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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만난 사람
공군, 공군인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군이 변한다
현장탐방
숨어있는 공군을 찾아라
하늘 캠페인
공군인이 바라는 2002년
I Love Air Force

추억의 사진 한장
문 ^가 현장
사이언스 에세이
찾아가자 인터넷
' 책으로 읽는 세상
기지극장
마음의 양식
마음으로 읽는 글
기^■전망대
의무상식
법무상식
이달의 호국인물
이달의 문화인물
이달의 독립인물
클릭! 동아리
비^■출격
公報 25時
가족문예
장병문예
^■공계 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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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항공기 열전/미국편
Air Power

6

F-X 특집

2002년 월드컵을 국가도약의 기회로 삼자

시작의 문을 통과하며
2002년, 공군은 자신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정예공군인의 요람, 공군 교육사령부
우리의 선택이 미래전의 승패를 결정한다
F-14 TOMCAT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전 분석
2001 Top Gun에 선정된 제19전투비행단 이길춘 대위
20이년 공군을 빛낸 인물들
공군사관학교 수석입학에 빛나는 황은정 양
사고예방 교육, 이젠 CD-ROM으로 하자!
한국공군 수송단 ‘靑馬부대’ 창설
체력은 국력, 공군의 건강관리사(급양병과)
지금은 쌀소비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
2002년 공군, 공군인
세 친구. 공군에 가다/하늘을 향한 내 마음을 담아
K 형에게
세기말을 넘어 온 오페라의 유령
기하학과 문명충돌론
화면에 가득, 인터넷 별자리 여행
다윈 賞
Lost in Lynchland Drive -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 권학(勸學)과 면학(姓學)
효자 칠득이 이야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1월에
새해，건강설계는 이렇게 하세요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
심일(沈第) 육군 소령
정약종(丁蒼1)
곽재기 (部在親)
제8전투비행단축구동아리 ‘창공’
눈과의 전쟁 준비 완료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에 받은 편지, 正初에 부치는 답신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 구대장님께 外 1건
항공안전등급 1등급 회복 外 3건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기금모금 外 4건

퀴즈로! 퍼^로!
보^■포스터

v.airfor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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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봉
칼럼
공군은 지금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생각해 ^시 다
2002년도 공군 운영 중점
신년특집

2002년, 보안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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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王午年 새해에는 정상적인 형태의 전면전과 국지전은 물론，테러를
비롯한 각종 비군사적 위협과 도전에도 적극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 우리 나라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지자체 선거, 대통령
선거의 ‘4대 행사’ 를 준비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도전도 반드시
차단하고, 완벽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영공방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였듯이,
새해에는 전면전과 국지전에 대비한 영공방위는 물론, 테러와 같은 非군사적인
도발도 완전히 차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全方位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히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공군 지휘관회의 훈시말씀 중에서

임오년(王午年)

말띠 해 새 아침을 맞는다. 어느 해라고 해서 새해，

새 아침을 맞으며 덕담이 없을 수 없겠으나，우리가 맞는 올 2002년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각별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6월 지방

일까지 대망의 ‘2002년 월드컵대회’ 가 열리기 때문이다.

전
한 국 의

도약하고

세 계 에

일 류 국 가 로

월 드 컵 은

세 계

자치 4대 선거’ 와 12월 대통령선거’ 가 있는가 하면 5월 31일부터 6월 30

2⑴2년 월드컵을
국가도약의 기회로 삼자

힘 찬

소 개 하 는

한 국 의

문 화 를

있 는

대한매일 논설위원 장 윤 환
FIFA WORLD CUP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OREA/ JAPAN’ 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무엇보다 월드컵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린다는 사실

.
될

만 방 에

장 이

세 계

효 과 적 인

모습이

이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진행됐던 아시아 제국
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공세를 극복하고, 마침내 ‘아시아인의 아
시아’ 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에포크 메
이킹(epoch making)’ 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강국 중
국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것도 각별한 의미를 더해

보 여 질
수
것이다

계기로

.을
있

것
또이
한다 월 드 컵 을

준다고 하겠다.

월드컵，문화 _ 경제발전의 도약대
Football, Fussbal, Futbol, 죽 구 求 )

또는 족 구 (보 却 로 불리는

Soccer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함께 즐기는 전 인류적 구기(향
技)이다.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본선 진출 32강의 조추첨 행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만으로도 축구에 대한 전 세
계적 열광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2002 월드컵’ 은 사상 처음으로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한
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 개최국인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월드컵 공동주최를 통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
에 뒤져서는 안된다” 는 국민적 결의를 다같이 다짐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쟁의식 또는 ‘필승의식’ 은 필자가 젊은 시절 공군에서
몸으로 체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가. 군의 최종 목표는
‘승리’ 인 것을.
월드컵을 말할 때면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효과부터 얘기를 꺼
낸다. 한국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9천961억원,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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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5천338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월드컵 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도 35만명으로 추정되며 1조660억4천4W만원의 관광
수입이 예상된다. 더구나 중국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기 때
문에 중국에서 일고 있는 축구열풍과 함께 중국 관객이 몰려올 것
으로 보여 뜻밖의 특수를 누리게 됐다. 또한 월드컵 경기를 전국
10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은 대회 준비를 통한 숙박, 음식, 교통 등 관
광 관련 산업의 단계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향후 세계 스
포스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역시 증대될 수 있다.
월드컵은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장이 될
것이다. 서울 상암동 경기장에서 있을 개막식 행사는 ‘한국의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정서를 최첨단 기법으로 포장하겠
다’ 는 관계자들의 각오에 기대를 걸기 충분할 것이다. 당연히 개막
식 행사는 한국의 정보기술(IT)분야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21
세기를 대표하는 상품을 등장시킴으로써 국익을 창출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중
앙단위 행사 28건과 지방자치단체 행사 74건이 준비중에 있다.
시민의식으로 일궈내는 월드컵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월드컵 행사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나라의 시민의식이 비교될 수밖
에 없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 온 보도진들의 기사와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일
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시민의식은 다소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모처럼 맞게 된 월드컵을 계기로 세
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힘찬 모습을 만방에 과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월드컵 총결산에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축
구 실력 이 아니라 ‘시 민의 식’ 임을 국민 모두가 다함께 명심하자. ©

a

공군 지휘관회의 개최
田 대테러전쟁 공군 수송 지원단 ‘청마부대’ 창설

B 계룡대를 방문한 중국 국방대 코우시엔시앙 부정치위원과 환담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田 2001년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F-5 기종 최우수대대로 선정된 OT전투비행
대대에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0 6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151전투비행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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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군대학 제63기 고급지휘관 • 참모과정(CSC)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H 동계작전 대비태세 점검비행을 실시한 김대욱 작전사령관

日 공군군악대 창설 5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개최
0 제183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한 교육사령부
四 민 • 관 • 군 합동 테러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 제18전투비행단

m 모범병사 부모 초청, 부대견학행사를 실시한 방공포병사령부
四 ‘제2회 물사랑 실천 우수사례 시상식’ 에서 일반단체부문상을
수상한 제3훈련비행단

因 폭발물 제거 로봇을 이용, 폭발물 테러 대응시범을 보이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
四 전시 파손항공기 수리 시범훈련을 실시한 제17전투비행단
四 서해대교 준설작업 중 발견된 폭발물을 처리하고 있는
제20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

국민과 함께 는 공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의료지원，농번기 일 ^^기 ,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 군 !

그들으/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지역 소음피해방지대책위의 위문방문을 받은

▲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16전투비행단

제20전투비행단

▲ 인근 YMCA 어린이스포츠단 초청, 부대견학

▲ 인근 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교육사령부

행사를 실시한 제17전투비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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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러해 렵시다

시작의 문을 통과하며
공군사관학교 중위

21세기도 어느덧 2년째를 맞는다. 을해도

월(正月 )’ , 또는

박 상 진

‘맹 춘 (益 春 )’ 이라 불렀다.

어김없이 사람들은 습관처럼 강원도 대청봉

『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보면, 정월에

이나 정동진 같이 특별한 곳을 찾아 한 해

천자(天子)는 푸른 옷을 입고 새 해가 떠오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특히, 작년처럼 국내

르는 동쪽에 잠자리를 두며 음식을 정결히

외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때 일수록 더 그

하여 가려먹고 사방의 제후들과 사이(四喪)

렇다. 바로 12월 31일 낮을 비추던 똑같은 태

에게 명령을 내려 첫 조회(朝會)를 열었다.

양이건만, 사람들은 유독 1월의 첫 아침을 비

이처럼 정월은 한(一) 해를 마무리(止) 짓고
새로이 맞는 첫 해의 첫 달이라

추는 태양을 향해 자신만의 간절
한 소망을 빌어보곤 하는 것이다.
1월은 고대로부터 아주 특별한
달로 인식되어 왔다. 흔히

‘어떤

사람, 또는 대상의 양면성’ 을 일
컫는 ‘야누스’ 는 고대 로마 신화
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문’ 을 지키는 신(神)으
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
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로마인들이 야누스의 달

유난히 누군가를 위해
내미는 따뜻한 손과
위로의 한 마디가 그
리운 요즘, 세밑 한파
(寒波) 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들
에게 ‘희 ^■
’ 이라는 이
름의 선물을 주어보면
어떨까.

하여 지나간 해에 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새로이 맞이하는 해의
일들을 계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는 유난히 분쟁과 불신
이 팽배했던 한 해였다. 세계 경
제의 심장부였던 뉴욕 세계무역
센터가 테러로 무너지고，이로
인해 동서화해 이후 쌓아왔던 서
로에 대한 신뢰도 함께 사라졌

로 한 해의 시작으로 한 것은 바

다. 유난히 누군가를 위해 내미

‘문의 신 '으 로 대표되는, 인간의 시간에

는 따뜻한 손과 위로의 한 마디가 그리운 요

대한 양면적 관점 에서 비롯된 것이 다. ‘문’ 은

즘, 세밑 한파(寒波) 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시간의 전후(前後), 즉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있는 이들에게

지나갈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성

주어보면 어떨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

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새

든 것을 다 내주었던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해의 첫 달인 1월을 ‘January’ (야누스의 달)

서로에게

이라 하여 ‘송구영신(送舊迎新, 옛 것을 보내

준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고 새 것을 맞이함)’ 의 의미로 삼았다.

운 세상’ 이 아닐까. 公

로

‘희 망’ 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 처’ 가 되어
‘아름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옛 선인들은 1월을 ‘정

‘생각해 봅시다’ 에 게재할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일상의 모습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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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 공 군

운영

중점

•

완벽한 전비태세 유지

•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

•

정보화 • 과학화 군 육성

•

경제적 군 운영

•

선진 병영문화 창달

2002년도 공군 운영 중a

2002년，공군은 자신있습니 다!
공군본부 정책처

공군은 지난해 ►완벽한 전비태세 유지 ►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 정 보 화 •과 학 화

군 육성 ►경제적 군 운영 ►선진 병영문화

복잡해진 안보/작전 환경

창달을 통해 ‘새천년 선진 정예공군 육성’ 을

2002년도는 ►테러 및 생화학 무기 등에 의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를 통

한 위협요소 증가 ►주변국들의 역내 영향력

해 공군은 완벽한 영공방위태세를 확립함은

확대 및 군비경쟁 심화 가능 ►남 북 교류 -

물론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협력의 확대에도 불구，군사적 대치상태 및

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의 토대를 확립, 국

긴장 상존 ►과학화 • 정보화 추세에 따른 전

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상을 정립할 수 있

장환경의 변화 가속화 ►월드컵 개최 등, 국

었다.

가적 대행사로 인한 안보취약요소 증대 등

공군은 올해를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복잡한 안보/작전 환경이 예상된다.

