은 벌써 영조와 몇 년째 사귀어오나 아직껏 자질구레한 이

를 해주고 이제까지 가까이 지내왔다는 것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자기가 낳은 아이

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는 결혼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를 선뜻 줄 수 있다면 이번 일도 어떻다는 것은 짐작이 갈 것 같았다. 속은 것이 아니

말 한마디 또는 구체적인 앞날의 설계 같은 것도 논의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을 말

고 첩 생활이 계획적이었다면, 이번에도 애라 쪽에서 불만스러워 박찼음이 너무도 뻔

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조용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이라

한 노릇이었다. 남의 일 같이 이렇게 태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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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그것보다도 난주의 가슴에 꺼림칙한 것은 일전에 나가던 길에 영조와 더불어

영조는 쑥스럽게 웃으며 얼버무리더니 금방 이렇게 덧붙였다.

다방에 들렀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쩐지 그때 다방으로 들어

“난주 씨 친구니까……. 아니, 나보다는 난주 씨가 관심이 있을 텐데 내가 지나쳤

가자고 먼저 권한 것은 애라 쪽이었으리라고 짐작되기만 했다.

나요?”

“참 너의 그이 있지…….”

난주는 못마땅하게 영조를 쳐다보았다.

말끝에 막상 애라의 입에서 영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난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언제 만나셨나요?”

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넘겨짚고 하는 말이었다.

“멋쟁이야……! 얘, 어서 결혼해. 남자란 얼른 잡아줘야지 그렇지않으면 한눈을 팔
기 쉽거든…….”

“한 나흘 됐나요……. 지나가는 길이라면서 점심시간에 회사에 들렀더군요.”
“…….”

“…….”

아무렇게나 넘겨짚고 한 말이었으나 난주는 성큼했다.

“호호호호.”

“그동안에 난주 씨한테 들르지 않았던가요?”

애라는 간드러지게 웃는 것이었으나, 난주는 외면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아뇨.”

“프러포즈는 있었겠지? 어서 약혼이라도 해야지……. 누가 아나, 얌전한 강아지 부

물론 가지 말라는 법도 없겠으나 애라가 영조의 회사를 찾아가야 할 일은 아무것

뚜막에 먼저 올라 간다구. 벌써 꿍꿍이속은 다 차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못 할 소리 없구나…….”

도 없는 터였다. 난주는 한동안 빤히 영조를 쳐다보았고, 영조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
기만 했다.

난주는 참다못해서 가로막았다. 도저히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주로

그런 후로는 난주 쪽에서 먼저 영조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도무지 마음이 내

서는 어서 애라가 돌아가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뿐이었다. 애라는 얼마를 떠들더니

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조 쪽에서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반응이 없어서 싱거워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곧 돌아가는 것이 아

었다. 영조 쪽에서 전화가 오기는 일주일쯤 후의 일이었고, 막상 수화기를 드니 가늘

니었고 밖에 나가서 저녁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피곤해서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

게 손이 떨렸다.

으나 막무가내였다.

“오늘 저녁에 틈이 있어요?”

저녁을 먹기 전일 줄 뻔히 아는 터에 끝끝내 거절하기 어려워 내키지 않는 걸음을
따라나섰다.

“예. 왜요?”
“오래간만에 영화구경이나 갈까 하구요.”

거리에 나와서 난주는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이미 눈 밖에 난 애라인데 무엇
이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뜻을 굽혀 따라 나왔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어느 극장인데요?”
난주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다.

“난 너무나 소극적이고 약한가 봐…….”

“H 극장에서 상연되고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날 밤에 난주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었다. 애라와의 대면

“그래요?”

에서 느낀 것이었으나, 기실은 영조와의 관계가 문제였다. 가야 할 결론에 쉽게 도착

“그러니 우리 그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지요.”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소극적이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졌고, 애라의 말마따나

언제나 만나는 다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느닷없는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예.”

이러한 난주의 의심은 영조를 만날 때마다 짙어져 갔다. 영조는 자주 애라의 이야

“애라 씨도 나오기로 했으니까요…… 셋이서 가지요.”

기를 입에 올렸다. 그리고 언제나 무척이나 동정하는 투의 말이었다. 난주로서는 불

“…….”

