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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공군대장 이 억 수

최근의 전사가 증명하였듯이, 20세기와 함께 출발한 항공력이
이제 전쟁수행의 고전적 관념과 한계를 초월하여 전쟁승리의 선
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영역이 무한한 우주로 확대되는 금세기에는 항공
력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미래 불특정 안보위협
하에서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우주력 건
설에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제3회 항공력 국제학술회의 환영사 중에서

칼럼

선진

월

1 다

공군사관학교 인문사회학처장 대령 이 재 강

사람이 나이를 먹듯, 조직도 나이를 먹는

서의 미군의 승리는 정보작전의 승리이기도

다. 유기체로서의 조직도 세월이 흘러감에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화화의 승리라고 말할

따라 경륜이 쌓이게 마련인 것이다. 열악한

수 있다. 미국군대가 월남전 세대를 대표하는

환경에서 출발한 우리 공군은 올해로 어느

부패, 무능, 부도덕의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

덧 창설 51주년을 맞이하여. 나이 오십에

해, 새로운 세대의 장교들에게 질 높은 교육

하늘의 명을 안다(i 十 知 ]국 향 •)는 지천명

기회를 부여하여 지적 도전을 통한 탐구정신

(知天命)의 장년이 된 것이다.

을 고양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소
통능력과 실전수행능력을 배양하며, 심지어

조직문화의 의의

국방성 차원에서

charm school’(장군반)까지

조직이 나이 오십에 천명을 안다는 말이

운영하여 장차 군의 주요 지휘관이 될 초급

무슨 뜻인가? 조직이 처한 시간(天時)과 공

장관급 장교들에게 사회적 교양을 가르치는

간(地理)속에서 자기 정체성(IE體性)을 제대

등 문화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아

로 깨닫는다는 뜻일 것이다. 전통있는 명문가

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그 가문의 가풍
(家風)이듯이, 조직의 정체성, 즉 조직의 조
직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이다.

공군의 개척정신과 불사조정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공군에도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후 불모의 환경에

따라서 기업이나 공조직은 저마다 문화를

서 공군을 창설한 ‘개 척정신’ 이 있었고, 6 •

기업전략으로 하여 긍정적이고도 참신한 이

25 전쟁시에는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조직발전을 도모하려는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했던 선배들의 ‘불사조

‘문화화(culturization)' 에 힘쓰고 있다. 국내

정신’ 이 있으며, 전쟁후에는 국가방위와 나라

굴지의 모(某)기업이

국내외의 문화사업에

의 발전을 위한 ‘멸사봉공’ 의 정신이 충일하

힘씀은 물론, 기업스스로의 문화화에 심혈을

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전투의지를 북돋아 주

기울인 결과，조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부여

는 군인정신차원에서만 다루었지 문화의 차

하고 소비자에게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견

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실한 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

에 어느 대학생으로부터 들었던 ‘국제신사’ ,

가 될 것이다.

‘지성인’ ,

‘쾌남아’ ,

‘모험정신’ ,

‘빨간마후

문화화는 민간부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

라’ 등 공군인에 대한 표현도 비록 문화이론

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군대에서도 존속

으로 체계화되지 못했을 뿐, 이론적으로 잘만

과 발전의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걸프전에

가다듬는다면 공군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4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의 기능적 충실성과
견실성 못지 않게 조직의 총체적
이미지 형성 또 한 중요함율
인식해야

문화주제로 표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m

것이다.

나는 법규와 관습 등을 개선 • 발전시켜, 건전

문화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

한 행동문화를 정립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런

겠으나, 문화인류학자 비 어 스 테 트 (Robert

뜻에서 음주문화를 비롯한 역기능적 군사문

Bierstedt)는 이념과 기술 측면에서 문화를 위

화를 정화하여 건전한 선진 공군문화를 정립

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

하려는「
신병영문화 창달위원회」의 작업은

제적인 것으로서 물질문화(物質文化), 그 위

장년공군으로서의 문화화를 위해 시의 적절

에 법규 • 관습 등을 포함한 규범문화(規範文

한 일이라 본다. 이러한 규범문화가 어느 정

化), 그리고 가장 상위의 문화로서 가치문화

도 내면화되고 행동화되면, 복제, 군가, 로고,

(價値文化)가 그것이다.

조형물 등 우리공군을 물리적으로 상징하는
물질문화의 정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서, 비

공군의 가치문화

로소 가치문화. 규범문화, 물질문화가 하나의

공군의 가치문화란 공군조직의 이념, 비전， 스펙트럼으로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표와 공군인의 가치관과 역할에 대한 신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태도 등과 같은 정신적 창조물을 지칭한 것

위해서는 우리 공군의 기능적 중실성과 견실

으로서. 공군조직이 가지는 상징과 의미체계

성 못지 않게 조직의 총체적 이미지 형성 또

를 포함한다. 규범문화는 공군의 가치문화가

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

제공해주는 원리에 따라 가치를 객관화하고

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인식 이전에 조직 구성

전달하며 사회화하는 일종의 행동문화이다.

원들이 그 조직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물질문화란 건물, 각종조형물, 상징물 등 가

하며 신명나게 일하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의

치문화 및 규범문화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문

의가 있을지 모른다. 건군 51주년과 문화의

화를 말한다.

달에 즈음하여, 장년공군의 위상에 걸맞는 선

가치문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행해 온 선

진공군문화 창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전 공

행연구에서 밝힌 공군인이 지향하는 핵심가

군인이 이에 동참할 것을 공군 조직의 구성

치 (core values)를 보완 발전시키면 될 것이

원으로서 감히 외쳐보는 바이 다. 〇

고. 중요한 것은 실제 공군인의 삶 속에 나타

R .O .K. Air F o rc e

공군은 지금

_

D 이억수 참모총장 대전 자혜원 방문, 원생격려 및 위문성금 전달
B 이한호 참모차장 태국 공군대학 총장 일행 접견
因 제213비행교육대대 13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田 제15회 공군참모총장배 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6

한 무사1 비행:)\록

因 김대욱 작전사령관 韓 • 美 장병 격려행사 가져
因! 군수사령관 美 합동군사업무단 접견
B 제1〇전투비행단 • 美공군 방공포병부대 고아원생 초청행사 가져
因 제1전투비행단 지역내 육군부대장 초청 행사 가져

7

0 제115전투비행대대 3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四 제19전투비행단 SR기간 중 농가일손돕기에 나서
KD 제17전투비행단 항공기 제독훈련 실시
四 제1전투비행단 ‘에너지 절약' 전문가 초빙 강연
因 방공포병사령부 수해복구 대민지원 실시

四 공군군악대 정부대전청사서 정오의 음악회 열어
四 제30방공관제단 수해복구 대민지원 실시
四 제15혼성비행단 항공기 소방훈련 실시
四 제19전투비행단 폭발물 탐지제거 전문 로봇 MK-6 운용 시범
四 공군본부 수해복구 대민지원 실시