‘새 천년 선진 정예공군 육성’ 을 지속적으

이에 따라 공군은 지난해 공군 운영중점을

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더욱 복잡해진 안

유지 •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선

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공군의 역량을 총

정하였다.〇

결집하는 한 해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12

2002년도 공군 운영 중점
-

► 완벽한 전비태세 유지
〇 적의 침투/도발 유형별 대응체계 강화
〇 효율적 군수지원 태세 구축
〇 대테러 및 생화학전 수행능력 제고
〇 한미 연합 작전태세 보강
완벽한 군사/비군사적 대비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
〇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전략/교리 발전
〇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적기 추진
〇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인력관리
— 전략형 공군력 건설기반 구축
► 정 보 화 • 과학화 군 육성
〇 정보화 • 과학화 기반체계 구축
〇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 확대
〇 정보전 • 사이버전 수행 전력체계 발전
ᅳ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정보화 *

과학화 군 육성
► 경제적 군 운영
〇 무위의 전력손실 방지
(비행사고 방지 총력 경주)
〇 비행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선진 병영문화 창달
〇 행동하는 선진 공군문화의 정착화
〇 자율적 • 창의적 업무수행 풍토 조성

〇 초긴축 에너지 절약대책 지속 추진
ᅳ 국방자원의 경 제 적 • 효율적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〇 능동적 대민업무 처리 및 대국민 친화활
동 강화
ᅳ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진공군상
구현

새 천년 先進 精銳空軍 育成 지속 추진
13

신년 륙집

언제나 처음처럼
정예공군있의 온람, 공군 교육사령부
편집실

천년 선진 정예공군 육성을 목표로 강한 군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정예공군인의 요람 공군 교육사령부는 겨울을 녹이는 뜨거운 숨결로 가득
했다. 임관을 앞두고

지막 훈련에 여념이 없는 107기 사관^보생들의

모습어/人/ 올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갈 공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聲렇
▲ 유격. 유격. 나는 125번 보라매.

▲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지려는
내 마음이 더 두렵다.

눈보다 차가운 겨울비가 전투모를
전투모틀 타고 흐른다.

. 흙투성이 군복. 그럴수록 더욱
당당해진다.

▲ 뜨거운 숨소리. 오늘 땀은 유난히 짜다.

. 뛴다. 뛴다. 걸어본 적이 언제
였던가. 그러나 우리는 계속 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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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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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학, 유격, 총검술, 구보，그리고 눈보다 차가운 겨울비. 실전과도
같은 훈련을 이겨낸 자만이 자랑스러운 공군인으로 [ M / 태어날 수 있다.
사관후보생들을 순도 높게 단련해 가는 훈육관들의 엄격한 훈련이 끝난
후 늦은 밤 전등을 켜는 사관후보생의 진지한 눈빛이 하룻동안의 고된 피
로를 몰아낸다.

F_X 특S

우리의 선택이 미래전의
승패를 결정한다
편집실

21세기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
왜 우리는 지금 차기전투기사업을 추진해
야 할까?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의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F- X 급
전투기는 확장된 전투행동반경과 정밀유도무
기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국가가 요구
하는 전략적, 전술적 임무에 모두 투입될 수

미래전에서의 항공력의 중요성
우리 공군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물론

있는 광범위한 선택성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까지 대비한 전력

21세기 우리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당면 위

증강을 위해 차기전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

협뿐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 위협까지 대비해

다. 현재 공군이 추진하는 차기전투기사업에

야 하는 이중적 구도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는 미국의 F -15民 프랑스의 RAFALE, 영국 •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 발생시 최초 대응전력

독일 • 스페인 • 이 탈 리 아 가

개발한

은 공군이다. 따라서 차기전투기사업은 국가

TYPHOON, 러시아의 Su-35가 경쟁하고 있다.

안보와 국가이익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충족

공동

우리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및

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 것이다. 앞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의 한가운데 놓여 있으

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올

며, 한반도 주변에는 어로활동, 해양자원개발,

바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종을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문제 등 분쟁요인이 상

선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일이다.

존하고 있다.

제10전투비행단 대위 박지원

최근에 있었던 주요 분쟁은 거의 전적으로
항공력에 의해 그 승패가 결정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0년의 걸프전, 99년의
코소보전, 그리고 현재의 대테러 전쟁은 현대
전 및 미래전에 있어서의 항공력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군사적 위협 및 주요분
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강력한 공군력 건설은 필수적이다. 차기전
투기사업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1전투비행단 소령 송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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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이 탄생한 지도 어언 반 백년이
흘렀다.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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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차기전투기사업은 해외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활기를 띠고 있어 공군인 한사람
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공군력은 지 • 해상군이 보유하지 못한 고
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공군력은 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적의 군사활동을 실시간
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작전지역에도
신속히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적의 도발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가장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며 필요
에 따라 다양한 공격무기를 사용하여 표적을
치명적으로 파괴•무력화시킴으로써

작전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공군력 운용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차기전투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고 강한 군울 향한 출발점

한반도 주변상황에서 분쟁 발생시 타국에 대

세계의 주권국가들이 한결같이 21세기 군

해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함으로써 국

사력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아 최대의 관심사

가권리와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적 안

항으로 손꼽고 있는 차기전투기사업. 세 계 각

보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〇

국이 신예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투

제11전투비행단 소령 정낙헌

기를 위시한 항공력이야말로 유사시 전쟁승
리의 결정적 요인이자 평시엔 전쟁 억제력의
핵심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요 분쟁은 이
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
로 차기전투기는 국가 방위의 강력한 의지인
동시에 국제적으로 정치 • 군 사 • 외교적인 강
력한 지렛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차기전투기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 세대를 겨냥한 군사력
건설 방향과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군사력은 대북 위주의 사고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고 강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차기전투기 도입을 통한 군사력 운용 패
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18전투비행단 소령 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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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주요성능 및 제원
- 제작사" ：Grummman
- 기고/기장/기폭 ：4.88m/ 19.10m/
후퇴각 68° : 11.65m, 후퇴각 20°: 19.45m
- 승무원 : 2 명
- 엔진 ：F-14A ：PW TF30-414A. F-14D
GE F110-GE-400 Turbofan
최대속도 ：Mach 2.34
항^거리 : 4,500km

주요 이점은 이륙 및 착륙속도를 줄이고
무거운 하중에서도 기동이 용이하며

음속

으로 순항 비행시 연료 소모율을 낮추고 낮
은 아음속으로 고고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F -14 Tomcat은 미 해군에서 구 소련의

F-14는 전투임무 수행중 모함인 항공모함

MiG-25와 그 후속기에 대응하는 차세대 전

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항모와 일체의 전

위한 가칭 V F X (N avy

파발사를 중지하고 모함으로부터의 지원 없

투기를

개발하기

Fighter Experimental) 계획으로 1968년부터
개발이

추 진되었다. Grum m an사의

기체

이 단독작전이

가능하도록 항법 및 각종

ECM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Model 303을 모체로 탄생되어 1970년 1호기

무장능력은 M 61A 1 기관포 1문, A IM -54 피

가 최초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으며, 1972년

닉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 -7 스패로우

6월부터 항모작전 운용시험이 수행되었고 10

또는 AIM -120 AM RAAM 및 A IM -9 사이드

월부터 F-14A 의 실전배치가 시작되었다
F- 14 Tomcat은 미 해군의 함재용 공중우세

와인더를 장착 운용 가능하며 대지 공격 무
장은 최대 14,5001bs까지 탑재 가능하다.

전투기 (Air Superiority Combat Fighter)로서 2

F-14 Tomcat의 최초 실전 사례는 1981년 8

인승의 가변익기이며, 주요 임무는 일차적으

월 지중해상에서 미 함대의 미사일 발사훈련

로 아군 함대와 공격기 엄호 및 전투공중초

엄호중이던 F -14가 리비아 공군의 Su-22 Fit-

계 (CAP ：Combat Air Patrol) 이며 이:차적으

ter와 교전하여 단 3분만에 AIM -9L 사이드

로 지상의 전술목표에 대한 공격능력을 구비

와인더로 격추시킨 것이다. Fᅳ
14A 는 1972년

하고 있다. 함재용 제공전투기인 F-14의 가

미 해군에 최초로 배치된 이래 1987년까지

장 중요한 기술적 특징은 탐색거리가 긴

555대가 작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향

AN/ A W G -9 화력통제레이더와 A IM -54 피

후 2010년까지 A -6 함재용 대지공격기 대체

닉스(Phoenix)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

와 비행성능 및 안전성 개선 그리고 상대적

이며 우수한 기동성의 관건이 되는 가변익

으로 출력이 낮은 TF30 엔진이 장착된 F-

(Swing Wing)을 채택하여 설계되었다는 점

14A 항공기의 엔진교체를 이루어 가면서 당

이다. 가변익은 기체의 속도, 고도 및 선회율

분간 함재기로서의 위용을 유지할 수 있을

등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며 조종사

것이다.〇

의 수동조작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가변익
18

Air Power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전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장 대령 정 성 화

께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전략
을 취하였으며 탈레반은 지하드를 통한 결사
항전으로 대항하였다. 이번 테러와의 전쟁의
작전목표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을 통해 손상된 미국의 위
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테러집
단을 붕괴시키고 주모자를 체포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
작전단계를 보면 전쟁이전 단계에서는 예
비군 동원과 함께 항모전단 및 특수부대 전
력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1단계 작전이 시작
된 10월 8일부터 50일간 정밀폭격 위주의 항
공작전과 함께 소수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되
었다. 11월 28일부터 실시된 2단계 작전에서
는 대규모 항공작전을 지속하면서 해병대 등
지난 해 9월 11일, 4,5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집단의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지상작전이 병행
되었다.

항공기 자살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심장부에

작전환경 및 무기체계

서 발생한 이번 테러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

아프가니스탄의 작전환경을 분석해 볼 때,

쟁을 선언하고 예비군 동원령 선포와 함께

지형은 대부분 해발 1,000m 가 넘는 고산지대

전시체제 가동, 테러단체에 대한 경제적 제재

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민둥산이어서 지상작

등 초기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전시 방어작전에는 유리하나 공격작전시에는
불리한 작전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군

전력 및 전 략 • 작전

은 항공기에 의한 정밀유도무기를 사용, 미군

항공전력, 12,000여명의 지상전력, 7개 항모단

의 피해 없이 동굴에 은신해 있는 탈레반군
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을 투입하였으며. 탈레반은 이에 대항하여 전

아프가니스탄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여 시정

투기 190여대와 무장헬기 80여대, 정규군 10

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극심한 일교차로 인

만여명을 대치시켰다. 미국은 군사작전과 함

해 지상작전시 탈레반군은 은신처 밖에서의

미국과 지원국들은 이번 전쟁에 500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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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곤란하였고 미군은 야외 기동작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조
건은 항공작전에는 최상의 작전환경을 제공
하였다.
미군이 사용한 주요무기는 총 1즈000발 중
60%인 7,200발이 정밀유도무기였다. 특히 합
동정밀직격폭탄(JD A M :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은 정밀유도무기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그 진가를 발휘했으며, 동굴파괴탄
(Cave Burster)

‘GBU-37’ 과 함께 헬파이 어

(HeDfire) 2발을 장착한 무인기

*Predator’ 등

다양한 신무기들이 사용되었다.
이번 작전으로 미군은 현재까지 사망 4명,
B-1 폭격기 1대 및 헬기 2대가 원인미상으로
추락하는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반해 탈레반
군은 정확한 피해현황 집계가 불가능하나 2
개월 간의 폭격으로 인해 남부 칸다하르에서
만 1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아프가니스탄은 이번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복구비용만 향후 10년 동안 1〇〇
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은 이번 전쟁비용으로 월 5억 내지 10억불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1일 3천만불
정도의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구소련과 미국의 군사작전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약 10년
동안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군사
작전과 금번 미국의 군사작전을 비교해 보면,
구소련은 전차, 보병, 헬기 등 지상작전 위주
로 전쟁을 수행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적
제한을 극복하지 못한 반면, 미국은 항공작전
위주의 단기 속전속결전을 실시하여 지형적
제한의 극복은 물론 작전개시 후 불과 2개월
만에 종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구소련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반군 및
게릴라 소탕에 실패하였으며 많은 전쟁비용
과 사상자로 인한 국내여론의
20

철수압력이

전력으로서 군사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또 한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첨단 항공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전쟁수행시 여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획득
하기 위해 오폭방지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수집수단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작전을 통해, 항공작전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적
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앞으로의
가중되었으나，미국은 우수한 정보력과 결합

작전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

한 최첨단 항공력으로 탈레반군의 조직적인

었다. 또한 전개기지가 미흡한 지역에서의 작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을 위해 대규모 전방기지 전개를 대신할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

신속전개 및 원거리 작전수행능력 구비도 필

서 구소련은 항공력을 배제한 지상군 중심의

요함이 확인되었다.