쾌하기만 했으나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쏘아 주었다.

난주는 귀에 대었던 수화기를 소스라쳐 떼고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애라

“관심이 많으시군요.”

라는 이름이 등골에 소름 끼치게 하면서 금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했다. 힘

“뭐, 관심이랄 것까지야 있나요.”

없이 손에 든 수화기에서는 연방 “여보세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다. 잠시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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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내려다보던 난주는 동댕이치듯 수화기를 놓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동안에도 영조는 애라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 자기에게 전
화를 걸기 전에 먼저 애라와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생각이 뒤범벅되어 머리
가 아파졌다.

곧 이리로 올까도 생각했지만 격해 있을 때는 조리를 따져서 설명하기도 힘들 것 같
아서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
난주는 눈을 들어 영조를 바라보았다. 영조의 얼굴은 맑았고 엄숙하기까지 한 얼

“누가 거기를 가아!”

굴이었다. 그러나 난주는 그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듯 찬찬히 바라보았

난주는 입술을 꼭 깨물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퇴근하여서 난주는 다방

다.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영조는 다방에 나가지 않았

으로 가지 않았다.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무거운 걸음을 띄어놓았다. 그러나 몇 발

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과연 영조는 애라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을 옮겨놓기 전에 우뚝 멈춰졌다.

그곳에 나가지 않았을까? 혹은 같이 H 극장까지 갔으면서도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내가 가지 않으면 둘이서만 갈 것인가?”

것이나 아닐까?

도대체 영조와 애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렇

“난주 씨.”

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올 때 다방으로 가서 애라와 영조가 마주 앉아 있는 꼴을 보

“…….”

고 싶기도 했다. 아니, 그것보다도 차라리 H 극장 앞에 가서 숨어 있다가 둘이 나란

난주는 쳐다보던 시선을 다시 떨구었다. 의혹. 차라리 어제 다방으로 갔었다면 둘

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서 마주 앉았는지 애라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H 극장 앞에

“그러나…….”

숨어서 기다렸다면 둘이서 나란히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슨 효과가 있으며 무엇을 위한 행동일까? 거기까지 추궁해

오늘 영조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애라와 영조

봐야 하는 자기의 꼴이 가엽게 여겨져 난주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도

사이의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다시 하나 생긴 것이다. 영조의 말이 진

뜨는 둥 마는 둥 일찍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 리 없었다.

심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의혹이…….

“고것은 꼭 남의 첩 노릇 하기에 알맞게 되어 먹었다니까…….”

“그렇게 오해할 즐 알았다면, 처음부터 애라 씨와는 접촉을 안했을 것인데……. 그

생각할수록 애라가 미웠고, 영조에게 이제껏 속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착각

저 난주 씨 친구니까……. 그리고 난주 씨에게 모두 속임 없이 알려드렸는데 오해를

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소리 내어 자신에게 다짐해보기까지 했다. 애라와 영

하다니…….”

조에 대한 의혹은 내내 난주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영

“…….”

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처구니없다는 투의 말이었다. 난주는 그 말에 다소 마음이 풀리기는 했으나 개

“어젠 어쩐 일예요?”

운하지는 않았다. 영조와 자기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구덩이가 생긴 것이다. 그것

대답할 기운도 없어 난주는 그냥 주물러 앉았다.

이 메워지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리라. 아니 영조와의 결혼이 성립되더라도 그 의혹

“어디가 불편한가도 생각했었으나, 전화를 끊는 서슬로 보아 무엇을 오해하고 있

은 내내 풀리지 않고 남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는 것으로 짐작이 가더군요.”

언젠가 생각한 자기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약하다는 느낌이 다시 한번 가슴에 가

“…….”

득 찼다. 그런 소극적인 것이 의혹을 의혹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오늘 영

“오늘 전화를 걸까 했으나 직접 만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기다리
고 있는 거예요.”

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영조에 대한 이제까지의 자기의 태도
에까지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난주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 깎아 세운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해는 풉시다.”

“겨우 짐작이 가는 것은 나와 애라 씨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듯한데, 이것은 어디

“예.”