9

육군으로부터

공군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오던 항공부대 간 부 들 은 국군
조직법 제정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공군
독립의 근 거 를 마련하고，1949년 6월 28
일 육군본부에 항 공 국 을 설치하게 되었
다. 이 후에도 계 속 적 으 로 항공부대 간부
들 은 공군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과

주 장 을 정계 및 관계 요로에 건 의 한 결
과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 군 본 부 직제’ 에 의거 1，
600명의 병력
과 20대의 L- 형 항공기 를 가 지 고 육군에
서 분리되어 마침내 공 군 으 로 독립하게
되었메

의대 한 공군의 영分

한줄기 유 성 으 로 산 화 한

故: 이상 수 (후 f f i ® )

1949년 10월 1일 창설된 우리 공군은 1950

었다. 일본의 미 공군 기지에서 우리 조종사

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전투기를 보유하

들은 불과 4일(6. 2 8 - 7 . 1) 간의 학과 및 조

지 못하고 T-6, L -4 등 경비행기로 연락임무

종훈련 교육을 받고 7월 2일 저녁 F-51 기 10

와 지리산 일대의 공비토벌 작전에 정찰임무

대를 직접 몰고 현해탄을 건너 대구기지에

를 수행하기에 바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무사히 도착하는데 실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

전쟁이 터지자 물밀듯이 밀려오는 적 탱크와

휘한 쾌거였다. 이들은 바로 그 다음날 7월 3

소련제 미그(MiG) 전투기 앞에 우리 공군은

일부터 출격을 감행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항할 전투기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다. 6

기상이 허락하는 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

월 26일 일본에 위치한 연합군사령관 맥아더

고 공중 폭격작전을 수행하였다.

원수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한국 공군에

서울수복 작전 및 초기 평양폭격에 매일같

양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공군 지휘부에서

이 출격했던 전투 조종사로는 이상수 중위를

는 그날로 즉각 전투기 인수를 위한 10명의

비롯한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정영진 중

조종사를 차출하여 수원기지를 출발 일본 이

위 등 초창기 요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당시

다즈께 미군기지로 급파했다. 당시 선발된

이상수 중위는 박희동. 김성룡, 강호륜, 정영

최초의 전투조종사는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

진 등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 평양/신의주/

이하 중령 김영환, 중령 김신. 중령 장성환,

박천/강계/만포천 등 적 후방 깊숙히 위험한

대위 강호륜, 대위 박희동, 중위 김성룡, 중위

장거리 폭격을 연일 감행하여 한국전쟁 초기

정영진, 중위 장동출, 중위 이상수 이상 1〇명

에 위태로웠던 전쟁 국면을 반전시키는데 혁

이었다.

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상수 중위는 가장 계급이 낮고 연소한 편

1950년 10월 13일 이상수 중위는 박희동 대

이었지만, 10살 남짓 어려서부터 조종사의 꿈

위와 미 조종사 2명으로 F-51 전폭기 4기 편

을 키웠으며 이를 위해 12살 때부터 중학교

대를 구성, 250kg 폭탄 4개와 로켓탄 4개를

과정을 서울의

학원에 다녔고,

장착하고 평양상공에 도달, 작렬하는 대공포

1943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일본으로 건너가

화 속에서 평양북방의 인민군총사령부를 공

다이하센

입 학하였으며

격하던 중 적 대공포화에 피탄되어 애기와

1945년 초에 졸업하면서 정통 조종사의 길을

함께 적진에 돌입, 24세를 일기로 장렬하게

걸어, 항공정찰 작전에서 조종사로서의 자질

전사하였다. 〇

육군

경성외국어
비 행 학교에

과 기량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1차로 선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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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보사와

전정기넝관이

‘ 아 ! 6 • 2 5 , 전 시 회 장 . 처음

주관하고

있는

공개되 는 다수의

이 【
5f〇ll서 전정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
이다.

전개 교정과

전시관을 나 호 다 모 윤 숙 1d 의 시구와 마 주 정 다 .

요정을 자 연 스 업 게 합 수 있도록 구성 되 어 <；
!{었

‘ 산 영 외【
ET 골자기에 온자 누외 있는 국군을 본

느기rni

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아늘을 향해 눈을

해 주 는 전 장 제 험 실 에 서 가슴을 졸 였 고 ，나 이 지

강은 국군을 본 다 .，전 쟁 # 입고 살아온 정은 세

긋하신

대들의 마음속에

전시 물 을

다.

마 라 거일다보면 전정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은

전정터에

당시의

있는

기분#

다방처병

무며전

실 에 서 추억에 장 것 다 . 통얼과 평와를
아 하는 시 정 에 엔 전 정 교 육 이 나 고

휴게

이아기해

후손과 나라툴

위해

몸바치신

분들이 내맹가I 저저 있는 것은 아 1날까.

하는 사람도

있 겠 지 만 ，우리가 전 정 # 되 새"1!아 하는 이유는

공군본부 소위 김 혁 기

13

제3회 항공력 국제학술회의

제3회 항공력 국제학술회의
현장에서
글 • 중위

가공할 태풍 ‘프라피론’ 의 위력이 한반도를

종합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패널 I 에서

휩쓸고 지나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

는

지 연세대 학교에서는

Friedberg 교수의

‘새 천년 태풍의 눈’ 으

이 정 수/사진 •김 근 영

프린스턴대학에

재직

중인

Aaron

"2020년 동아시아의 전략전

로 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

구도’ 라는 발제에 이어, 전장환경의 변화에

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

대한 육 •해 • 공군 관계자들의 논문발표가

여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이어졌다. 패널 n 에서는 항공력 세미나를 공

국제학연구소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항

동 개최한 랜드연구소 David Ochmanek 연구

공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원의

‘미래전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전개’ ,

Tim Bonds 연구원의

념, 체 계 및 구조’ 에 이어 전투발전단장 이 영

한국 공군의 발전방향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호1세기의 전장관리 개

‘미래전, 전장관리

희 준장의 ‘한국군의 전쟁 관리 요구’ 라는 주

그리고 C4I : 한국군에 대한 함의와 요구’ .

제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패널 I 에서는 최

6 • 15 남북정상회 담의 성공적 전개와 주한미

근 들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C4I와 관

군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련하여 랜드연구소 Glenn Buchan의 ‘미래전

서울에서 열린 이번 항공력 세미나에서는 그

에 대비한 C4I 요구사항, 미국의 시각’ 을 중

주제가 의미하듯이 한국 공군의 발전 방향과

심으로 ‘한국군의 C4I 구조’ 에 대한 각 군의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문제에

시각에 대해 삼성-톰슨 CSF 의 고준수 박사,

대해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방대학원 권영근 대령의 논문발표가 이루

이번 세미나의 전반적인 발제는 주로 동아

어졌으며, 장기전략에 대한 연세대 이정민 교

시아의 안보환경 변화 진단, 미래 정보전에 대

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둘째날 종합토론 시간

한 대응전략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

에는 이영희 전투발전단장, 연세대 문정인 •

과 많은 시간을 C4I 체계의 효용성과 사이버

이정민 교수, 프린스턴대 Aaron Friedberg, 랜

전장의 환경과 핵커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

드연구소 Natalie Crawford • Rachel Swanger가

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하였다.