작전으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지막으로 첨단 항공무기체계는 지형 및

반면, 미국은 최첨단 항공무기체계를 기반으

기후 등 작전제한요소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로 한 항공작전 중심의 작전을 통해 전쟁을

수 있으며, 정보 • 심리전을 동시에 수행함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로써 전투력 상승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아프가니스탄전의 교훈
정치적 측면에서, 힘에 의한 국제질서가 유

新국방시대의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 대비

지됨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 건설로 유사시

이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전은 테러를 응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기 위한 항공력 위주의 군사작전 성공사례

한다. 또한 국익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에

이며, 최첨단 항공기 및 정밀유도무기체계의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상호이해 증진을

진가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대의 전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전쟁양

따라서 미래의 군사력 건설은 국가안보를

상이 예고되는 바, 복합전(Hybrid Warfare)

위해 최첨단 항공기 및 정밀유도무기체계를

하에서 군사력의 역할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

하며, 아프가니스탄전의 교훈을 타산지석으

한 효율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최

로 삼아 21세기 신 국방시대의 다양한 위협

신 항공무기체계를 중 • 장기 계획에 반영하

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여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할 것이다.〇

이다.
이번 전쟁으로 항공력은 전쟁수행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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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만난사람

2001 Top Gun에 선정린
제 19전투비행단 이길춘 대의

’ 이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최우수 공중사

이번 대회에서 6km 상공에서 시속 900km 속

격수(일명 : TOP GUN)으로 KF-16 조종사

도로 날아가면서 반경 3m 의 지상 목표물에

인 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비행대대 이길춘

폭탄을 투하하는 경이적이고도 정밀한 폭격

대위가 선발되었다.

(Pin Point Strike)을 선보였다. 특히 이 대위

공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한 그는 F-5 전

는 “ 이제까지 비행을 시작한 이후로 매일 밤

투기를 거쳐 ’ 98년부터 KF-16 전투기를 조종

취침 전, 다음날 비행을 이륙에서부터 착륙까

하고 있으며, 총 1,014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

지 머리 속으로 꼼꼼히 재현하는 이미지 트

한 젊은 조종사이다.

레이닝을 하였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고 수상의 비결을 밝혔다.

정밀폭격의 달인
공대지(空對地) 사격이 특기인 이 대위는
22

여기에 덧붙여 이 대위가 탑건의 영예를
안게 된 뒤에는 소속 대대의 우수한 전통도

큰 힘이 되었다. 이 대위의 직속상관인 대대장

서는 준비 하고 또 준비 하자’ 라는 슬로건을

장영익 중령과 비행대장인 김형호 중령(진)

마음 속에 간직하고 “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도 ’ 95년과 ’ 99년에 각각 탑건의 영예를 안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차기전투기로 다시 한번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들이다. 또한 ’96년 대

탑건이 되고 싶다” 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

대 창설이래 공대지 사격부문에서 2번의 우
승과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대대 전통 속에
올해도 최우수대대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
처럼 선 • 후배 조종사가 연구하면서 비행하
는 대대 분위기 속에서 이 대위는 자연스럽
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진정한 공중의 파
이터’ 로 거듭났다. “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순직한 후배 조종사들의 명복을 빈
다” 고 수상소감을 대신한 이 대위는 "하지만
우리 파이터는 주어진 임무에서 죽음을 두려
워하지 않는다” 고 강인한 정신력을 보였다.
진정한 하늘의 파이터
이 대위는 ‘인간은 새가 아니다. 날기 위해

최 고 가 아니면 날지 않는다!
Top Gun 의 모든 것
공군은 ▲새로운 공중 전술 교리를 개발하고

한 연구, 정확한 탄착점에 대한 분석 및 훈련, 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비태세를
유지하며 ▲ 조종사들과 지원요원들의 능력향상을

상변호M l 대한 세밀한 반응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
다도 조종사간의 팀워크와 팀원들에 대한 믿음이

위해 지난 1960년부터 매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를 개최해 왔는데, 이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사

중요하다.
이번에 Top-Gun으로 선정된 이길춘 대위 역시

격능력을 보인 최우수 사격 조종사를 Top-Gun이
라고 부른다.

사격훈련 후에 대대원들과 세밀한 사격분석과 비
행조작토의，항공기에 대한 사격특성 분석을 매번

이 대회는 크게 공대지 사격과 공대공 전투능력

실시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한다.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공대지 사격에
는 제:!도사격, 중고도사격, 야간사격, LOFT사격
등이 있으며 공대공 사격에는 공중요격, 공중사격
등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공군이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통해 해마다 선발하는 Top-Gun이란 저고도, 중고
도，야간, LOFT, 공중요격, 공중사격 등 6개 부문
에서 가장 우수한 사격능력을 보인 전투기 조종사
를 말한다.
Top-Gun이 되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우수한 조
종능력 이외에도 항공기의 사격특성에 대한 치밀

중고도사격 : 6km 상공에서 40°〜50°각도로 급강하
하며 목표물을 정밀폭격(Pin Point Strike) 하는
방법
(外간사격 : 무월광하의 어둠을 뚫고 최첨단 야시
장비를 활용 목표물을 정밀유도무기로 폭격하거나
45도의 초급강하 각도로 하강하면서 공격하는
방법으로 현대전 승리의 핵심
LOFT사격 : 초저고도 침투 후 목표물의 적위협
반경 밖에서 원거리 공격(Stand Off) 을 하는 방식
공대공사격 :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 또는 기총을
활용, 적기를 공격하는 방식. 재래전이나 조종사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공격방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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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서 공군시 ᄌ味:士쩝습니다
용기와 신념,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공

수행하던 중 기체후위에 화염이 발생하는 기

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고 ‘국민과

체이상으로 공중재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함께 하는 공군’ 을 몸소 실천한 *2001년 공

비상착륙을 결심하였지만 기수가 안동 하회

군을 빛낸 인물’ 이 선정되었다.

마을로 향하자 비상착륙을 포기하고 “민가를

공군은 지난 연말 ►전투력 발전부문 ►조

피해서 비상 탈출하겠다” 라는 교신을 보낸

직운영 발전부문 ►신지식/정보화 부문 ►희

후 민가 불빛이 없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 최

생/봉사 부문 ►체 육 /문 화 부문 ►민 • 군 화

저고도인 1.5km에서 공중탈줄을 실시했다. 이

합/협 력 부문 등 총 6개 부문에서 이진욱 •

들의 애민정신, 희생정신 그리고 투철한 군인

박주철 대위를 비롯한 개인 7명, 단체 1팀을

정신으로 인해 당시 비행기 추락사고에도 불

■20이년 공군을 빛낸 인물’ 로 선정했다.

구하고 민간인의 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공군인들

을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평소 남

또한 전투력 발전 개인 부문에서 수상한

다른 정열로 숨은 봉사활동, 창의적 • 능동적

서관석 소령도 눈길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인 업무 수행，선진공군문화 창달, 공군의 발

서소령은 4차례에 걸친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전 및 위상제고 등을 통해 공군이 21세기를

해외 공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도하는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우리 공군의 해외 전술공수 능력이 한 단계

기여했으며, 국민들과 주위 동료들에게 사랑

성숙하는데 일조했으며. 이번 아프간 난민 물

과 희망을 전달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성

자 공수시에도 풍부한 해외 공수비행 경험을

실히 수행한 사람들이다.

바탕으로 치밀한 비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주

공군 최고의 조직운영 리더 함윤웅 중령, 노

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공군 제5전술

래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강경한

공수비행단 251비행대대 대대장으로서 13개

중령, 전술공수분야의 전문가인 서관석 소령,

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에 기여하는 등 공

애민정신과 희생정신의 대명사 이진욱• 박주철

군의 전술공수 능력 신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대위,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들의 진정한 이

담당한 인물이다.

웃 김영대 원사, 군내 최다 자격 • 면허증 보

지난 해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들의 면면

유에 빛나는 이광욱 군무원, 국민에게 꿈과

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의

름다운 모습

사랑을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특수비행팀 블

을 그리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들 외

랙이글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에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

이들 수상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면서도 주위에 따뜻한 빛을 던지는 수많은

희생/봉사 개인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

공군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올 한해를

은 이진욱 • 박주철 대위. 이들은 지난 6월 8

빛낼 또 다른 얼굴들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을 이륙하여 임무를

여기에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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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 년 공군을 빛낸 인■들

25

만나고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늘입니다
~n —1
cz>I丄사관학교

수석입학에 빛나는 황은정 양 편집실

공군사관학교 2002학년도
제54기 신입생선발 결과,

선배 여생도/여성장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997년 3군 최초의 여

신문에서 보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 당장 스

생도 입교 이후 처음으로

크랩을 해 두었습니다. 금녀의 영역에 당당히

여성지원자가 전체수석을 차지하여 점점 커

도전하여 꿈을 이룬 모습이 자랑스럽고 한편

지고 있는 군내 여성파워를 실감케 했다. 화

으로 부러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힘들고 어

제의 주인공은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에 다

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선배님들께서

니는 황은정 양. 3단계의 어려운 입시관문을

앞서 그 길을 끗끗이 극복하셨음을 상기하며

통과하고 전체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황은정

저 또한 이겨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양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드넓은 하늘

수석입학으로 주위 분들의 기대가 크신 터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늘을 동

라 저 또한 부담감이 큼니다. 입교 후에도 공

경해왔고 밤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곤 했

부, 체력단련, 군인으로서의 정신무장 등 모

습니다. 또한 여성으로 태어나면서 채워진 사

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회적, 신체적 굴레와 한계를 군인이라는 이름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의 전쟁양상은 항공력

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공군사관학교

에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주로 뻗어

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가는 공군의 선두에서 조국 하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수석을 차지하게 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마지막으로 공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전까지 합격가능성조차 의심했고 부모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21세기의 군에서는

님과 주위 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선천적인 여성과 남성의 체력차이는 그리 중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사만을 바라보고

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다른 인내

준비해온 1년이라 떨어졌을 때 다른 대학에

심이 필요하겠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

진학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여성성과 남성

그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좋아하시

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21세기가 원하는

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셔서 더욱 기뽑니다.

신(新)군인의 모습이 아닐까요?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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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교육, 이젠 CD-ROM으로 하자!

군대에서 받는 교육은 무엇이든 재미없다?

육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공군이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는 옛이야기로 접어

체 제작한 "3대 악습행위 근절’ CD-ROM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공군은 구타 가혹행위나

는 ►구 타 및 가혹행위 근절 ►음주운전 근

성희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절 ►파렴치 행위 근절 등 선진 병영문화 창

위한 교육용 교재를 신세대 장병들에게 익숙

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한 CD-ROM으로 제작하여 장병들로부터 큰

담겨져 있다.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

특히 이번에 제작된 교육용 시청각 교재는

병영내 3대 악습행위를 근절하고 성희롱

기존의 교육용 자료와는 달리 교육효과를 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려하여 동영상/사진/만화 등을 적절히 활용,

가 지난 3월부터 제작에 착수해 9개월 간의

교육효과를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작기간을 거쳐 이번에 선보인 교육용 CD-

또한 사고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ROM은

장병들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성 희롱 예 방’ 과 。대 악습행 위 근

절’ 두 가지 종류로 35분씩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전문업체가 제작한

‘성희롱 예방’

CD-ROM에는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

판단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효과도 증대되
었다.
공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에게 효과적인 교

희롱의 피해와 영향 및 방지대책 ►성희롱

육을 실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 시청각

상담 및 고충처리 절차 등 군내에서 발생할

교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교육효과를 배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

가시키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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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탐방

한국공군 수송단 ‘資馬부대’ 창설
공군본부 ^보과

공군은 지난 해 12월 18일 공군 제5전술비행단에서 한국공군 수송지원단(靑馬부대) 창설식
을 거행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따른 다국적군의 수송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공군
수송지원단은 김득환 준장(진)을 단장으로 조종사. 정비사 및 지원요원 150명과 C-130 4대로
구성되어 국내에 주둔하면서 미 대테 러 전쟁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공군 수송지원단은 1차로 조종사, 정비사, 적재사 및 현지파견요원 18명을 구성, 싱가
폴 ~디 에 고 가르시아 간의 물자공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송지원 임무에 들어간 상태다. 1차
물자공수 임무에 투입된 251비행대대는 걸프전, 소말리아내전, 동티모르 등 해외 참전을 3차
례나 한 바 있는 정예부대이다.
공군은 C-130 항공기를 도입한 이래 91년 2월 걸프전, 93년 소말리아내전, 99년 동티모르 파
병지원 등 3차례에 걸쳐 수송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세계 평화유지와 국위 선양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이번 미 대테러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공군은 이번 수송지원단 파견에 앞서 지난 1〇월 ‘테 러와의 전쟁’ 에서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제정세를 비롯한 이슬람권 지역풍습을 익히고 생물학 • 화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
태세 행동절차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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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부대 창설일지

지난 해 9월 11일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련 등 사전 비행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아프간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주둔에 대비, 전 파견요원에 대해 국제법, 주

가를 위시하여 전세계적으로 테러 응징에 대

변정세, 군법, 관습, 풍토병, 화학전/사격훈련

한 지지가 이어졌고 우리 정부 역시 9월 17

등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일 미국의 대응조치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
지 입장을 재확인한 후, 공군에서는 미측의