까지나 오해라는 것을 단언하지요. 어제는 난주 씨의 행동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나

난주는 간신히 대답하기는 했으나, 도무지 힘이 없었다. 의혹의 구름은 걷히지 않

커서 다방으로 나가지도 않고, 회사 자기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었지요.

고 남아 있는 대로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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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열띤 눈으로 훑어보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으나 도대체 생
각하기가 싫었다. 나무 층계를 쿵쿵 구르고는 사방을 돌아보았다.
“도대체 그녀는 그 작자와 종일 같이 지내려는 겐가.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게 허
사란 말이지?”
그는 중얼거렸다.
오하이오 마을 소년인 조지 월라드는 꽤 성숙한 편이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
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만 하더라도 박람회에 와글와글 몰려 있는 사
람들 가운데에서 그는 오히려 외로움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와인스버그를
떠나 도시에라도 가서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고 생각했다. 사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기분은 소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른의 감
정이었다. 그는 좀 따분하다고 느꼈다. 옛날 일들이 떠올랐다. 성숙했다는 새로운 느
낌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자기
를 사로잡았던 삭막한 기분을 누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싶었다.
<단편번역(短篇飜譯))>

소년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뒷골목을 처음으로 디디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세련(人間洗鍊)169)

아마 어른으로 넘어가는 선을 건너는 순간일 것이다. 여기 한 소년이 있어 지금 자기
마을길을 걷고 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며 세상에서 두각(頭角)을 나타낼 자기 모습
셔우드 앤더슨 작(作)170)

가을도 저물어 가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와인스버그 카운티 박람회’171)는 구경
하려고 몰려온 시골 사람들로 흥청거리고 있었다. 날씨는 낮에는 더없이 화창하더니
밤이 되자 훈훈하고 상쾌했다. 카운티를 지나 딸기밭 사이를 뚫고 나간 트루니온 가
도172)에는 마차가 지날 때마다 뿌연 먼지가 구류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밀집이 흩어
져 있는 마차 침대에는 어린애들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랑 손가
락은 먼지로 뽀얗다 못해 끈적거렸다. 먼지는 벌판 위로 휩쓸려 사라지고, 막 넘어가
는 해는 붉은 노을을 그리면서 빛나고 있었다.
한편 카운티의 번화한 거리에 들어와 보면 상점과 보도(步道)는 사람들로 꽉 찼으
며, 밤이 깊어가자 말이 울고 점원들은 미친 듯이 상점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어린애
들은 길을 잃고 소리쳐 울어댔다. 이렇듯 미국의 한 카운티는 자기향락에 미칠 듯이
열중하고 있었다.
번화가의 혼잡을 뚫고 나온 젊은 조지 월라드173)는 리피 박사174) 사무실로 올라
가는 층계에 몸을 감추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169) Sophistication (1919)
170) Sherwood Anderson
171) Winesburg Count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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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Trunion Pike
173) George Willard
174) Doctor Reefy

을 그려본다. 야망과 후회가 범벅이 되어 휘몰아친다. 갑자기 그는 나무 아래서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이 기다려 본다. 지난날들의 환상이 그의 마음
에 파고든다.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생의 한계를 속삭인다. 자신과 미래
에 대한 신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어진다. 만일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이
라면 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그는 세상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無)에서 세상
에 나타나 생을 누리다가 다시 무(無)로 사라진 이전의 많은 사람들 모습이 마치 자
기 앞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성장(成長)에 따르는 비애가 이 소년을 사
로잡는다. 곧 그는 또 그 자신이 바람에 날려 마을 거리에 뒹구는 가랑잎처럼 느껴진
다. 알 수 없이 살다가 가는 것, 바람에 날리는 하나의 작은 물건, 햇볕에 시들어가는
옥수수 잎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열여덟 해는 길
고 긴 인간 행렬 가운데 한순간, 정말 눈 한 번 깜빡하는 순간처럼 느껴진다. 그는 이
미 죽음의 부름을 듣는다. 온 마음을 기울여 그는 다른 어떤 사람과 가까워져서 서
로 손을 마주 잡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여자이기를 바라는 것은 여자란 더욱
상냥할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숙(成熟)의 순간이 조지 월라드에게 닥쳤을 때, 그의 마음은 와인스버그
은행가의 딸인 헬렌 화이트’175)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그 소녀가 점점 여인으로 성
175) Helen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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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해 가는 것을 늘 알아차렸다. 열여덟 살이던 어느 여름밤 그 소녀와 함께 마을 거
리를 걸은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소녀 앞에서 공연히 뽐내고 싶었고 그 눈앞에 자신

이 소년은 당황해서 소녀의 팔에 손을 감았다.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둘은
다시 카운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조지는 이렇게 우쭐댔다.