토론자로 나섰고, 전투발전단 관계자들의 날
카로운 질문과 토론자들의 열띤 응답으로 제

잘 짜여진 세미나 일정

3회 항공력 세미나는 그 대미를 장식했다.

전체적으로 세미나는 발제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 첫날의 패널 I • n • in과 첫날의 논
제를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토의한 둘째날의

14

정보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틀간에 걸친 항공력 세미나에서 모든 참

석자들의 관심을 모은 부분은 단연 6 • 15 남
북정상회담의 성공에

어야 했다는 점이다.

따른 통일한국에서의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추상적인 논제에 머

주한미군의 위상과, 인터넷의 전세계 보급과

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논점을 구체적으로,

가상공간의 전장공간화에 따른 정보전에 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

한 새로운 접근이었다.

개하고 있는 항공력 세미나 현장에서 21세기

통일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위상과 관련하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효율적 군구

여 향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세력균

조 개혁 방안에 대한 각군의 합의가 빠른 시

형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간 내에 도출되어 21세기형 국군으로 거듭나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가능성에 대한 각

기를 기대해 보았다. 〇

발표자의 입장이 상이하였으나, 전반적인 논
의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의 필요성으로
모아졌으며, 현재 지상군 중심의 한국군과 공
군력 중심의 주한미군 체계에 대해 한국 공
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공고한 동맹 유지라는
두 가지 대전제에 대한 양국 군사전문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가상공간의 전장공간화와 관련하여서는 무
엇보다도 정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전장 환경을 분석할 수 있
는 정보의 획득 방안과 이러한 정확한 정보
의 분석 및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 이에 대한 핵커의 공격을 어
떻게 방어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21C형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 제시툴
국내외 민간분야의 군사전문가와 각군의
군사전문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의 전
장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효율적
인 군구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
은 무척 이나 고무적이 었다. 그러 나 다소 아쉬
운 것은 각 패널의 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
다는 점과 사이버 공간의 전쟁에 대해 논의
를 시작하고 그 방안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의 토론은 무척이 나 인상적 이었으나, 다수의
전문가 부족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제4회 항공력 세미나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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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력 국제학술회의

2020년 동아시아의 선택
美 프 린 스턴대 교 수 Aaron F rie d b e rg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동아시아의 모습

간의 외교가 공존 • 공영을 위한 방향으로 전

은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보

개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동아

여준 하나의 실례였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시아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개별

맞이한 지금 동아시아의 미래, 정확히 말해

국가가 각국의 군사력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

2020년의 동아시아가 어떠한 정치 • 경제 • 사

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향

회 • 문화적 변화를 겪게될 것인가 하는 문제

상시킬 것이다. 개별 국가의 이익을 최후의

는, 현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함

수단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확

께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보 •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할 국가
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예측의 준거
현재의 동아시아가 향 후 20년간의 정치 • 경

몰락 • 혼돈

제 • 사회 • 문화적 변화를 거쳐 어떠한 모습

동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이데

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적

올로기가 공식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곳이다.

요 소 . 기술적

요 소 • 이데

또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저

준거로

개발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 국가가 저

현재와 같은 경제

개발의 상태를 넘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발전은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일부 국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개별 국가의 정

가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

치적 발전이 어떤 형태를 떨 것 인 아 직 도

데올로기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움직

요 소 . 국내정치적

올로기적 요 소 •국제정치적
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요소를

남아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작용

임을 보일 경우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

을 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외교

즉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생존을

가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를 판단의 근거로

위하여 군비를 확충할 것이고，이에 따른 국

삼을 경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강 4

지적인 분쟁은 물론 국가간의 전면전도 불사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존 • 번영

세력균형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경제성장

말해, 현재 동아시아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일정

발전과 기술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개별 국

정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

가의 국내정치가 안정이 되고, 동아시아 국가

이 될 경우,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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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안정을 위하여 중국에게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인정하는 경우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한국과 일본이
일정하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
이다. 통일한국과 일본의 연합세력이 중국과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한국이나 일본으로서
는 향후 2020년까지는 미국과 대등한 세력으
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패권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보
여주었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일정 정도 미
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
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화(中奉)사상이라는 것에 의해
지배되던 곳이었다. 역사적 경험을 소중히 하
는 아시아의 특성상, 향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중국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문화적으로 친중국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아
시아 국가가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할 것이
다는 전제하에 주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결

론

이상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는 다양
할 수 있다. 이상주의자들은 공존 • 번영 시나
리오를,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은 몰 락 • 혼돈
시나리오를.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 시나리
오를,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중국
의 패권 시나리오를 선호할 것이다. 어느 시
나리오가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0년의 동아시아는 지금
의 동아시아와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과는 다
른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다.
결국 개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러
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할 것이다. 〇

기픽 _ s

제3회 항공력 국제학술회의 |

미래전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전개
美 랜드연구소 David OchmaneK

현재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문

정보

현재 미국은 전쟁 발발 이전 단계에 정확

제가 이전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
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국제사

하게 도발국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정

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

보체계를 갖추고 있다. 바로 첩보위성과 조기

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경보기의 운용으로 이러한 정보전에서의 우

나 전쟁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

세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동맹국에 대한 효

가 우세하다고 하여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과적 대응전략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발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된 통신체계로 인하여 전장환경에 대한 정보

있는 것은,

를 신속하게 지휘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정확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완비하고

있는 국가간의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한 상황판단에 따른 전략 • 전술의 구사가 가

것 뿐이다. 결코 전세계는 전쟁의 위협에서

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효율적인 화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미국

력의 운용으로 적국에 대해 결정적인 타격을

과의 동맹문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의 안보와

가할 수 있는 기반의 확립은 물론 부수적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로 적국의 군사력과 화력을 회피할 수 있는

전쟁의 발발과 개전을 선포한 국가가 미국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의 동맹국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면, 개전을
선포한 국가는 가장 확실한 공격수단으로 미

공격의 정확성

국의 전쟁억제 전력이 동맹국에서 전개되기

현대 전의 특징 이 ‘Clean War’ 로 대표되는

이전에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기 위하여, 공군

것은 고도의 정밀공격이 가능한 무기에 의한

력 • 미 사 일 • 특수작전부대• 잠 수 함 •대 잠 미

전쟁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군이

사일 • 기뢰 • 정보체계를 통한 공격에 주력할

원하는 공격목표에 대해서는 단 한발의 정밀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공

유도무기로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는 확

군 력 • 미 사 일 • 특 수 작 전 부 대 • 잠 수 함 • 대잠

신은 전쟁의 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

미 사 일 • 기 뢰 • 정보체계를 통한 공격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중

다. 즉,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극소화시키는
반면, 적국의 주요 전력에 대한 치명적인 공

에 있으며, 몇 가지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

격을 가함으로써 전쟁 초기에 전쟁을 승리로

새로운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의 적극

이끌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조기에 이룩할

적인 활용과 고도의 정확성을 가진 무기의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정밀유도무기의

운용이 바로 그것이다.