이어 12월 6일 미국이 의료지원단과 연락
장교단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같은 달 18일 공군 수송지원단 ‘靑馬부대’ 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요청에 대비 9월 27일 공군 수송단을 지원하

싱가폴과 디에고 가르시아(편도 7시간 30

기 위한 파견 준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

분 소요)를 2회 왕복, 15,0001bs(6,818kg) 의 식

어 미 군사작전 지원계획 회의를 실시, 1〇월

료품을 전달하여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6일 파병 관련 작전계획 수립 및 인원선발을

청마부대는 차기 임무수행을 위해 예상기착

완료함으로써 청마부대 탄생의 밑그림이 그

지 비행정보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임무별

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15일 수송단 창

해외항법 비행계획을 수립, 해외주둔에 따른

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세부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인원선발이 이루어지면서 지원병력에 대한
저고도/장거리 항법훈련 및 전술 이착륙 훈

숨어있는 공군을 찾아라

체력은 국력，공군의 건강관리사
급양병과
공군본부 ^보 과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확고한 전비태세를

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즐겁게 일하

구축, 완벽한 영공방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 라는 근무 모토답게 조리실의 뜨거운 스

공군. 이러한 공군의 임무수행은 정예 전투

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은 매우

조종사를 비롯한 일선의 전투요원뿐 아니라

인상적이다. 또 근무 중에는 솔선수범하고 고

후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장병들의 노고가

된 일과 후의 휴식시간에는 후임병들이 각자

있기에 가능하다. 그 가운데 장병들에게 영양

여가선용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하는 선임병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들의 모습에서 애병여자(愛兵如子)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공군의 급양병을 만나보았다.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급양병들의 가족 같은
시간도 그들의 임무가 완벽히 수행된 후에야

365일 험없이 돌아가는 급양병 24시
급양병의 하루는 다른 장병들보다 훨씬 이
른 새벽 4시에 시작된다. 5~6명 정도 순번을

가능하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세
끼 밥이지만 이것을 위해 급양병들은 남들보
다 많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

정해 새벽조를 편성, 이들이 아침식사를 준비
하고 다른 급양병들은 6시에 기상, 배식, 청

복무중 전문기술인의 기회 부여되었으면

소 설거지 등을 한다. 8시쯤 배식이 끝나면

‘군대 밥은 맛이 없다’ 는 인식을 불식 시 키

당일 들어오는 고기나 야채 등과 같은 요리

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재료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위한 급양병들의 노력에는 끝이 없다. 기준표

일반적으로 식사시간 2시간 전부터 준비를

에 따라 만드는

‘짤밥’ 이 아니 라 급양병 의

시작해서 배식에 1시간, 뒷정리에 1시간 정도

노력 이 담긴 ‘작품’ 으로 보아 달라는 자부심

소요되며 이외의 시간은 요리재료를 준비하

역시 대단하다. 전역 전 조리사 자격증을 취

면서 보내게 된다. 그 날의 모든 식사가 끝나

득하기 위한 교육과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는 오후 6시 30분경이면 급양병들의 하루도

기회가 부여되어 군 생활이 새로운 기술을

함께 끝나게 된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장병들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이들은

의 식욕을 달래기 위한 라면배식 날이면 저

바라고 있다. 급양병들의 강한 책 임감과 사명

녁 늦게까지 다시 한번 수고를 하게 된다.

감이 개인의 발전과 공군 전투력의 증대로

적게는 600명, 많게는 3000명까지의 식사를
담당해야 하는 급양병은 12명선. 따라서 식사
를 준비할 때는 신병, 선임 구분 없이 모두
참가해야 한다. 예전에 단기사병(방위병)이
있을 때는 약 40여 명이 2교대로 운용되었으
나 지금은 인원이 1/3로 줄어 근무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합심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가족
30

발현되길 기대해 본다.〇

m

a 페인

지금은 쌀소 u I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
공군본부 정훈과

지난 해 쌀농사는 11년만의 최대 풍작이라

다. 쌀 100만 섬당 관리비용이 보관료와 금융

한다. 그러나 쌀의 과잉 공급으로 쌀값이 내

비용을 포함해 450억원이나 든다하니 그 비

려, 능촌에서는 풍년의 기쁨은커녕 시
름만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
기업, 군 등을 비롯한

용만 6,000억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
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름을 덜어주기

사회 각 분야에서 농
어주기 위한 범국
민적인 쌀소비
촉진운동이
어지고
것은

위해

서라도 쌀소비

민들의 시름을 덜

시
운

동에 적극 동참해
야 한다.

벌

세 계에
나라

있는

다행스

어느

언어도

정 ( 情 ) 이 라는
우리

러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고유의

정서를 표현할

현재 쌀소비

수 없다고 한

운동은 혼식비

다. 그리고 우

율을

높이고,

빵류나

리는 그

\

민족보다도

냉 면,

자장면 등 분식

이다.

떡볶

어려운 이웃을 보

이, 떡국 등으로 식단
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다. 또한 쌀가루
를 이용한 피자, 쌀국수, 쌀건빵
등 쌀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되고

정

이 넘치는 민족

의 조리횟수를 줄
이는 동시에

어느

면 눈물 홀릴 줄 알고
손을 맞잡을 줄 아는 민
족이다. 좀 어렵더라도 곤경
에 처한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
기고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며, 각종 수당이나 경품，상품 등을 품질

있는 그런 마음으로 쌀소비 운동에 적극 동

좋은 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농협

참하여 이 추운 겨울을 농민과 함께 따뜻하

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게 이겨내도록 하자. 〇

지난 ’ 96년부터 계속된 풍작으로 정부의 쌀
재고량이 내년에는 1,370만 섬에 이른다고 한

공군인〇| 바Efe 2002년

2002년 공군，공군인
편집실

작전사령부 소령 유수종

제1전투비행단 병장 강봉석

공군력의 중요성은 역사가 말합니다! 자주

희망찬 내일의 떠오르는 태양처럼 언제나 해

국방 및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강한

맑은 웃음과 씩씩한 모습으로 완벽한 영공방위

공군으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에 최선을 다하는 공군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방공포병여단 소위 류영기

제30방공관제단 병장 박한성

새해에는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인내
하고, 한번 더 돌아보고, 한번 더 용서하고,

2002년에는 밝고 건강한 공군, 활기차고 멋
진 공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한번 더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공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 대위 이재용
힘찬 각오와 함께 새로운 출
발을 했던 새 천년의 두 번째
해가 끝나가고, 또 다른 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 공군은 각자
의 분야에서 맡은 임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했고，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조국의 영공과 국민의 안녕을
지키며, 사랑받는 대한의 공군으로 계속 발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합시다. 공군 가족,
파이팅!

교육사령부 소위 한수경
지난 2001년은 공군에 여군이 뿌리내린 의
미있는 한해였습니다. 대망의 2002년 역시 공
군인으로서 여군의 위상과 역할이 새롭게 자

제17전투비행단 중사 지현만
임오년을 맞이하여 적토마의 생동감 넘치

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군 화이팅 !

는 모습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찬 정예공군이
되길 바랍니다.

공군본부 하사 이소연
대망의 2002년에도 꿈과 희망을 하늘에 뿌

군수사령부 9급 최지영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 2002년.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32

리며 발전하는 공군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
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우리 공군도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합시다.〇

ILove Air
Force

세 친구，공군에 가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차■ 영

훈

군대를 제대한 지도 거의 일년이 다 되어간다. 육군에서 복무한 나는 사실 공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공군에 대해서는 막연히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와 후배, 선배가 골고루 공군에 적을 두는 일이 생겼다. 군대에 늦게 간 친구
와 기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하늘이 좋다고 공군을 택한 후배, 그리고 사후장교로 공군에 입
대한 선배까지. ‘뭐, 군대가 다 똑같지’ 라는 말로 사람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평범한 육군보다
는 좀 특별해 보이는 군 생활을 할 것 같아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굳이 창공을 가르는 파일럿의 근사함을 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의 중요성
은 걸프전이나 요즘의 대테러 전쟁에서 확인되듯 참으로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덧
친구에게서 편지 올 때가 되었다. 잘 지내는지, 뭐하면서 지내는지，근무는 잘 하고 있는지...
어쨌든 공군 파이팅! O

하늘을 향한 내 마음을 담아
제，
8회 호국문예행사 시부문 우수/평원초등학교 6학년

이 연 진

푸른 하늘을 보며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
해 찾았던 넓은 보라매 광장! 멋진 공군 아
저씨들을 보며 대한민국 공군들이 정말 자랑
스러웠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하늘을 향한 내
마음을 담아 열심히 동시를 쓰기 시작했다.
물론 곧바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열
심히 노력했다. 오늘의 백일장을 통해 공군에
대한 내 마음이 훌쩍 커져 버린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공군을 위한 고마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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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형 에 게
포스코개발 장 근 호 (사 후 期기)

행단에 부임하던 첫날이 어제만 같은데-. 17
비에서 보낸 3년도 제 인생에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겨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참, 얼마 전에 임관 1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임관 후 처음
만나는 동기생도 있었는데 며칠 전 만났던 친
구처럼 무척이나 반갑더군요. 사회 각 분야에
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동기생들의
모습이 무척 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임관 10주년 행사는 2002년 2월 1일에 공군
K형.

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동기생들

지난 해 가을, 진주 교육사령부로 예비군

이 참석할 거라 생각됩니다. 1〇년 전 우리 모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사에서 올려다 본

두 하나됨을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교육사

가을하늘은 여전히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사

사후의 밤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

격장 주변 감나무에도 진흥빛 감이 주렁주렁

지요. 옛날 호랑이 같던 구대장님들도 참석해

열린 것이 후보생 때와 다름이 없더군요.

주시면 더욱 반가운 자리가 될 것 같군요.

사격훈련 첫날이었던가요? 교관의 명령에
우린 모두 사격장 끝에 놓여진 폐타이어를
하나씩 들고 선착순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지 기억은 안나지만 제일 큰 트럭 타이
어를 들고 온 동기생이 있어 우리 모두 웃었
던 기억이 납니다.
매캐한 유격장의 흙먼지, 기지구보, 행군,
전술학 등등, 지금 돌이켜 보아도 힘들었던
후보생 교육을 견디게 해준 것은 동기생 모
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
형.

내년이면 벌써 사관후보생 89기로 임관한
지 10년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
니다.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17전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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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날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

추억의 사진 한상

공 군 본 부 대위 윤 영 삼 (공 사 40기 )
1990년 6월. 생도3년 공수훈련장에서.

그날 따라 비는 오H 오는지...
몽은 물먹은 송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공중에 걸 ？! 낙하산 마냥 가버웠다.
고맙게도 그때 동기들은 지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공군의 간성(干城)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련데...
궁금하다
과연 웃고 있는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뒷모습의 2 2 7 언은 누구였을까.
한가지 기억나는 건
그도 웃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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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을 넘어 온

오페라의

f유령형
편집실

1986년. 런던 허 머제스티스 극 장 (Her
Majesty's Theatre)에서 조연된 이래, 십여 년
이 넘는 세월을 쉬지 않고 공연 중이지만 지
금도 구할 수 있는 표는 반년 후의 예약표
뿐. 영국 역사상 최초로 뮤지컬 음반이 판매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고 전 세계로 수출
돼 13개 국가,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된 뮤
지컬. 실제보다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뮤지
컬 •오페 라의 유령’ 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상
륙했다.
뮤지컬 거장들이 만들어 낸 무대 위의 유령
1911년 프랑스 작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동명 소설로, 오페라 하우스를 둘
러싼 괴기스런 스토리에 바탕을 둔 오페라의
유령은 수준 있는 무대와 완성도로 명성이
높다. 영국 뮤지컬의 자존심이라는 마이다스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 버 (Andrew Lloyd
Webber). 서구의 대표적 흥행 대작인 뮤지컬
빅 4의 기 획자, 카메 론 매 킨토시 (Cameron
Mackintosh), 무대 연출의 거장 해롤드 프린스
(Harold Prince) 등 쟁쟁한 제작자들이 참여
했다. 그러나 웨버가

‘오페라의

유령’ 을

최초로 뮤지컬로 만든 사람은 아니다. 베르디
나 오펜바흐 등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를
개사해 만든 영국인 작곡가 켄 힐 (Ken Hill)
의 「유령」( Phantom)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뮤지컬이 영국에서 상연되던 1984년, 우연

아흔 두 번째의 공연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

텔레그라프(Daily Tele-

에서는 네 번째이지만, 자국어로 번역돼 원

graph)記:에 실린 비평기사를 접한 웨버는 그

제작진과 현지 스탭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만의 ‘유령’ 제작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우리 뮤지

히 영국의 데일리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빼놓을 수 없다.