을 크고 훌륭하게 보이고 싶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고

“난 훌륭한 인물이 될 테야. 와인스버그에서 제일가는 인물이-. 너도 무엇 좀 했으

싶은 것이다. 그에게 나타난 새로운 충격을 그 여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성인(成

면 좋겠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 보통여자와는

人)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전에는 그녀가 자기를 어른으로서 대해 주도록 애

좀 다르도록 애써 줘. 넌 내 요점을 말겠지.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줘. 내가 바라는 게

썼지만, 이제는 그녀와 만나 자기 성격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를 느끼게 하고 싶은 것

무언지 넌 알 거야.”

이다.

소년의 음성은 그치고 둘은 묵묵히 카운티로 돌아와 헬렌의 집으로 가는 거리로

헬렌 화이트 역시 변화의 시기를 거쳤었다. 조지가 느낀 것을 그녀는 처녀로서 또
한 느꼈다. 그녀는 이미 소녀가 아니었다. 여인으로서의 우아(優雅)와 미(美)를 갖추
기를 열망했다. 그녀는 박람회에서 하루를 보내려고 클리블랜드에서 귀향한 참이었
다. 클리블랜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녀 역시 추억을 지니기 시작했다. 박람회
가 열리는 날 온종일 그녀는 대학 강사인 한 청년과 특별관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대학 강사는 어머니가 초청해서 온 손님이었다. 이 청년은 허풍기가 좀 있는 친구로

접어들었다. 대문 앞에 이르러 그는 어떤 인상적인 말을 남기려고 했다. 하고 싶은 말
이 머리에 스쳤으나, 그것은 정말 초점이 없어 보였다.

“난 늘 생각해 왔지—. 네가 세스 리치먼드176)와 결혼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

헬렌이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으로 가는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뿐이
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곧 알아차렸다. 하지만 박람회에서
X

그녀는 이 청년의 옷차림이 미끈하고, 또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좋

X

아했다. 그가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
했다. 낮 동안 그녀는 행복했으나 밤이 다가오자 공연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

따스한 가을밤, 층계에 서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니 조지는 옥수수

이 특별관람석에 함께 앉아서 학교 동창들의 시선을 끌자, 그녀는 어찌나 이 청년에

밭 곁에서 한 자기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동안 일궈 놓은 업적을 더듬어 보니 부
끄럽기 짝이 없었다. 우리 속에 갇힌 젖소들 마냥 사람들은 거리에서 이리 밀리고 저

게 신경을 썼던지, 그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학자는 돈이 있어야 돼. 난 돈 가진 여자와 결혼 할 거야.’라고 이 청년은 속셈을

리 밀리고 했다. 달구지와 마차는 좁은 길을 거의 메워 버렸다. 악대소리가 어디서 울
려 나오고, 아이놈들은 어른들 다리 사이로 빠져 달음박질하고 있었다. 한 잔 들어

하고 있었다.
조지 월라드가 헬렌을 그리면서 우울하게 군중들을 헤치고 다니는 동안에도, 그

불그레한 젊은이들이 여자들을 팔짱끼고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춤판이 벌어진 가겟

녀는 조지를 생각하 고 있었다. 그와 함께 거닐던 어느 여름밤을 그리면서 그녀는 다

집 윗방에는 악사들이 신이 나서 그들의 악기를 켜고 있었다. 째지는 소리가 악대의

시 한 번 그와 함께 거닐고 싶었다. 도시에서 지낸 몇 달 극장을 가고 가로등이 휘황

나팔소리와 어울려 창밖으로 퍼져 나왔다. 이 탁음(濁音)은 젊은 월라드의 신경을 건

한 혼잡한 거리를 구경했던 이 몇 달 동안에 자기가 굉장히 변했다고 그녀는 생각했

드렸다. 어디를 가나 혼잡하고 약동하는 생(生)의 관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어

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성격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그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

디고 홀로 빠져나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다.