부피와 무게가 경량화됨에 따라 포대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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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최소전투 단위에서도 이를 운용하여 전

역할분담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장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발전의 정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대량파괴무기_

D)의

방어

이상의 전장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과 동맹

현재와 같이 Global Cop을 주창하고 있는

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전세계에 미치
는 경우,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세계적 확산은

공중우세

조기에 확실히 억제될 수 있다. 즉, 대량살상

미국은 적국의 행동을 초기 단계에서 관측,

무기의 주요 운송수단에 대한 무력화와 발사

공격할 수 있는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이전에 이를 포착하여 대량파괴무기를 조기

전세계 어디든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에 궤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은 확보하

있는 공군력이 미국에는 있다. 따라서 동맹국

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의 경우도 이러한 미국의 공군력을 적극적으

협조하에 대량파괴무기의

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공군력을 확보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개량

개별 동맹국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독자

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가시권 밖에서

적인 방어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公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제4세대 전투기 획득
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경보의 확보

적국의 공중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
과 더불어, 적국의 탄도미사일과 대잠 공격을
조기에 경보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작전을
수립할 수 있는 조 기 경 보 • 지휘통신체계의
확립도 중요한 문제 이다. 이를 위 하여 국가미
사일방어 시스템 (NMD) 과 전역미사일방어시
스템 (TMD) 에 대 한 논의 와 기술개 발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의 동맹국도 미
국의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수준의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은 미군의 보조전력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공군력의 이해

우주개발의 역사

러 시 아의 보스토크 (V o s
유인 우주비행계획

t o k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선임연구부장 치I 연 석

보스토크 1호

보스토크 우주선의 무게는 4.73톤이며, 길이
는 4.4m, 최대 지름이 2.43m였다. 우주인이
탑승할 구형의 캡슐(Capsule)은 지름이 2.3m,
무게가 2.46톤이었다. 러 시 는 1960년 20명의
우주비행사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유리 가가린(Yuri Gagarin)이 첫번째
우주비행사로 선발이 되었다.
세계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우주비행을 할
보스토크 1호의 우주비행 일정을 살펴보자.
• 1961년 4월 8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의 첫 유인 우주비행을 승인했으며, 비
행계획은 180〜230km의 궤도를 90분간
우주비행하는 것이었다. 즉,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다.
• 4월 10일 저녁, 첫 유인 우주비행사로
유리 가가린을, 그리고 후보 비행사로
티토프(Titov)를 선정
• 4월 11일 새벽 2시〜4시 사이, 보스토크
우주선과 조립된 로켓이 발사대로 이동
• 4월 12일 발사일 새벽 2시 30분. 우주비
행사 가가린과 티토프 기상
• 3시 50분, 버스편으로 가가린과 티토프
발사대에 도착(발사대로 가는 동안 가
가린의 표정은 몹시 긴장되어 있었다.)
■ 4시 10분,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 우주
선에 탑승. 지상국과 연결되는 통화장치
의 스위치를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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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50분〜5시 10분, 우주선의 출입문에

파라핀 기름에서 케로신(등유)으로 바꾸어
추력을 327톤에서 335톤으로 증가시켰고, 2단

이상이 생겨 수리 작업
• 6시 7분, 러시아의 카자흐 공화국에 있

로켓의 엔진 역시 추진제를 바꾸어 73.6톤에
서 76톤으로 추력을 증가시켰다.

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
• 6시 9분, 1단 로켓과 추력 보강용 로켓

그리고 2단 로켓의 위에는 코스버그 설계
국에서 개발한 추력 5.6톤짜리 엔진의 3단

분리 성공
• 6시 10분. 우주선 보호용 껍질이 우주선

로켓을 달았고 그 위에 보스토크 우주선이
있다.

으로부터 분리
• 6시 12분,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 로

우주선을 포함한 전체의 높이는 38m , 최대
직경은 l 〇.3m, 발사할 때의 전체 무게는 287

켓 점화
• 6시 21분, 3단 로켓이 우주선으로부터

톤이다. A -1 로켓은 1단 로켓, 2단 로켓의

분리되면서 지구 궤도 진입
• 6시 21분,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감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회전하면서 지
구의 밤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 6시 49분. 미국 위를 비행
• 7시 2분, 모스크바 방송국에서 보스토크
1호 발사를 공식적으로 발표
• 7시 9분, 지구의 그림자 지역에서

벗

어 남.
• 7시 25분, 지구의 재진입용 역분사 로켓
점화
• 7시 35분, 보스토크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다가 우주비행사 캡슐로부터 탈
출하여 낙하산을 펴고 하강함.
• 7시 55분,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을 마치고 사라토프(Saratov)지
역의 (Engds) 에서 남서쪽으로 26km 떨
어진 지점에 무사히 착륙
러시아 유인 우주선이 지구귀환을 한 곳은
바다가 아닌 육지였는데, 육지에 우주선이 착
륙할 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우주
인이 귀환 캡슐에서 탈출하여 낙하산으로 착
륙하고 캡슐은 캡슐대로 낙하산을 펴고 별도
로 지구에 착륙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개량형 로켓 A-1

보스토크 우주선을 발사한 로켓은 R-7 로
켓을 개 량한 3단형 A-1 로켓이다.
개량한 부분은 1단 로켓 엔진의 추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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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써, 또다시 미국을 비롯한 서 방세 계를 놀라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장수 우주 로켓

했다.

이다.

당시 보스토크 5호는 6월 14일 발사되어
119시간 6분 동안 지구를 81회전하였다. 거의

보 스 토크 우주선의 신기록

5일 동안 우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가가린의 첫 우주비행 이후 116

6월 16일 발사된 보스토크 6호는 70시간 50

일 만인 1961년 8월 6일 보스토크 2호에 우주

분 동안 지구를 48회전했다. 더욱 놀라웠던

인 티토프를 태우고 25시간 18분 동안 지구

일은 세계 최초로 여성 우주인 텔레시코바

를 17바퀴나 회전하였다. 가가린이 지구를 한

(Tereshkova) 가 보스토크 6호로 우주비행을

바퀴 회전한 것에 비하면 17회전 한 것은 괄

했다는 사실이다.