컬 시장이나 제작 현실이 성장했다는 의미도

아름답고 순수한 고음의 사라 브라이트만

된다. ‘오페라의 유령’ 의 신화가 한국에서도

(Sarah Brightman)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계속 이어질까. 공연은 서울 역삼동 LG 아트

된 것은 아무래도 •오페라의 유령’ 이 계기가

센터에서 6월 말 까지.©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유령’ 역으로는

문의 : 02)2005-0114

초창기 스티브 할리(Steve Harley)가 참여하기
로 되어 있었으나, 마지막에 마이클 크로포드
(Michael Crawford)로 배역이 확정된다. 원래
BBC TV 시리즈에서의 코믹 연기로 유명했
던 그는 ‘오페라의 유령’ 을 통해 브라이트만
과 함께 절정의 앙상블을 선보여 세인의 이
목을 집중시킨다. 십수 년의 세월 동안 유령
과 크리스틴을 거쳐간 배우는 무수히 많지만,
아직도 세계 도처의 유령 팬들에게는 그 누
구보다 이들의 목소리가 깊게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수효과와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
또한 ‘오페라의 유령’ 의 무대는 수많은 특
수효과와 볼거리로도 유명하다. 30만 개의 유
리구슬로 치장한 0.25톤 무게의 샹들리에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괴기영화의 한 장면
같은 유령의 특수분장은 객석 청중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화려한 오페라 장면을 연상케
하는 황금빛 장식과 무대의상들, 거대한 계단
세트에서 파리 하수구 밑의 음침한 지하 세.
계에 이르기까지

•오페 라의 유령’ 은 무대라

는 제한공간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변환시
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오페 라의 유령’ 의 한국 공연은 투어 공연
이 아닌 국가로는 열네 번째 나라, 도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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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에세이

희 랍논리 학은 아리 스토텔 레스의 형 식논리 학
에서 절정을 이룬다. 기하학을 geo(토지) +
metry(측량)로만 생각한다면 이집트나 중국에
도 상당한 수준의 것이 있었다. 그러나 오직

200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존재하지

않는다’ 는 답이 나온 것 이다.
20세기 최대의 수학 업적 중의 하나는 페
르마(Fermat) 의 정리에 관한 것이다.

희랍기하학만이 근대과학의 출발점이 될 수

‘a，b, c가 자연수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있었던 것은 형식논리의 덕택이었다. 또한 유

3 이상의 정수 n이 존재하는가?’ (a"+b" = cf)

클리드의 이름으로 알려진 희랍기하학과 이스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된 것은 처음 페르마에

라엘 종교의 핵심에는 공통적으로 ‘존재문제’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래 장장 300년간 최고

가 있다. 특히 근대수학에서는 ‘해(解)의 존재

급 수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후였다. 아

가 증명 될 수 있는가’ 가 중심 과제 였다.

무리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결과일지라도
논리적으로 존재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

서양문명에서의 존재증명

이다.

희랍 이래 기하학에는 삼대난문(三犬難問)
이 있 었 ^•

시나이 산에서 소명받은 모세는 신의 이름

(1) 임의각의 삼등분은 가능한가 (2) 원과 같

을 물었다. 신의 답은 ‘스스로 있는 자’ , 즉

은 면적을 지닌 정사각형은 존재하는가 (3)

존재이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

주어 진 정입 방체 의 부피 를 배(倍 )로 만들 수

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의 아브라함에 대

있는가

한 말씀에서 시작한다(『
창세기』 제12장). 이

희랍기하학은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할 수

들 “ 말씀” 은 희랍어의 logo^ 영어의 logic이며

있었다. 기계적인 방법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한자로는 論理이다.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하

있는 이들 문제는 엄격한 형식논리의 틀 속

고 절대적인 인격신이며, 최대 관심사는 ‘신의

에서 해(解)의 존재문제에 귀결되는데 결국

존재’ 여부에 있다. 이스라엘인은 이 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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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근본으로 삼는다.
예언자는 신의 대리인이면서도 중요한 때
는 신과의 논쟁을 서슴지 않는다. ‘이 계약을

분명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힌두교 또는 유
교문명권과의 관계가 전개될 것인가?
공자는 ‘신의 존재. 사후의 세계’ 를 묻는 제

준수했는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았는가’ 를 증

자에게 “살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해야 한다. 만일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

모르는데 어찌 그런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

을 때에는 노아의 흥수나 소돔과 고모라와

는가! 귀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

같은 대재난이 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

니 멀리서 경의만 표하면 된다(敬違).” 요컨대

에게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 설득을

공자는 ‘해(解)의 존재’ 여부를 추구하지 않

해야만 한다.

고 있는 것이다. 중국 수학은 고차방정식의

논리는 논쟁을 위한 방법이다. 이스라엘인은

근사해법에 관해서는 서양이 19세기에 발견한

‘신과의 논쟁’ 을 위해 논리를 닦은 것이다. 따

Homer의 방법에 600년 앞서 발전하였으나 아

라서 증명의 핵심인 논리(logos)에 모든 노력

무도 ‘해의 존재정리’ 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

을

기울여

이지 않았다.

야만 했다.

공자의 말을

이스라엘
의

종교에

빌면

“ 방정

식은

비록

는 유대교,

근사치라도

기독교,

이

좋으니 현실

슬람교

등

적으로 이용

이 있다. 모

할 수만 있

세는

이들

으면

종교

공통

것” 이 지 굳

예언자

이 일반적인

이며, 특히

해의 존재여

‘ 십 계 (十

부를

의

戒 )’ 는

신

물을

필요는 없는

에대한중
요한

좋은

것 이 ^•

계약

석 가모니

이다. 이들 삼대 종교의 차이점은 마지막 예

또한 같은 물음에 대해서 답을 보류했다(供

언자에 대한 해석에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

舍論, 檢置記). 심지어 선에서는 부처가 있느

수가 마지막 예언자인데 유대교에서는 아직

냐는 물음에 ‘있다/없다’ 두 개의 답이 준비

나타나지 않았고, 이슬람교의 마지막 예언자

되어 있다. 형식논리를 초월하고 있으며, 중

는 마호멧이다. 즉, 신 (logos)은 하나일지라도

요한 것은 존재여부가 아닌 현실을 타개하는

예언자(공리)의

방편인 것이다. 그러기에 진리는 ‘공 (空 )’ 이

선택에 따라서 종교세계가

달라지는 데, 이는 논리상 공존할 수 없다.

며 수학에 투영되 어 ‘〇
’ 을 발견하게 한다.
절대성, 또는 유일성을 거부하는 동양문명권

존재증명을 거부하는 동양문명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는 예언자의 설정과

이 타(他)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 수의 본질
문제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〇

정에서 이미 충돌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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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자인터넷

화면에 가득，인터넷 별자리 여행
인터넷서퍼

이수영 sy_lee@ cultizen .co.Kr

차갑게 시린 겨울밤엔 어쩐지 하늘은 더욱

아마추어. 천문가들 가운데는 주로 과학 계

검고 별들은 더욱 맑아 보인다. 혹시 별똥별

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특이하게는 한의

이라도 볼 수 있을까, 뚫어지게 올려다보게

학과 학생들이ᅮ자주 보인다.

된다. “아차!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

를 관찰하는 행위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이어

무래도 별자리

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져 내 려온: ‘인간과 우주의 교감’ 이 기 때문인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라고 읊

듯하다. 하지만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었던 시인의 노래처럼, 오늘

그냥 편안하고 낭만적인 일

밤은 별을 바라보며 소원이

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스타

라도 빌어보고 싶다.

리랜드에는 과거 어려웠던

인터넷에선 어떻게 예쁜 별

시절 비싼 망원경을 살 수

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추

없어, 수도 파이프, 청유리로

어 천문가들의 포털 사이트

만든 조잡한 망원경을 보며

스타리 랜드 (starryland.com)

별에 대한 갈증을 달래야

를 방문해보자. 별과 우주의

했던 시절의 이야기도 전하

신비로움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 있다.

의 모임이다. 대학에서 천문

그밖에 국립천문연구기관

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

인 한국천문연구원은 보현

지만, 별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문가 못지 않

산, 소백산 등 각 천문대별로

웹사이트

은 아마추어 천문가들이다.

(boaojeja 등)를 꾸며 놓았다. 천문학의 역사

어떤 취미든지, 깊이 빠짐으로써 세상에 도

등 관련 자료도 잘 정리했고, 무엇보다 질문

움이 되는 학식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은 꽤

게시판을 통해 시시콜콜하거나 심도 깊은 질

좋은 일이다.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더욱 그렇

문을 모두 친절히 대답해 주고 있다.

다. 이들은 더 이상 비전문가로만 분류되지

요즘 도시 부근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고,

않는다. 일반인이 알기 쉽게 천문학을 설명해

그렇다고 기구를 살 여력도 안 된다면, 인터

주고, 언론에 대중적인 별 관련 뉴스를 제공

넷으로나마 사진을 감상해보자. 외국 사이트

하고 있기도 하다. 요즘 이 사이트에는 초겨

이지만, 별사진 사이트(astropixcom) 에 방문

울이면 늘 우리곁을 찾아왔던 사자자리 유성

하면 아름다운 사진들을 손쉽게 가득 얻을

우(별똥별의 비)에 대한 특집과 감상문들이

수 있다. 다른 사이트를 더 찾아보고 싶을 때

한창이다. 하늘 복판을 쭉 그으면서 사라졌다

는 천문 검색 엔진 천기누설(starfinder.pakr)

다시 나타나고, 때론 펑 터지는 별빛의 향연

을 이용한다.〇

들이 역시나 장관을 연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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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읽는 세상

써賞
『
다윈 賞』(웬디 노스컷 지 음 /북 @ 북 스 )

호기심이 사람 잡는다
KBS 사회부 기자 이 진 성

못 말릴 게 사람의 호기심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면...
이 책에 소개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식 이 하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고인(故人)의 반열에 을린 위인들이다. 덕분에 산 사람들은 호기심이 사람 잡는다는 무서운
(?) 상식과 함께 고양이와는 달리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라는 소중한 교훈도 얻을 수 있었
지만.
이미 한 번쯤 해외 토픽 난을 장식한바 있는 그들의 엽기 발랄한 행동들은 대개 이런 식이
다. 캐나다 토론토의 고층 건물 24층에 사무실을 낸 한 변호사, 유리벽의 강도를 몸소 시험해
보이겠다며 그대로 돌진.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유리벽은 산산조각 났고 그 스스로도 추락해
산산조각 났다. (1996년 UPI 통신)
40대 후반의 한 미국 남자,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에 잠을 쨌다. 잠결에 수화기를 잡는다는
게 그만 장전된 권총을 집었고 귀에 갖다대는 순간 총알이 발사돼 이승을 떴다.(1992년 미국
지역 신문)
이같이 유력한 통신사나 신문을 통해 확인됐거나, 미확인됐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
례를 용케도 모아 책으로 엮은 지은이는 희생된 이들에게 멍청한 행동으로 자신의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인류의 유전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역설적인 명분을 내세워 매년 ‘다윈
상’ 을 수여 한다. 물론 받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달
가워 할 리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꼭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살다보면 우리 주위에서 이
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을 수 있는지. 특히 연초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 호기롭게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무슨 훈장인 양 떠들어대는 우리네 ‘음주운전 족
(族)’ 들은 이 상의 후보로 추천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방송 뉴스나 신문의 사회면 한 귀퉁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주저 말고
www.darwinaward.com로 제보하시 길. 물론 우리말이 아니라 영 어로.©

41

제 15혼성비행단 중위

김 지 훈 / 영화평론가

〈멀홀랜드 드라이브〉의 감독 데이빗 린치

지는 환상적 공간(〈
트윈 픽스〉에서 그림 속

(David Lynch) 의 영화세계를 조회하기 위해

에 나타나는 빨간 방 . 〈이레이저 헤드〉에서

서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라디에이터 속에 감추어진 소우주)으로 옮겨

“악몽, 환타지, 변형, 기괴한 사물” . 평화롭고

진다. 이 공간에서 이성과 논리, 시공간적 연

안락하기 그지없는 미국 중산층의 세계가 어

속성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며 대신 다른 면

느 날 불가해한 사건들과 뒤엉킨 욕망들에

모들로 뒤바뀐 욕망의 무의식이 생생한 극장

의해 균열되기 시작한다. 그의 명성을 최초로

무대처럼 펼쳐진다.

대중적으로 인 지 시 킨 〈
블루 벨벳〉에서는 아
버지의 돌연한 심장마비 발작과 잘려진 귀가

환상에 대한 讀法은 존재하는가?