이 두 젊은 남녀에게 찬란한 추억의 실마리를 남긴 지난 어느 여름밤이란 것은 지
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리석게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그때 카운티를 빠져나와 시
골길로 접어들었다. 옥수수 밭 근처의 울타리까지 가서 조지는 윗저고리를 벗어 팔

‘그녀가 그 작자와 있고 싶다면 있으라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큰 거리를 지나 헌 씨의 야채가게177)를 돌아서 샛길로 들
어섰다.
어쩔 수 없이 휘몰아치는 고독과 낙망으로 조지는 울고 싶었으나, 그는 긍지를 살

에 걸쳤다.
“자, 그동안 와인스버그에서 썩어 왔는데, 나도 이제는 컸단 말이야. 그동안 독서

려 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그는 웨슬리 모이어178) 씨의 마구간까지 와 그늘에 숨어서

와 사색을 해 왔으니 이제 나도 세상에 뭣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176) Seth Richmond
177) Hern’s Grocery
178) Wesley Moyer

“아니, 이게 본심은 아니야. 차라리 말을 말아야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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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애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에 박람회에서 열린 경마

헬렌은 집 뒤에 붙은 층계를 단숨에 뛰어내려 정원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 파묻

에서 웨슬리의 종마(種馬)인 토니 팁[Tony Tip]이 이긴 것에 대해 얘기들을 하고 있었

혀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에게는 이 세상이란 것은 말만 늘어놓는 의미 없

다. 사람들은 마구간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 앞으로 웨슬리가 우쭐우쭐 거들먹거리

는 사람들의 소굴처럼 여겨졌다. 공연히 열에 들떠 그녀는 정원 문을 지나 헛간 모퉁

며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말채찍을 거머쥐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노상 땅바닥을

이를 돌아 조그만 옆길로 들어섰다.

치는 것이었다. 그릴 때마다 등빛 아래로 먼지가 몽글몽글 일어났다.

“조지! 지금 어디 있을까? 조지!”

“이거 봐, 그만들 둬. 난 조금도 겁나지 않았어. 난 늘 그놈들을 이겨 왔거든. 조금
도 겁나지가 않았어.”

흥분된 마음으로 그녀는 소리쳤다. 그러고는 나무에 기대서서 한 번 키득 웃었다.
그때 어두운 좁은 길을 따라 조지 월라드가 오고 있었다. 아직도 이렇게 뇌까리면서.

보통 때 같으면 조지 월라드는 모이어가 으스대는 것에 무척 흥미를 느꼈을 테지
만, 이번만은 화가 치밀었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거리로 나갔다.

“그녀의 집으로 의젓하게 들어가야지. 곧장 들어가 앉아야겠어.”
그녀에게 다가오면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는 우뚝 멈춰 서서 어리둥절하여

“저 늙은 허풍선이! 왜 허풍만 떠는 거야? 잠시도 잠잠할 수가 없는 게지?”
조지는 공터로 들어가다가 어찌나 허겁지겁했는지 그만 쓰레기더미에 걸려 넘어지
고 말았다. 빈 통에 삐져나온 못 하나가 그의 바지를 찢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
아 욕지거리를 해댔다. 바늘을 꺼내어 찢어진 곳을 꿰매고는 일어서서 다시 걸었다.
“헬렌의 집으로 가야겠다.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해
야지. 의젓하게 들어가서 앉아야겠어.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야.”

바라보았다.
“이거 봐.”
그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그들은 길을 따라 나무 아래
로 걸어 나갔다. 가랑잎이 발아래 밟혀 바스락거렸다. 그녀를 막상 만나고 보니 조지
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와인스버그 장터 위쪽 끝에는 반 썩은 낡은 관람석이 있다. 페인트칠이라고는 통
한 적이 없어 판자는 뒤틀려 있었다. 장터는 와인 크리크179) 계곡에서 서서히 올라간

그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울타리를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관람석에 앉으면 옥수수밭 너머로 휘황찬란한
X

읍내 불빛이 하늘을 수놓는 것을 볼 수 있다.