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것이다. 며칠 뒤인 8월

보스토크 5호와 6호는 지구 궤도에서 약

11일과 12일에는 계속해서 보스토크 3호와 4

5km까지 서로 접근하여 같이 비행하는 랑데

호를 하루 간격으로 발사하여 동시에 두 우

부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보스토

주선이 우주에 같이 비행하도록 하였다.

크 계획도 막을 내렸다.

8월 11일에 발사된 보스토크 3호는 94시간

미국이 뒤를 한 발짝 뒤따라가면 러시아는

25분 동안에 걸쳐 지구를 64회전이나 하는

더 멀리 도망가는 두 강대국의 우주개발 경

기록을 세웠으며, 하루 늦게 발사된 보스토크

쟁은 갈수록 미국에 게 불리 하게 보였다.〇

4호도 70시간 57분 동안 지구를 48회 선회하
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렇듯 동시에 두 우주선을 같은 시기에
발사하는 것은 장차 지구 궤도에서 두 우주
선을 결합시켜 한 우주선으로 만들어 달 탐
험을 하든지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는 계획
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3년 6월 14일과 16일 러시아는 또다시
무게 5톤의 보스토크 5호와 6호를 발사하여
우주에서 공중 랑데부를 하는데 성공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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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력의 이해

항공기 열전
★

T upolev Tu-95 & Tu-142

“북극의 곰”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되어 현역기는 약 380대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조 구소련 전략 공군에서는 약 160대

투폴레프 Tu-95는 1955년 7월 투시노 항공

의 구형 Bear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대형 장거리

1983년 이후 AS-4

폭격 및 해상 정찰기로서 취역 후 40년이 경

탑재하는 Bear G 형으로 대부분 개조되었으

과된 지금도 러시아 및 구소련 연방국의 주

며 1984년부터 AS-15 ‘켄트’ 신형 순항 미사

력 전략 폭격기로 사용 중이다. Tu-95는 4발

일을 탑재한 Bear 난가 배치되고 있다. 이 형

‘키친’ 공대공 미사일을

의• 터보프롭엔진을 장착하였으며, 프로펠러

은 1990년 초까지 약 90대가 생산 • 배치되었

는 4엽 블레이드를 갖고 2중 반전식으로 각

다. 해군 항공대(A V -M F)는 대잠초계 및 수

각 완전 독립되어 있고, 전기식 제어에 의한

상함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중간유도, 잠수

피치 조절이 가능하므로 제트기에 준하는 속

함에 대한 전략통신 임무를 위해 개조된 형

도를 낼 수 있다. 동체는 조종실 전방, 후방

태인 Tu-142(Bear F ) 약 60대, 정찰형 Tu-

등 3개의 여압 격실로 분리되어 있고, 중앙에

95RTs(Bear D) 약 15대를 1980년에 취역시켜

있는 폭탄창의 앞뒤를 연결하는 이동용 터널

미국의 E -6A 와 EC-130Q Tacamo에 대응했

이 있다. 수평 꼬리날개는 수직 꼬리날개 근

다. 러시아 공군(VVS) 에서는 소수의 정찰형

저부에 설치되었으며, 수평 • 수직 꼬리날개

Tu-95MS(Bear 리를 운용하고 있다.

및 주날개 모두 전 • 후연이 큰 후퇴각을 이

근간에는 조저주파 통신을 주임무로 하는

루고 있다. 착륙 장치는 2중 타이어로 된 노

Tu-142MR(Bear J) 가 북해와 태평양 함대에

스기 어 (Nose gear) 와 4륜식 의 주착륙장치

서 활동 중임이 탐지되고 있다. Bear기의 외

(Main gear)로 구성되어 있다.

국에 대한 공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는데

자체 방어용 전자 장비로서 후방 경계 레

1988년 처음으로 인도 해군에 Bear F 기 8대

이더와 ECM 장비, 항법용 레이더와 항법보

를 인도했다. 배치 부대는 봄베이 남쪽 서해

조장비, 채프(Chaff) 및 플레어 (Flare) 발사기

안에 있는 고아 기지이다. 구소련군 Bear기의

등을 장비하고 있다. Tu-95는 비교적 항속

확인된 해외 전개 기지는 쿠바, 앙골라, 리비

성능은 우수하지만, 프로펠러기이기 때문에

아, 베트남, 기니, 에티오피아 등이다. 〇

미국의 방공망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결국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원격
폭격 기 (Stand-off Bomber)로 사용하고 있다.
Bear 계열기는 다양하게 개조 • 생산되었기
때문에 총 생산대수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
나, 1961년까지 약 300대가 생산된 것으로 추
정되며 그 후에도 느린 속도로 생산이 지속

〇 성능 및 제원
- 승무원 : 7명
- 기장 ：47.50m, 기폭 ：51.10m, 기고 ：12.21m
- 엔진 : 4 x Samara Kuznetsov NK-12M Turboprops
- 항속 거리 : 8,285m
- 무장
• AS-4 공대공 미사일
• 23mm 기관포( N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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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전쟁
( ，99. 3. 24

6. 9)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영국의 작가이며

방송인인 미샤 글레니

년 6월 유럽에 전개한 미군 항공

(Misha Glenny)는 세르비아인과 회교도들이

기의 총 수는 731대였다), 19개국 가운

1878년부터 1914년까지 힘을 합쳐 오스트리

데 14개국이

아 헝가리 제국에 맞서 싸운 역사적 사례를

38,000회 이상의 전투출격을 단행하

들면서 지난 10년간 세르비아 사람들은 보스

였다. 나토 동맹국은 총 327대의 유

니아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역사의 기억을 잊

인 및 무인 항공기를 제공하였고

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이처럼 역사의

15,000회 이상(총 출격의 약 39%) 출

무지로 말미암은 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

격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서로 다른 역사관이 전쟁을

전력을

제공하여

총

공습초기 나토군은 세르비아의 요격기를
공중에서 격추시키고 지상에서는 공군기지를

부른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여 신속히 공
중우세를 확보하였으며, 통합된 방공체제 및

전쟁경과
1999년 3월 24일,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

지휘통제체제를 약화시키고 코소보에 위치한

의 공습으로 시 작 된 「
코소보 전쟁」의 직접적

유고군의 군사적 표적과 증원전력을 공격하

인 원인은 1996년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분리

였다. 또한 교량, 철도, 전력시스템과 같은 산

주의

무장조직이

코소보 해 방 군 (K L A

：

업기반시설에 대한 공중공격으로 유고군의

Kosovo Liberation Army)을 결성하여 독립투

지휘, 통제, 재보급, 재편성 능력을 감소시켰

쟁을 본격화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밀로세

다. 이러한 종합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밀로세

비치의 탄압이었다. 일명

비치는 나토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말발굽 작전’ 이라

고 불렸던 인종청소는 알바이나계 주민들을

전쟁은 결국 서방 7개국 및 러시아의 합의

대량 학살하기에 이르렀으며, 미국을 주축으

로 마련한 평화 안을 유고연방이 수용하고.