마을을 공포로 밀어놓는다. 1991년 텔레비전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이러한 린치의 면모

시리즈로 제 작 되 어 〈
X 파일〉에 견줄 만한 숭

를 종합적으로 결산한 작품이다. 자동차 사고

배 현상을 일 으 킨 〈
트윈 픽스〉에서 FBI 요원

로 기억을 상실한 검은머리 리타와 배우 지

데일 쿠퍼는 이 마을에 도사린 살인과 도착

망생인 금발머리 베티는 함께 리타의 잃어버

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며, 마침내는 자신마

린 기억들을 찾아 나서고，그 과정에서 서로

저도 정체불명의 세계로 실종되어 버린다. 또

에게 가까이 밀착된다. 리타가 자신의 이름이

한 〈광란의 사랑〉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유하

다이앤이었음을 어렴풋이 떠올리는 그 순간,

고 천진한 여인 룰라에게는 그녀의 일상을

푸른 큐빅 상자가 발견되고 그 상자를 열자

편집증적으로 감시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일순간에 뒤집혀진다. 어느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이 존재한다.

새 베티로 알던 인물은 다이앤이 되어 있고,
리타였던 여자는 성공한 배우 카밀라가 되어
있다. 이 신비로운 변형과 함께 그들을 둘러

이성과 논리가 사라진 욕망의 세계
이처럼 린치의 주인공들은 좌절된 욕망, 혹

싼 주변 인물들의 위치와 관계도 뒤바뀐다.

은 도착적 충동(〈
블루 벨벳〉에서 도로시에게

상자를 열기 전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다이앤

가학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으로 무능한 아

의 환상이나 다름없던 것이었으며, 큐빅 상자

버지 프랭크)을 감추고 있는 어긋난 주체들

는 꿈과 현실을 접속하는 불가해한 힘, 욕망

이다. 그들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갑자기 세

의 비밀을 상징한다. 그리고 린치는 다음과

계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같이 가르친다. 환상에서는 더 이상 주인공의

(〈
로스트 하이웨이〉에서 두 주인공의

뒤바

시점에 기대어 일관적인 이야기를 꿈꾸는 것

뀜), 기형적 존재(〈
트윈 픽스〉에서의 가면을

이 불가능하다고, 환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쓴 아이)와 마주치면서 자신의 꿈들이 펼쳐

대상들은 길을 잃고 뒤엉키게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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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군은
공군올 사랑하는
^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률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링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룰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공 군 지 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 다 리 고 있습니다.
편 집 이 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받는 사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이 번 호 내 용 중 가 장 흥 미 있 게

읽었던 글 은 ?]

엽서

보내는 사람

......................................................................................................

이

름

......................................................................................................

소 속 (주 소 )

[다 음 호에 다 루 었 으 면 하 는 취 재 대 상 이 나 기 획 물 을 적 어 주 세 요 ]

전화 번호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 첨 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신: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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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학 (勸 學 )과 면 학 (健 學 )
제，
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얼마 전 신문에 난 작은 기사 때문에 잔잔한

긴 심오한 뜻을 깨우친다면 외적인 부는 보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어느 여자고등학교의

것없는 것이 되고, 내적인 부, 즉 마음밭을 갈

교사가 정부기관에서 수여하는 독서대상을 수

아서 인격체로서의 고고한 생을 영위할 수 있

상하였다는 기사인데, 정작 상을 받는다는 것

다는 말씀이다.

보다는 그 학교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00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권의 책을 읽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기사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지며, 어리석은 자는 책
으로 인해 어질어지고, 어진 사람은 책

에 눈길이 더 쏠렸다.

으로 인해 부귀를 얻네. 책을 읽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글을 통해서 얻

영화 누리는 것은 보았지만, 책

어지는 가치는 물질적인 그

을 읽어 실패하는 것은 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못했네.” 【貧者因書富하고 富

만의 보배 창고인 것이다.

者因書貴하며. 愚者得書賢하

옛 성현의 글을 읽다보면

고. 賢者因書利하니라. 刀見

배움을 권하는 글인 권학문

讀書榮하고

(勸學文)이 여러 편 있는 것

不見讀書堅라

네.】
이는 당송팔대가(唐末八

을 볼 수 있다.

大家)의 한 사람인 왕안석의

“집안을 부유하게 하려고 좋

권학문이며. 저 유명한 주자(朱

은 밭을 사려하지 말라. 책 속에

“ 말하지 말라. 오늘 배우지

본래 천 사발의 곡식이 있다네. 편
히 기거하려고 높은 집을 지으려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해와

말라. 책 속에 본래부터 황금으로 된 집이 있

달은 무심히 흐를 뿐.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다네.(중략) 남아가 평소의 뜻을 펴고자 한다

않는다. 오호라,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

면 경전을 부지런히 창 앞에서 읽어야 하리.’’

가r 【
幼i i 今티不學하여 而有來 h 하고, 幼請今

【富家不用買良田하라. 書 中 _ 有千鐘乘이라네.

年不學하여 而有來年하라. B 처述笑하나니 歲

書卞 i 有 黃 金 屋 이 라

不我延이로다. 鳴呼老笑라. 是i t 之添고.】라고

安居不用架高堂하라.

네.(中略)男兒歌途平生志면 A 經勤向窓前讀하
라.】

말했다.
과연 그러하다. 흐르는 세월이 무엇 때문에

위 글은 송나라 3대 천자였던 진종황제가 남

나를 기다려 주겠는가? 부지런히 힘써 글을 읽

긴 권학문이다. 재산이 많거나 대궐 같은 집에

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되새겨 맑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윤택하게 할 수는 없

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는 것이다. 오직 성현의 글올 읽어 그 속에 담

우리의 후세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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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읽는 글

효자 칠득이 이야기
방송작가 김 은 희

나이 20대 중반. 초등학교 졸업. 변변한 직

는다. 노모는 내내 뭔가 중얼거리고 있고, 일

업 없음.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일이 대꾸를 해주는지 칠득이가 입을 달싹거

오래된 초가집. 군청에서 나오는 약간의 생활

리는 게 보인다. 건장하진 않지만 튼튼한 칠

비와 마을의 허드렛일을 도우며 생계유지. 시

득이의 허리 옆으로 빠져나온 노모의 두 다

력을 잃어 가는 칠순 아버지에 다리를 못쓰

리가 앙상하다. 곁에선 긴 들풀들이 바람에

는 노모, 허리를 다쳐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흔들린다. 그 긴 논둑길을 두 모자가 타박타

형님과 내내 웃기만 하는 ‘바보’ 형수, 그리

박 두 다리로 걷는다. 그리고 참으로 경쾌한

고 어린 조카. 이렇게 다섯 명의 부양가족이

배경음악.

있음. 앞니가 하나 빠져 헤벌쭉 웃으면 휑하

추수가 한창인 들녘. 가을걷이로 바쁜 들녘

니 까만 구멍이 보이고 얼굴엔 여기저기 자

은 온통 황금색인데 바로 곁, 텅 빈 논 가장

잘한 점들이 가득. 게다가 부스스한 더벅머리

자리에선 우리의 칠득이가 허리를 굽혀 무슨

에 어눌한 발음.

일인가를 하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으? 힘찬

그리하여 멀쩡한 자기 이름으로보다는 ‘칠

구령 끝에 볏가마를 터억하니 어깨에 젊어진

득이’ 라는 세 글자로 불리는 청년. 그런데 어

다. 논가의 트럭까지 옮기는 동안 곁에선 일

쩌면 그의 표정은 그다지도 평화롭고 평온할

손을 멈춘 채 칠득이가 용하다는 듯이 바라

수 있단 말인가.

보는 마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께 지금 칠

나는 오래도록 그게 궁금했다. 혹은 그는
정말 •바보’ 칠득이인 것일까?
어느 날 오후의 마당 풍경. 칠득이가 빨래

득이가 테레비에 나온다는겨?” 그러든지 말
든지 한눈팔지 않고 제 할 일을 썩썩 해치우
는 칠득이.

를 해선 하나하나 긴 빨래줄에 너는 동안, 마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칠득이가 아버지

루에선 칠순 부모가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를 모시고 읍내에 나섰다. 아버지 약을 타러

있다. 바보 형수는 부엌문에 찰싹 붙어 카메

약국에 가는 날이다. 앞을 잘 못 보시는 아버

라를 보며 히죽히죽 웃고, 잠깐 몸을 일으킨

지를 모시고 이따금 읍내에 가는 것도 오로

형님이 마루 위 쪽문을 열고 밖을 기웃거린

지 두 다리가 멀쩡한 칠득이의 몫이다. 조심

다. 가족 중 유일하게

‘멀쩡한’ 조카가 삼촌

조심 아버지를 부축해 약국에 들어선다. 약을

주변을 이리저리 맴돌며 장난을 친다. 그러는

받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만원짜리를

동안에도 칠득이는 시종일관 예의 그 헤벌쭉

꺼내 그 중 몇 장을 내민다. 다시 남은 몇 장

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다.

의 지폐를 소중한 듯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어느 가을날의 오후, 논둑길. 칠득이가 다리
를 못쓰는 노모를 등에 업고 긴 논둑길을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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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지난 며칠동안 마을 사람들이 일을
준 덕택에 오늘 약값은 넉넉하다.

돌아오는 길. 칠득이 부자의 발길이 중국집

데 없는

‘재주’ 들이 몸에 배게 된다. 화면에

으로 향한다. 자장면 두 그릇. 나무젓가락을

비친 누군가의 표정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대

쪼개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지만 아버지는 그

강은 가늠하게 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

젓가락을 사용할 일이 없다. 칠득이가 한 젓

다. ‘저 사람의 지금 표정은 50%만 진짜야...’

가락 한 젓가락 직접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

뭐, 이런. 그런데 이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는 중이다. 한손으론 행여 홀릴 세라 아버지

칠득이의

턱 밑에 살짝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론 먹기

100%’ 라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궁금했다. ‘저

좋게 면발을 끊어가며 아버지 입에 자장면을

게 진짜일까’ 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표정 이

넣어드린다. 후룩후룩 잘 드시는 아버지와 대

가능할까’ 어느 PD에게 그에 대한 장편 다큐

표정을

보며

든 생각은

‘순도

견하고 고맙다는 듯 바라보는 칠득이의 표정.

멘터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던 것도 바로

아버지의 자장면 그릇이 바닥을 드러내자 그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게 성공할지는

제서야 칠득이는 자기 자장면 그릇에 젓가락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을 댄다. 첫 젓가락을 뜨는 순간 낭패스럽게

그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일 거

도 하나로 뭉쳐버린 면발이 그릇째 딸려올라

다. 그가 행복한 만큼 그의 가족도 행복할 것

온다. 그런데 우리의 칠득이, 그쯤은 이•무것

이다. 그리고 ‘칠득아 칠득아’ 부르며 날품거

도 아니라는 듯 심상한 표정으로 그릇을 떼

리를 주는 동네 어른들도, ‘옆동네에 막걸리

더니 면발 덩이에 얼굴을 묻고 열심히 먹는

마시 러 가자’ 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꾸미지

다. 아주 맛있게.

않은, 의식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그의 일

겨우 7분 남짓에 불과했던 칠득이의 이야기

상을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행복했던 걸까.

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에

사실은 그는 ‘나 지금 행복해요’ 라고 말할

대한 소식을 묻는 이들, 그를 돕고 싶다는 이

리가 없다. 어쩌면 “행복?” 하며 뜬금없는 표

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가난하지만 끗꿋하게

정을 지을 만큼 그 의미조차 모를지도 모른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에

다. 하지만 그를 보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서 그의 연락처를 묻는가 하면 당연히 다큐

그는, 정말 ‘착한 남자’ 다.

멘터리팀에서도 그를 찾았다. 그리고 그 얼마
후, 그는 ‘효자상’ 을 받았다.
방송일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참으로 쓸

참, 그러고보니 그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짧은 다큐멘터리, 제목 한번 정말 잘 지었다.
‘착한 사람, 칠득이’-

기상전방대

씻은

이 요구된다. 절기로는 정초에 한파가 몰려와

얼굴 고운 해야 솟 아 라 /산 너머 산 너머서

몸을 움츠리게 한다는 소한(小寒)이 1월 5일

어둠을 살라 먹 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

이고, 눈 덮인 겨울 들판에 황량함만이 남아

을 살라 먹 고 /이 글 이 글 애띤 얼굴 고운 해

있다는 대한(大寒)이 20일이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 아 라 /말 갛 게

야 솟아라...’ (박 두 진 의 「
해」) 가뭄과 집중호

올해는 임오년, 말의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우, 그리고 적조 등 자연 재난이 유난히 많았

말을 십이지(十그支) 동물 가운데 신의의 상

던 신 사(辛E ) 년은 가고 희망찬 임오(王午)

징이요, 신성한 서수(端默)로 생각했다. 그 예

년 새해가 밝아왔다.