X

조지와 헬렌은 언덕을 올라 장터를 지나서 워터웍스 연못180)을 지나는 길로 들어
은행가 화이트 씨 댁 베란다에서 헬렌은 초조하고 산란하여 견딜 수 없었다. 강사
라는 사람은 모녀의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의 말에는 진저리가 나는 판이었다.

섰다. 혼잡한 거리에서 이 젊은이를 사로잡았던 고독과 고립감은 헬렌이 나타나자
명멸(明滅)하였다. 그가 느끼는 것이 또한 그녀에게로 전파되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두 가지 힘이 내부에서 싸우는 법이다. 온순하고 생각 없는 동

그도 역시 오하이오 타운 출신이면서 서울내기인 체하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 여학생의 대부분이 자라난 이러한 고장의 배경을 연구할 기회를 주셔

물의 기질이 반성과 추억의 기질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 갈수록 좀 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트 부인. 오늘 이렇게 박람회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

세련된 어떤 것이 조지 월라드를 바로 잡았다. 헬렌은 그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곁

다.”

에 서서 걸었다. 관람석에 이르자 그들은 지붕 밑으로 기어 올라가 긴 벤치처럼 생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헬렌을 향하여 웃었다.
“헬렌 양은 아직도 이 마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흥미를 끌 만한 인

매년 열리는 박람회가 끝나는 날 밤에 미들 웨스턴181)에 있는 이 장터에 들어왔다
는 것은 하나의 추억할 만한 무엇을 남겼다. 그 감정이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물이라도 여기에 있어?”

사방에는 영혼이, 그것도 죽은 이들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영혼이 둘러 있었다. 여기

소녀에게는 그의 말이 오만하고 불손하게만 들렸다.
헬렌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뒤뜰로 통하는 문에 서서 어머니가 하는 말

낮에는 사람들이 읍에서 시골에서 몰려왔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린 농부들, 토
막집에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이 판자 울타리 안에서 웅성거렸었다. 젊은 처녀들

을 들었다.
“여기에는 저 아이 같은 인물에 상당할 만한 남자가 없어요.”

179) Wine Creek
180) Waterworks Pond
181) Middle Western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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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킬킬거리고. 수염 난 어른들은 세상 얘기로 꽃을 피웠다. 장터는 삶으로 넘쳐흘렀

러섰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뭉클 솟아났다. 그들은 어쩔 줄 모르게 어리둥절해지

었다. 그것은 삶으로 소용돌이치고 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자 모

기도 하고, 또 청춘의 육욕으로 빠질 뻔하다가 모면하기도 했다. 한바탕 웃고는 서

든 삶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무서우리만큼 침묵이 흘렀다. 무의미한 삶의 생각에 몸

로를 잡아끌기 시작했다. 그들이 빠져버렸던 야릇한 기분으로 순화되어 그들은 남

을 떨다가도, 또 눈물이 쏟아질 만큼 열렬히 삶을 사랑하기도 한다.

자와 여자로서가 아니고, 또 소년과 소녀로서도 아닌 흥분된 작은 동물로 되어 버린

캄캄한 밤 관람석 지붕 밑에 조지와 헬렌은 나란히 앉아 있다. 그는 이 존재의 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덕을 내려왔다. 헬렌은 먼저 앞으로 달려가 조지를 넘어

계 가운데 차지하는 그의 미천(微賤)함을 탄식했다. 이제 사람들이 만 가지 일로 바

뜨리기도 했다. 그는 몸을 비비 틀며 소리쳤다. 낄낄거리면서 그는 언덕 아래로 달려

쁘게 쏘다니며 초조해하는 카운티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후련해지기도 했다. 헬렌의

가고, 헬렌은 그 뒤를 따랐다. 한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 멈춰 섰다. 여인으로서의 어

존재가 새삼 그의 힘을 돋우었다. 그녀의 여자로서의 부드러운 손길이 마치 자기의

떠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언덕 아래로 내려와 소년

생활 기계를 섬세하게 재조정해 주는 것 같았다. 그가 늘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가지

에게로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의 곁을 걷는 것이었

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는 헬렌을 존경했다. 그는 사랑하고 싶었

다.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침묵의 밤을 통하여 절실

고 또 그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허나 그녀의 어른 티로 인해 당황하고 싶지는 않

한 무엇을 얻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현대사회의 성숙한 생활을 가능하

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어깨에

게 하는 어떤 것을 이처럼 일순간에 획득해 보는 것이다.