로 한 나토는 알바니아계 주민의 인도주의적

이를 UN 결의안으로 채택함에 따라 개전 78

보호와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동맹군 작전을

일만에 종전되었다.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은 나토의 주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회원국의 결속을 통하여 나
토의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
하려는 의도에서 공습을 단행하였다.
코소보 전쟁은 종합적인 연합작전으로서
미국이 자산의 대부분을 제공하였으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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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
작전적 측면에서 동맹군 작전은 그 특성상
대단히 힘든 연합 공군작전으로 나토는 군
사작전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외교활동과

군사적 대비태세확립에 주력했다. 또한 19개

GPS

첫째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원거리 및
유도무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JDAIVI ：

둘째는 이번 작전에는 합동정밀직격폭탄

민주주의 국가들의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으로 무장한
B-2 폭격기, 원거리 지상공격미사일(SLAM
Standoff Land Attack Missile) #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국가의 동의를 얻으
려면 반드시 토의와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

새로운 무기 및 무기체계들이

했다. 따라서 나토는 동맹국과 주요 우방국

대거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들의 지원없이는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했
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교전 인근지역의 국가와 수
년간 외교적 접촉을 유지해 온 노력의 결과

38,000회(일일 평균 487회) 이상의 전투출격

였으며, 평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활동에 적

을 단행함으로써 항공전 역사상 가장 정확성

극 참여하기도 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결

이 높은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표적 식별 및

과로 인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와 작전수행의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중국 대사관

큰 부담을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동맹국

오폭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

들은 주변국의 안정회복과 인도주의적 차원

피해발생률이 가장 낮은 항공작전을 실시하

에서 구호작전을 위하여 지상전력을 제공하

였다. 이는 정밀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수

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군 및 공군기지, 영공

적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며. 걸프전의 경우와

등 군사하부구조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작전

비교하여 걸프전에서는 미군의 공중공격 항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

공기 중 오직 10%만이 정밀무기를 발사할

의 연속으로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수 있었으나, 코소보 전쟁에서는 90%로 증가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전쟁이었다.

하였다.
나토의 공격작전은 새로운 무기의 시험장

역사상 정확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부수적 피해

으로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첫

발생롤이 가장 낮은 항공작전

째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원거리 및 GPS

동맹군 작전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유도무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쳤다. 거세게

이번 작전에는 합동정밀직격폭탄(JDAM

저항하는 유고슬라비아의 강력한 대공방어와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으로 무장한

악천후는 표적을 식별하고 포착하는데 어려

B-2 폭격기, 원거리 지상공격미사일(SLAM

움을 주었고 승무원들에 대한 위험과 부수적

: Standoff Land Attack Missile) 등 새로운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으며, 표적

무기

조준에 있어서도 정확도를 떨어지게 하였다.

것이다.

：

및 무기체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는

구름층이 하늘을 50% 이상 덮었던 기간이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전쟁에서는 원거

총 작전기간의 70%를 초과하여 기후의 영향

리 정밀 유도무기가 공중공격의 핵심 수단이

을 받지 않은 날은 전쟁 78일 중 24일에 불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오폭의 정치적 민감

과하였다. 또한 험악한 산악지형은 나토의 표

성을 고려할 때 장차 항공작전에서는 표적식

적 식별능력을 감소시켰으며, 나토전력의 임

별과 표적목록 작성을 위한 최신 정보자료의

무수행에 있어 위험요소를 증가시키는 상황

획득과 이러한 자료를 최신화하기 위한 절차

이었다.

가 오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토는 78일간

있 다 .©

25

이 달에 만난 사람

웰던 (W elldone) 표 창 을 수 상 한 제 212비행교육대대

인구환 (印九換)
교수를 만나
공군사관학교 대위 용 홍 근

공군사관학교 제212비행교육대대 비행교수
로 근무하고 있는 있는 인구환(印九換, 50세)

항공기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 비상상황
에서의 착륙은 최악의 경우까지도 각오해야

교수가 비행훈련 중 발생한 심각한 비상상황

하는 것으로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손에 땀을

에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항공기를

쥐게 하였지만, 인교수는 비행교범에 명시되

무사히 안착시킴으로써 비행사고 방지에 기

어 있는 대로 항공기 속도와 트림 (Trim ：항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군참모총장 웰던 표

공기 균형조절 장치)을 이용하여 활주로에

창을 수상하였다.

정확하게 접지(接地)한 후 항공기 시동을 끄

웰던(Welldone) 표창은 비상상태에서 정확

고 착륙을 감행하여 기적적으로 항공기를 안

한 판단과 탁월한 기량으로 사고를 미연에

착시킴으로써 초조하게 지켜보던 장병들로부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킨 조종사 및 정

터 안도와 찬사의 박수를 받았다.

비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공군에서 최고로

「
처음부터 투철한 정신을! 올바른 지식을!
정확한 비행을!」이라는 212비행대대의 대대

권위있는 상 중의 하나이다.
여느 때처럼 비행 전 항공기점검을 마치고

훈처럼 초등비행 교육훈련에 입과한 조종학

힘차게 이륙하여 임무공역에서 부여된 과목

생들에게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정확하고 올

을 실시하고 있던 인교수와 조종학생 이창용

바른 비행지식을 조종학생에게 가르치고 있

소위 (공사 48기, 24세 )는 T-41 항공기가 갑자

는 인교수는 “ 이번처럼 T-41 항공기의 상승

기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 치명적인 비상상황

조절장치 (Elevator Control Yoke) 결함으로 항

을 맞게 되었다.

공기가 상하로 작동되지 않는 치명적인 비상

자칫 항공기 손실은 물론 인명사고로까지

상황을 맞기는 비행생활 27년만에 처음이라

갈 수 있었던 위기상황에서 인교수는 원상회

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복 조작을 시도하였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

번의 값진 경험을 교훈삼아 조종사가 되기

자.

비상사태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조종학생들에

(Emergency Call)를 알림과 동시에 옆 좌석

게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비행을

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종학생을 안심시킨

가르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 고 굳은 의지

후 안전한 착륙을 위한 비상절차(Emergency

를 표명하였다.公

침착하게

지상관제탑에

Procedure) 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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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군은
공군율 사링하는
모두에 의해
만둘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율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울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공군율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률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올 ■ 하 여
여러분의 의견율
전달해 드리겠습내다.

보내는 사람

공군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받는 사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 속 (주 소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다 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 는 취 재 대 상 이 나 기 획 물 올 적 어 주 세 요 ]

상품을 드립니다.