가 신라 고분의 천마총(天馬:段) 벽화이다. 지

1월, 겨울의 한가운데서 대륙성 고기압이

상의 말에 날개를 달아 천상을 날게 한 상상

강하게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은 우리 조상들의 말에 대한 믿음을 단적으

1년 중 기온은 가장 낮고 눈은 가장 많이 온

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말은 용(龍). 호(虎)

다. 고기압 사이에 전선이 주기적으로 통과함

와 함께 튼튼한 육체와 활기 넘치는 정력의

으로써 이른바 삼한사온의 기상현상이 나타

화신으로서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난다. 또한 찬 고기압이 강하게 세력을 확장

존재로도 자리잡았다. 속담에

할 때마다 서해안과 영동지역에는 지형적인

도 간다’ 는 말이 있듯이, 말은 우두머리요, 지

폭설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기온은 -5 ~ 4°C

도자요, 선구자를 상징한다. 실제로 민속놀이

‘말 가는데 소

강설량은 평균 16cm이다. 하지만 겨울가뭄이

인 윷놀이에서도 말은 으뜸이다. 도는 돼지,

지속되고 건조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

개는 개, 걸은 양, 윷은 소를 상징하고, 모는

니 물절약을 생활화하고 실내에서나 실외훈

말을 상징한다. 이렇듯 을해는 말과 같이 희

련에서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올

망차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해는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세계

아껴주는 전우애를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에

적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〇

되고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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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건강설계는 이렇게 하세요

V

공군본부 의무감실

새해 소망으로 으뜸은 단연 자신의 건강과

에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

가족의 건강일 것이다. 이를 위해 새해의 들

므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알맞은 운동종

뜬 기분에 지키지 못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류, 강도, 시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

것보다는 자신의 나쁜 생활습관을 살펴보고

으로는 신체의 전체근육 혹은 큰 근육을 사

고치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용하는 지구성 운동(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

누구나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해야 하고, 음

거타기 등)이 효과적이며 체력수준이 향상된

주량을 줄여야 하고, 운동을 적절히 해야 한

후에 구기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실시

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운동능력

해야 하는지

알

의 60~75% 수준이 적절하며, 운동을 처음

새해

시작하는 경우는 40~65%가 적당하다. 운동

계획을 작심삼일

의 빈도는 최소한 1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해

로 끝내

버리는

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체중부담을 안고

경우가 많은 것

하는 운동(달리

같다.

기 , 웨 이트트레

지 못해서

금연에 성공하기

이닝 등 )은 3일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연속으로

하는

신의 의지일 것이다. 이

것보다는 격일제

를 위해 단계별 금연방법

로 하는 것이 신

(준비단계, 실시단계, 유지단계)을 구체적으

체의 관절과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로 설정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준비단계에서

있다.

는 본인 스스로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알아

올바른 건강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야 하며. 실시단계에서는 다양한 담배끊는 방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

법 중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

진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길라잡

고 금단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http: / / healthguide_kihasaje_kr)’ 를 권유하고

유지 단계 에서는 과도한 체중증가를 예 방하기

싶다.

위해 규칙적인 운동 등을 병행하여야 할 것
이다.

최근 우리나라 백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평시 생활습관이 장수와

적절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은 매일 술을

무관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올 한해는 건강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폭음 뒤에는 2~3일 정

위해 자신의 생활습관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

도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은 작은 것이라도 올바르게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란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띠고 있어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 자 .©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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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상식
신 속
#
고
간 편 한

이번에는 소액심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서 일반 민사
사건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소 액 심 판 제 도

소액심판제도가 일반재판과 다른 점은 ►소의 제기를 서면이 아닌 구술
로써 할 수 있다는 점 ►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기
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 사 자 본인을 신문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판결 이유를 쓰지 않습
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서 행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하고 지
급명령을 내리는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
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곧바로 강
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명령은 효력이 없어지며 일반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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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호국인i

심 일 (沈 鐵 ) 육군 소령
1950년 6월 25일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인 심일
중위는 춘천 정면의 주저항선인 소양강 진지를 방어하고 적의 서울
방향 진출을 막는 결정적 요충지인 38선 남쪽 4킬로미터되는 지점
(옥산포)에서 57밀리 대전차포 2문을 배치하고 있었다. 동일 07시경
전방에 적전차 1〇여 대가 출현, 사격을 가하였으나 적전차의 진출
을 막을 수가 없자，심일 중위는 특공조 5명과 함께 화염병과 폭약
을 가지고 매복공격을 감행, 적전차를 격파하였다. 이는 북한군의
남침 이후 국군이 거둔 최초의 전과로서 제6사단이 춘천을 2일간이
나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달의 문화인S

정 약 종 (丁 苦 鐘 )
1760년 경기도 광주 출생. 본관 나주(羅州). 세례명 아우구스티노.
다산 정약용의 형이자 기해박해 103위 순교성인인 정하상, 정정혜의
아버지. 이익(季渴)의 문인이 되어 성리학 등을 공부한 후, 가톨릭 신
자가 되어 1795년(정조 19) 이승훈(季承蒸)과 함께 중국 청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誤)를 맞0}들이고, 1799년 서울로 옮겨와 문영인(文榮仁)
의 집에서 살며 한국 최초의 조선천주교 회장을 지냈다. 전도에 힘쓰
면서『
성교전서(聖敎全書)』를 집필 중 1801년 신유박해(辛哲迫害)를
만나 서소문 밖에서 참수，순교하였다. 저서로는 한자를 모르는 신도
를 위해 우리말로 쓴 교 리 서 인 『
주교요지(主敎要旨)』가 있다.

이달의 독립인!

곽재기 (部 在 驅 )
1893년 충북 청주 출생.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청주 청남학교 교사로
있었으며 1909년 비밀단체인 대동청년당(大同靑年黨)의 당원이 되어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한 지하공작을 전개하였다. 1919년 만주 길림성
으로 건너가 김원봉 등과 강력한 비밀결사인 의열단(義烈團)을 조직
하고，1920년 6월 총독부 • 동양척식주식회사 . 경성일보사 등을 폭파
하고자 정황을 밀탐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8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
렀다. 1930년 다시 망명 하여 만주 • 상해 • 노령 등지에서 독립 운동을
계속하다가 광복 후 귀국, 한국 에스페란토 어학회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사업에 종사했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49

■력! 동아리

義

축구 열정 만은 월 드 컵 제 H
- 제8전투비행단 축구동아리 ‘창공’

" 與
t

제8전투비행단 소위 양 인 준
제8전투비행단에서

전통의 축구동아리로

창공은 이렇게 활동해 왔다

알려진 창공! 그들은 오늘도 그라운드를 누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비며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부대내 연병장에서 해왔습니다. 꾸준한 연습

맞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

으로 원주시장배 축구대회에서 3회에 걸쳐

는 요즈음. 8비 축구동아리 창공을 찾아가 축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원주 경희대

구에 대한 8전비 장병들의 뜨거운 열정을 들

학교 총장배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참모총

어보았다.

장배 축구대회에서 2회에 걸쳐 본선에 진출
하기도 하였습니다. 창공은 친목도모 및 경기

창공의 연혁
창공은 1984년 1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량 향상을 위해 지역 조기축구회 및 타부
대와 꾸준히 친선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비행단이 1982년에 창단된 점을 감안하면 비
행단의 태동과 함께 태어났다고 봐도 좋을

창공은 이래서 좋다! 괘?

만큼 8비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인의 기본인 체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동아리입니다. 모두 5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은 물론이고, 부대원간의 인간적인 유대감,

있으며 영내사병 30명을 준회원으로 받아들

결속감도 깊어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여 함께 친선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들은 일선에서 원활한 업무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마디로 축구에서 멋

동아리 이름을 창공으로 지은 특별한 이유
창공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공은 공군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인 이름이며 하늘을 영원한
고향으로 삼는 우리 공군인
의 모임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
라 창공은 희망을 상징하기
도 합니다. 저희 동아리를
통해 우리 공군이 걸어가야
할 희망찬 미래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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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팀플레이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과 같습니다

장
_

비상출격

뉴21쉬 져쟁 준hll ^
공군본부 시설감실
겨울철 폭설과 혹한은 모든 군인들에게

작된 것으로 제트엔진을 가동할 때 나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살을 에는 듯한

엄청난 열풍이 활주로에 쌓인 눈을 단숨에

매서운 강추위와 싸우며 부대 곳곳에 수북

20~30m 밖으로 날려버리며, 최고 섭씨 7백

이 쌓인 눈을 치우는 일은 모든 장병들이

도의 열이 분사되면서 쌓인 눈을 순간적으로

겨울철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일 중

녹여 없애버릴 수 있다. SE-88을 이용하면

하나다.

활주로에 쌓인 20cm의 눈도 2시간 정도의 작
업으로 모두 제거할 수 있어 공군은 겨울철

청단 제설기계로 완벽한 작전지원
공군도 이러한 제설작업에서 예외일 수 없

에도 항공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특히, 공군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
로，유도로, 주기장 제설작업은 공군 동계작
전과 훈련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

활주로 제설작업，단지 2시간!
과거에는 눈이 내리면 공군 기지내 전 병
력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지 이곳저곳을

작년 20년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공군 비

돌아다니며 부대를 하얗게 뒤덮고 있는 눈을

행단 활주로는 정상을 유지해 작전과 훈련이

치워야 했다. 하지만, 지난 ’ 90년 공군 제15혼

평소대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에 무

성비행단에 다목적 제설장비인 SE-88이 도

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 그 비밀의 주

입된 후, 전국 공군 비행단에 배치되어 동절

인공은 바로 공군 기지의 광활한 활주로, 유

기 제설작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도로, 주기장의 쌓인 눈을 짧은 시간 내에 제

공군 장병들은 그러한 수고를 덜 수 있게 되

거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다목적 제설장

었고. 동절기에도 본연의 임무에만 정진할 수

비 SE-88, 스노우 마스터, 스노우 플로우 삼

있게 되었다. 공군의 완벽한 항공작전 지원

총사이 다.

앞에 눈은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한다. O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SE-88이다.
SE-88은 도태 항공기 엔진을 재활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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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빠른 발로 열심히 뛰며.
젊고 창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하는
정훈^교로 첫발올 내딛었다.

전투기가 지축을 울리며 찢어지게 굉음을
내는 소리에 익숙했던 최일선 전투 비행단에
서 5년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던 비행생활.
F-4E 팬텀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로서의 추
억들은 기억 속에 접어두고1 특기전환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훈장교로서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드드아른

위아여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대위 김 성 덕

로 전입, 본부파견 전까지의 일주일간은 문서
를 훌어보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 했지
만 정훈업무의 내용을 이해하기엔 너무도 부
족한 시간이었다. 2주차되는 월요일, 1년에
한번씩 능부가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듯 정
훈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정훈실태평가를 맞
이하게 되었다. 실장님께서는 일년에 한번뿐
인 이번 실태평가가 정훈장교로서 필요한 것
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시
며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나 역
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정훈업무의 매서운 실
체를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계통대로 향하는 새벽녘의 긴장감

이틈날 아침, 초행길의 공군본부로 향하며
차안에서 내내 생각한 것은 이른 새벽 태양
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위치가 0}무것도 모르
는 미지의 상태, 가장 짙은 어둠의 상태가 아

가혹한 스크랩, 공보와의 전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공

‘정훈’ 이라는 병

보과의 첫 날. 날이 채 밝기 전에 하루를

과는 내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처럼 긴장감

시작하는 곳이다. 국방일보를 비롯한 각종 일

으로 압도하며 내 능력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었다. 정훈과, 공보과, 문화홍보과

간지의 스크랩이 시작되는 시각, 하나의 기사

선 • 후배 요원들과 다소 상기된 얼굴로 간단

한 편집이 감행된다. 공보과의 숨가쁜 하루는

히 인사를 나누자마자 문화홍보과 윤대위와

대 • 내외 보도자료 발굴을 위한 홍보관계관

AIR SHOW 행사장인 성남 비행장으로 발길

회의, 재경공보실의 가판확인보고 및 연합뉴

을 옮겼다. 3일 동안 AIR SHOW 흥보팀에

스, 인터넷 뉴스 재검색을 통한 보도검토 오

출근하며 실시간으로 쓰여지는 보도자료와

보에 대한 언론대응을 하다보면 퇴근은 밤

여러 방송매체의 섭외. 취재안내까지 너무나

W시가 넘어버리기 일쑤였다. 한편 공보과의

도 바쁘게 운영되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

서울 주재 파견부서인 재경공보실은 보도의

끼며, 순간적인 판단력과 시의성이 요구되는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공보의 핵심부서이자

업무의 연속 속에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

말 그대로 공보의 최전방 싸움터였다.