손을 얹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들이닥치는 이 기분을 이해하고 간직하려고 했다. 여기 어둠 속 언덕 위에는 괴팍하
리만큼 민감한 두 인간원자(人間原子)가 서로 꼭 부둥켜안고 기다려 보는 것이다. 서
로의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이 흘렸다.
‘내가 이 외로운 곳에 와 보니 여기 또 다른 이가 와 있구나.’
왁작거리던 날은 저물어 와인스버그에도 늦가을의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쳐
버린 사람들을 실은 달구지는 시골길을 터벌터벌 지나갔다. 점원들은 길에 내놓았던
상품들을 거둬들이고 가게 문을 닫아걸기 시작했다. 쇼를 보려고 극장에는 관중들
이 몰려들고, 번화가로 더 내려가면 악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악기를 켜서
젊은이들의 흥을 돋우고 있었다.
헬렌과 조지는 관람석 어둠 속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가끔 지키고 있던
침묵의 순간을 깨뜨리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어슴푸레한 불빛에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키스를 했으나, 그 감격적인 충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
터가 끝나는 위쪽에는 대여섯의 남자들이 그날 오후 경마대회에 나갔던 말들에게 손

작자소개(作者紹介)

질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불을 지피고 주전자에 물을 데우고 있었다. 왔다 갔
다 할 때마다 다리만이 불빛에 비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일자 불꽃은 미친
듯이 춤추기 시작했다. 조지와 헬렌은 일어나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직 거둬들
이지 않은 옥수수밭을 지나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바람은 말라빠진 옥수수 이파리
사이에서 속삭였다. 워터웍스 언덕의 등성이에 이르자, 그들은 나무 곁에 멈춰 섰다.
조지는 다시 소녀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그녀는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다시 그
러한 감격의 충동에서 재빨리 물러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키스를 그치고 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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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編輯後記)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때, 세 번째로 나오는 잡지이다. 폭염 아래 근무에 집
중하는 장병들의 노고 또한 어느 때보다 크리라 믿는다.
○
이달에는 제2공화국(共和國)이 수립되는 민족적 경사와 더불어 우리 공군
에서도 참모총장의 이취임(離就任)과 정낙현(鄭落賢) 중위가 의거월남(義擧越
南)한 두 가지 커다란 일이 있었다. 우리 공군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20
여 년간의 군직(軍職)을 떠나는 김(金) 장군(將軍)의 이임을 섭섭해 하면서 신
임 김(金) 총장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보다 발전을 기하도록 전(全) 장
병은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죽음을 걸면서까지 자유를 택한 정(鄭)
중위의 의거월남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호는 더위에 시달리는 장병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읽기
편한 글들로 엮었다.
어느 정도로 장병에게 만족을 주게 될지 저윽히 걱정되는 게 언제나와 같
이 엮고 난 뒤에야 느끼는 편집자의 마음이다. 거리낌 없는 독자의 비평을 바
라는 바다.
○
‘편집실(編輯室) 앞’의 란(欄)을 마련하여 그침 없는 독자들의 의견을 실을
계획이다. 활발한 투고와 아울러 열의 있는 비평으로 이끌어 나가 주기 바란
다.
<편집계(編輯係)>

축발전(祝發展)

공군순회문고(空軍巡廻文庫)
장병들의 교양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공군순회문고가 더욱 보강되어 각 부
대를 순회 중에 있다. 장병들의 많은 이용으로 향상이 있길 바란다.
6월 20일 하오 8시, 28시간의 분망한 체한 일정을 마치고 이한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200

The comet

코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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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위클리 순간(旬刊)
★ 중요내용(重要內容)
군내(軍內) 뉴스
중요시사(重要時事)
문예(文藝) · 오락(娛樂)
사상교양(思想敎養)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空軍本部 政訓監室 發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