[편 집 자 에 게 하 고 싶 은 말은]

^§5
320-919 충 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 서 함

T효 6231-7,(02)506-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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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초
“CPM-국제 구매관리전문가”

방성호 대위를 만나
대담 • 정리/공군본부 중위 김 성 원

연간 4조원을 상회하는 방위력 증강사업과
1천 4백여 억원에 달하는 국방조달 물량은

밝혔다.
국제공인

구매관리사 (CPM

： Certified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어 우리 군의

Purchasing Manager) 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 재정의 17%에

는 각종 자재나 부품 구입시 정확한 원가계

달하는 예산을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는 국내

산과 효율적인 구매를 총괄하는 전문가로 이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인 구매관리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구매관리협회

통한 효율적인 군수조달은 국가방위는 물론

(NAPM ) 에서 주관하는 4개 분야시험을 모두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합격해야 하는데, 방 대위는 4개의 시험 관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을 모두 1차에 합격하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

이처럼 선진화된 구매관리 시스템의 군내
정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역 공군대

하여, 8월 10일 공식적으로 자격 취득을 통지
받았다.

위가 군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공인 구매관

특히, 국제공인 구매관리사(CPM)는 포괄

리사(CPM ： Certified Purchasing Manager)'

적인 구매전문가로서 공급 구조와 관리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방 조달분야의 전문화

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자와

를 위한 참신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

화제의 주인공은 공군에서 보급수송업무를

으로 양성되며, 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구

담당해온 방성호 대위(方房;豪, 32세, 공사 40

매 및 물류 관련 전문가로서 미국에서는 공

기)로 방 대위는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인회계사(CPA) 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군 위탁생이기도 하다.

CPM 자격증 보유자는 전세계에 약 3만여

방 대위는 “보급수송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명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과 LG 등 대기

국제감각을 익히고 구매업무를 비롯한 군수

업을 f 심으로 최근 들어 관심을 갖고 양성

업무 전반에 걸친 고급 지식을 습득하기 위

하기 ᅬ작, 현재까지 국내 자격증 보유자는

해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취득 동기

1⑴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밝히고, “현재 군 내에는 구매관리 분야에

이번에 국제공인 구매관리사 자격을 획득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한 방 대위는 금년 말까지 대학원 위탁교육

족한 실정이므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을 마친 후 공군으로 원대 복귀하여 보급수

갖춘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군수

송분야 현장에서 공군의 구매관리 업무에 대

업무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고 포부를

한 포부를 본격적으로 펼칠 계 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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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동 • 서 양 음악과
함께하는 부대
- 17전비 동아리 탐방기 동 • 서양 음악과 함께하는 부대. 그 부대는
바로 제17전투비행단 항공전자정비대대이다.
17비 항대는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명랑한 병
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동아리 활동을 활성
화하고 있다. 그중 항대 동아리 문화를 주도
하고 있는 NLR.T.S.와 맥을 만나보았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N.R.T.S.

1950년대 뉴욕 틴펠멜리의 POP, 남부 흑인
들의 Blues에 Beat가 첨가된 R & B, 남부 백인
노동자들의

대 중음악이 었던

Country

&

Western Music이 융합하여 생겨난 젊은이의
음악

‘록 (Rock)’ . 이러한 기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록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음악이다.
17비 항대에도 이러한 ‘록’ 의 정신을 추구
하는 장병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R R .T.S.
다. N_R.T.S.는 1999년 5월

‘록’ 에 관심 있는

항대 장병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밴드 동
아리로, 현재 김남수 상사의 총지휘하에, 기
타 김현수 병장과 이수범 일병, 베이스 배성
민 하사와 이지응 병장, 키보드 권창범 병장,
드럼 이상규 병장. 그리고 보컬에는 박용규
28

■단순한 리듬만으로 엮어가는 풍물이

으로 형성된 생활 속의 놀이로 자리매김 했

사람들을 신명나게 하는 이유는

다. 17비 항대에도 부대의 한복판에서 생활

긴장과 이완울 수시로 하여

속의 놀이로 자리매김하는 풍물패가 있다. 바

청중의 기대와 감흥을 감아주었다

로 동아리 ‘맥 (脈 )’ 이다.

풀었다하기 때문~

‘맥’ 은 김길환 상사의 지휘아래 김종국 중
사 외의 영외자들과 박윤상 일병을 비롯한
병들과 영내 하사 등 총 11명의 인원으로 구

상병이 그 멤버를 이루고 있다.
밴드의 이름인 N j?.T.S.는 Not Repairable in

성되어 있다. 이들은 부대 개방행사. 국군의

This Station의 약자로, 원래는 부대에서는

날 행사, 체육대회, 군악연주회, 통합반상회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

정비수리창으로

등 각종 행사에서 연주를 통해 행사의 흥을

보내지는 부품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자기만

돋구워 주고 있다. 또한 일상업무에서의 지루

의 음색을 내기 위해 목 • 금요일 일과 후에

함과 단순함에서 탈피하여 부대원들의 단합

개인 연습을 하고, 주말 일과 후에는 서로의

과 협동심을 유발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

음색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을 형성해 주고 있다.

두 차례의 공연을 통해 부대에서 유명인사

“단순한 리듬만으로 엮어가는 풍물이 사람

가 되었다.” 며 쑥스러워하는 이상규 병장은

들을 신명나게 하는 이유는 긴장과 이완을

“ 간혹 음악에 심취해 식사를 거르기도 한

수시로 하여 청중의 기대와 감흥을 감아주었

다."고 하여, 이들의 음악적 열정을 짐작할

다 풀었다하기 때문” 이라며 풍물이 신명나는

수 있었다.

이유를 설명한 박윤상 일병은 “이러한 이유

사회에서 공연할 때처럼 여성 팬들의 환호

로 인해 한 번 풍물을 접한 사람은 그 소리

소리는 없지만, 자신들의 음악을 듣고 기뻐하

를 잊을 수 없다.” 고 말해 풍물에 대한 그의

는 동료장병들의 모습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애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는 R R .T.S. 모든 구성원들이

•록’ 에 심취해

매주 월 • 화요일 일과 후 1시간 정도 연습

하나가 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하나의

을 통해 풍물 고유의 참뜻과 중요성을 배우

음악을 추구하는 R R .T.S.의 모습에서 진정한

고, 일상업무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

신세대 장병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소한다는 ‘맥’ 의 모습에서 전통 문화의 맥을

이다.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자신의 취미를 위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맥(脈》
’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소리에 흥이 나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리는 음악. 바로 우리의

열심히 땀홀리는 N묘.T.S.와 맥(脈). 이들이
있기에 17비 대대원들은 언제나 활기차고, 대
대는 음악소리에 넘쳐나고 있다.
서로 추구하는 음악적 성향은 다르지만, 일

전통음악인 풍물이다. 풍물은 전통적인 집단
가무의 하나로, 특정계급이나 개인의 예술이

과 중에는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보다는 서민들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여가시간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개발해 나가

예술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이라 할 수 있

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세대 장병들이 주도해

다. 따라서 과거부터 풍물은 마을 공동체의

나가는 새로운 병영 문화의 일면을 발견할

생활 한복판에서 민중의 생활과 노동의 리듬

수 있었다.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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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변한다