닐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 누락되거나 배치가 매끄럽지 않으면 과감

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하얀 연기로 수놓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블랙이글 용사들...
세계에서 오직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현

출근부터 퇴근까지 내 얼굴과 마주하는 컴

란한 태극문양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퓨터, 책상 주변의 스크랩한 기사들, 잘나오

기쁨을 누리기 위한 기자들의 취재, A IR

는 펜과 깨끗한 노트가 이제는 나와 업무를

SHOW 홍보팀의 보도자료와 방송은 공군 홍

함께 할 존재들이다. 지금 나는 그 동안 제대

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로 활용하지 못했던 빠른 발로 열심히 뛰며,

것이었다.

젊고 창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하
는 정훈장교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나에게

정훈 • 공보 • 홍보의 빈름없는 맞물림

는 틈틈이 스쳐가는 생각의 조각들을 정리하

이번에는 정훈과였다. 장병들의 굳건한 안

고 메모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들게 되었다.

보관 확립과 필승의 정신무장 확립을 위한

이런 습관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정훈교육활동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부여

고쳐가며 정훈분야에서 제몫을 다하는 정훈

된 자료를 기반으로 교안작성을 위해 고민해

장교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정신교육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직무교육은 내게

날’ 을 진행하며, 발표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

커다란 용기를 심어주는 기회의 연속이었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끼는 안타까운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다.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준

짧은 주말은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두 아

선 • 후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들과 보내기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전한다. 〇

정신을 가다듬고 아쉬움을 남긴 채 다시 계
룡대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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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에
2001년 여름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사랑이란 단어가

꿈 I 에 받은 편 지 ，

없어도 난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심을 압니다. 아빠. 내가 봐도 언제나 멋진 대한
민국 공군. 불같은 성격이지만 10년 전 단골식당 찾아 헤

IE

初에 부치는답신

매는 순수 소시민. 때론 수줍음이 많아 전화 건 내 친구에
게 ‘안녕’ 이 란 말밖에 못하는 사춘기의 순수. 집 전화번호
도 모르는 정보부장.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

작전사령부 김국휘
대령의 아내 박 경 복

여기도 휘영청 달이 밝아 책상에 앉아 그리운 마음을
써 보았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
고 꿈꿀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 서 륙 • 서렴

2002년 1월
중국에서 만난 송매화 할아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9년 1월 차가운 날, 한겨울이었지만
이른 시간에 전하고 싶은 꽃바구니 때문에 ‘엔사’ 뒤의 새벽 꽃시장을 자전거를 타고 갔었지
요. 그날따라 추운 날씨 때문인지 상인은 거의 없고 할아버지 한 분만이 송매화를 들고 나와
계셨습니다. 송매화(松梅花). 소나무 가지에 손톱만한 매화가 피는 나무. 어릴 적 어머님으로
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향기를 가질 수 있다면 송매화향을 지니고 싶다고 하셨
습니다. 할아버지는 송매화에 추억 이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으니 다행 이라고 하셨지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을 추억하면 많은 즐거움
중에도 언제나 화두같이 내 마음에 그윽한 향을 던지는 송매화 할아버지. 추위에서만 툭 터지
는, 꽃이 질 때까지 향기를 머금는 손톱 만한 송매화를 아드님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향을 나도 감히 머금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드세어도 꺾이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훤히 빛나는 영혼처럼, 젊음 속에 패기와 지성을 함
양해 나가기를 엄마는 늘 깨어 기도합니다.
추신. 맹하에 보내준 편지가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추위가 성해지는 것은 곧 봄이 온다
는 것이니. 열심히 지내기를 바라며 늦은 답신 해서하기 바랍니다.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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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문에

교 육 사 기 본 군 사 훈 련 단 구대장님께
제改17부대 상병 이 강 용
필승! 병 555기 신병 2대대 4중대 1구대 12번이었던 상병 이강용입니다. 근무를 나가면 하
얀 서리와 입김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차가운 계절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
다. 요즘처럼 춥고 몸이 힘든 날이면 구대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 둘씩 떠올라 저를
다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높고 험한 오르막 길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힘이 든다면 언제나 처음 마음가
짐을 생각해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편하고 쉬운 내리막 길이 있을 것이다.” 구보할 때 정
신 없이 들었던 이 말을 그 때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제 군 생활을 튼실히 세워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구대장님께서 혼을 내시거나
격려하실 때에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하시던 말씀. “사람은 얻은 것만큼 베풀어야 한다.
꼭 2배가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당당한 공군인으로 다시 태어나 기훈단을 떠나기 전에 마
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 "군대에 왔으면 군인답게 행동하고 자신이 군인임을 항시도 잊으
면 안된다.” 군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이정표가 된 잊지 못할 말들입니다. 지금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예공군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구대장님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
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군 생활 열심히 하는 강용이가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필 승 !〇

作 心 三 H 이 作心三十年이 되 기 를
교육사령부 병장 신 용 선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에게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지키지 못할 자
신과의 약속을 하는 버릇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결심이라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키지 못할 결심을 세울 때 만
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굳은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 1월 1일부터 등산을 좋아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아침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영악한 저로
서는 그 결심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장난감을 약속 받았습니다. 첫날과 이튿날은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깨우고는 앞장서서 약수터에 다녀왔지만, 셋째 날부터 장난감이고 뭐
고 그냥 아침에 늦잠 자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날부터 또다시 고독한 약수터 산
행을 하셨죠.
얼마 전부터 저녁 시간마다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3주째-벌써 작심삼일
의 제 버릇이 깨어져 버렸군요-가 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결심이 굳게 섰는지 아직은’ 열심
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마다의 달리기는 어찌 보면 하찮은 결심일 수도 있지만, 내년
제대하는 그 날까지 꼭 지켜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생각입니다.
30개월 간의 기나긴 군 생활 동안 자신만의 결심을 하나쯤 세워 제대하는 그 날까지 지켜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군 장병 모두의 作心三터 이 作心三年이 될지도 모르니까요.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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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계 소식

항공안전등급 1등급 회복

機內서 휴 대 폰 • 노트북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

사용 100만원 이하 벌금

급이 2등급으로 떨어진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

지 4개월 만에 1등급으로

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회복됐다. 미국 연방항공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0

청 (FA A ) 은 한국의 항공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

안전등급을 지난 12월 6

록 하는 내용의 항공기운

일자로 1등급으로 올린다

항안전법

고 공식 통보해 왔다. 이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되었

로써 우리나라는 항공안

다. 법안에 따르면 이외에

개정안이 국회

전 후진국의 멍에를 벗게 됐으며 항공사들은

도 ►흡연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미국내 신규노선운항, 기종변경, 좌석공유 등

► 성적 수치심 유발 ►주 류 나 약물을 복용하

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건설교통부는 항공

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

청 신설계획 수립, 항공법령 정비, 항공안전

해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의 개선노력을 통해

있다.

안전등급 조기회복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인천공항 2단계사업 올 하반기 착공

미 국방부, 대한항공 이용중지 철회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이 올 하반기

미국 국방부가 지난 ’ 99년 12월 런던에서

에 본격 시작된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총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직후 미군

4조 7032억원을 들여 ►초대형 항공기도 이

등 직원들에 대해 공무출장시 대한항공 이용

착륙할 수 있는 4천미터급 활주로 1개 ► 항

을 금지한 조치를 1년 11개월만에 철회했다.

공기 3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객탑승동 1개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가 대한항공을

► 항공기 56대분 계류장 등을 만드는 것을

이용중지 (Temporary Nonu9e)' 항공사로 분류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단계 사업

했던 조치를 철회한다는 공식문서를 보내왔

이 끝나면 여객처리능력은 현재 연간 3,000만

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는 실사팀

‘잠정

명(세계 13위)에서 4,400

을 대한항공에 보내 항공

만명(세계

사 안전조치 현황에 대한

10위), 화물처

리능력은 연간 270만톤
(세계 6위)에서 450만톤
(세계 3위)으로 늘어, 국
제적 대형 공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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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를 벌였다. 公

알 •립•니•다

r 군사교리연구』
誌 원고모집

전투발전단에서는 항공우주
력 발전을 위 한 『
군사교리연
구』誌 원고를 모집합니다. 내
용은 군사개념, 교리, 전략 및
작전, 신무기체계 운용, 공군
력 운용 등 항공력 발전방향
항공우주 정책연구원 기금모금
항공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r 공군평론』원고모집

공군대학에서

발행하는 공

에 관한 것이며 분량은 A 4 용
지 30매 내외입니다.
문의 : 효)5757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군평론이 제110호 원고를 모

항공우주사상을 고양하고 항

집 합니다. 내용은 공군정책,

공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

항공우주전 략 및 교리, 군사 •

갈

국제정세에 관한 것이며 타지

공군본부 문화홍보과에서는

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 또

격오지 부대에 보낼 도서를

‘항공우주정책연구원’ 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

격오지부대 도서기증 안내

다. 연구원 발전을 위한 기금

는 번역물이어야 합니다. 분량

기증받고 있습니다. 격오지 부

을 모금하고 있으니 공군인

은 200자 원고지 200매 (A 4 용

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지 30매) 내외이며 원고마감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열심

드립니다.

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공군

히 근무하는 부대원들에게, 여

력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러분이 기증하신 도서는 큰

창의적이고 성실한 연구를 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금 제공방법
- 일 시 금 : 무통장 입금
(개인별)
- 월구좌제 : 각 개인 은행

대 하겠습니 다.
문의 : 자)4214, 042)870-4214

도서종류 및 기증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의 : 효)6237

의 자동이체 신청서로 입
금(1구좌 1明0원 이상)
- 구좌번호 : 국민은행
067-01-0516-99K 예금주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문의 : 태)6070, 02)824-0494

사이버 장학생 지원센터 개통
공군본부 교훈감실은 최근 21세기 우수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일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관리하고 있는 공군 조종장학생 및 항공대 학군장학생. 군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성
적관리, 교육 및 알림사항 전파 등 공군 장학생 관리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개발하여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공군 장학생은 공군 홈페이7ᅵ접속을 통한 m 개설, 각
대학 장학담당관은 학교별 지정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면 됩 니 다 .©
문의 : 효)136즈 02)50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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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퍼■로!

★ ▲ • ■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1월 17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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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호 퀴 즈 로 ! 퍼즐로! 당 첨 자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948 이한영
21

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1101-403 이한별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삼정부영205 강경아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27(5/4) 홍원기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사서함1호 김윤수

퀴즈로! 퍼즐로! 정답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는로열쇠9
*
7
5
3
1

세로열쇠

1. 무장을 아니함. 또는 그러한 상태. DMZ, *0 0 0
지대’ •
3. 육 • 해 • 공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인터넷
人K기트 www.mnd.mil
5.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 이번 호
공군지는 ‘〇〇〇적인 작품’ 이대
7. 간장, 심장，비장，폐장, 신장을 일컫는 말. 〇〇
육부.
9. 서로서로 도움.
11.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
12. 다음의 한자 독음(讀音). 格乘客.
14. 행정직 4급 공무원의 직급. 부이사관의 아래，
A 卜 ^의 우 |.
15. 새로 단장하여 영업을 처음 시작함.
18. 콩으로 이걸 쑨다고 하면 믿어야겠지요?
20. 달걀에서 태어나，크면 닭이 되지요.
21. 왕년의 권투 챔피언. 곱슬머리.

1. 안성기는 고민합니다. DVD를 살까 O O O 를
살까.
2. 장이모 멍이요. 이걸로도 알까기를 할 수 있습
니다.
4. 하사관의 새로운 명칭.
6.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히 피하기 위해 마련한
출입구.
8. 오륜의 하나.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가 있음을 이르는 말.
10.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달리 이르는 말. 혹은 현실
과 유리된 학문이나 예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1. 외교사절단이 주재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관.
13. 싸움에 이긴 여세를 타고 계속 몰〇[침.
16. 자기집 문 앞에 버려져 있거나 우연히 얻거나
하여 기르는 0띠1. 전원일기의 금동이.
17. 1.5리터 플라스틱 병. P.E.T.
18.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이르는 말. 메추라기
^고도 합니다.
19.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운동장. O O O 으로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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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 년，보안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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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우주로/
王午年，새해
공군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