어학연수 외국 갈 필요없다
군수사령부 중위 이 진 수

아직 늦더위가 계절의 마지막 자락을 잡고
“제대와 복학을 앞두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것/다."며
“무엇보다도 친절한 교관과
함께 정말
미국의 한 학교에 와있는 것
처럼 영어로 이야기하고
교과서에는 없는
실용적인 영어를

있는 저녁, 군수사령부 내의 교육훈련처 주위
로 한 손에는 영어교재를, 다른 손에는 연습
장을 든 병사들이 하나, 둘 몰려든다. 짧은
머리와 군복만 아니라면 일반 대학가에서나
블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삼삼오오 짝지어
오고있는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재미있는
지 연신 싱글벙글거리며 자기네들만의 이야
기로 들떠있다.
John, Mike, Joe- 서로 부르는 이름도 평소
와는 다른 예명이다. 교실에 불이 켜지고, 약
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교관이

들어오자

배울 수 있어 너무 좋다."며

“H i!”, “Good evening Sir!”, "How are you

향학열을 불태웠다.

guys today?", "What's up?"- 격의없는 대화
가 오가는 것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자
주보던 "How do you do?" - "Fine Thank
you, and you?” 식의 모범답안과 같은 대화와
는 사뭇 다르다.
유창한 발음으로 그간의 안부를 묻는 교관
에서부터 마치 동네 형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병사들을 보면 이곳 영어교실에
서 만큼은 모두가 미국의 학교 교실로 잠시
자리를 옮긴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그
나라의 언어는 곧 그 나라의 문화다.” 라는 말
처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
이 정확한 문법에 의한 문어체적 표현보다는
더 중요하고. 언어는 몸으로 배워야 함을 다
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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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기유발을 위해 에피소드 위주의 비디
오 교재 (English Superhighway) 를 시청하고,
교관이 기초적 영어원리에 대한 설명과 비디
오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9주간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완료되는 9월
중순부터는 2단계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실
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을 26주간
군수사령부는 영내사병들이 실생활에 활용
할 수 있는 실용적 영어를 배우고, 국제화 시

에 걸쳐 교육 중에 있다.
이번에 자원봉사교관으로 첫 수업을 가진

대에 걸맞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임현중 중위 (美, 콜롬비아대 대학원 卒. 韓 •

해 사령부 내에 영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영

美 합동 군사업무단 연락장교)는 “ 장병들의

내장병들의 영어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영어교육에 대한 열기가 이렇게 높을 줄은

위해 교육시간, 교육수준, 교육방법에

대해

몰랐다.” 며 “장병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

면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

록 더욱 노력해 최고 수준의 강의를 하겠다.”

과 대부분의 교육희망자가 초급이고, 딱딱한

는 포부를 밝히고,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이

문법이나 장문독해보다는 실생활에서

바로

군복무 중에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실용영어에 대한 요구가 많

기회를 마련해준 것 같아 기쁘다.” 는 소감을

은 것에 착안하여 에피소드 위주의 영어 교

밝혔다.

육과정을 개설, 신청자를 접수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박재현 병장은 “제대

장병들의 영어에 대한 열기는 예상외로 높

와 복학을 앞두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

아 120여 명이 1차로 입과하였고, 교육훈련처

었는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영어에 대한

에서는 이들을 개인별 수준에 따라 초급, 중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겠다.” 며 “무엇보다도

급, 고급반으로 구분하여 일주일에 3일, 하루

친절한 교관과 함께 정말 미국의 한 학교에

에 2시간씩 일과 후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영

와있는 것처럼 영어로 이야기하고, 교과서에

어교실을 시작하였다.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는 없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좋다.” 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우수한 강사진이 필요했는데 공군 장교 중

교육을 주관한 사령부 관계자는 •‘기존의

외국에서 학부나 석사과정을 이수한, 영어를

영어동아리가 교관부족으로 구심점이 없었던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교관들을 물색했

점을 감안하여 사령부차원의 영어교육을 계

다. 마침 미국 스탠포드대, 콜롬비아대 등 아

획하게 되었다.” 며 “ 영어 교육소식이 알려지

이비리그 출신의 우수한 장교들이 영어교육

면서 인근 부대에서도 신청자가 몰려와 고민

에 대한 취지를 듣고 흔쾌히 자원해 교육참

아닌 고민에 빠져 있다.” 고 사뭇 자랑스러워했

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다. 또 앞으로 군무원과 영외자들로 참여범위

영어강사로 자원한 장교들과 교육을 주관

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TOEFL, TOEIC,

한 교육훈련처에서는 대부분의 교육희망자가

TEPS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계

초급인 것을 감안하여, 1단계 교육은 영어에

획이다.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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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우리의 달콤가족
SBS 아나운서 정 지 영

이 길다는 점, 그리고 공사생도들이 학년표
시 계급장을 활주로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끔 그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
자인 나도 그 거꾸로 신겨진 고무신의 주인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원망스럽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군인이 혹
시 •달콤가족(스위트 뮤직 박스의 애청자)’
이 아닐까 눈을 마주치려 하고, 휴가 나온
군인만 있으면 새로운 군 소식을 접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 사람들이 군인 아저
“공군은 작대기라고 하지 않고 활주로라
고 한다며?”

씨라는 호칭을 쓰면 어느 공군이 나에게 전
했던 말을 생각하며 군대에 가서 힘들게 조

‘스위트 뮤직 박스’ 를 진행하면서 생긴 직

국영공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저

업병이었을 것이다. 군과 관련된 사람만 보

씨보다는 ‘오빠' 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

면 반가워 어쩔 줄 모르고 뭐라도 한 가지

며 열을 올리는 나를 보면 영락없이 그들을

물으며 그간 늘어난 나의 군관련 지식을 확

열렬히 지지하고 후원하는 심정적인 여군

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군이 더욱 친

사람은 이렇게 변하나 보다. 어렵고 약간의

근하게 느껴진다. 육군이나 해군 오빠들이

생소함을 가지게 했던 군인이라는 존재는 그

이 사실을 알면 다소 서운해 할텐데…. 군

들의 따뜻한 사연을 받으며, 그들의 많은 고

인, 이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정말로 고생하

민을 들으며 또 그들의 일상 이야기를 접하

는 사람들이다.

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렇게 바뀌

군화에도 땀이 가득차고 군복도 땀에 절

어 버렸다. 똑똑하던 나의 친구도 군인이 되

어 척척 감기는 여름이 지났다. 그리고 조금

乂 잘 나가던(?) 나의 사촌 동생도 군인이

은 선선해진 가을이 왔다. 그래도 우리의 군

되고< 피부가 유난히도 하얗던 나의 친동생도

인 오빠, 군인 동생들은 많이 힘들다. 너무

곧 군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군이 된다.

나 고마울 따름이다. 마음 가득 고마움을 담

내가 진행하는 •스위트 뮤직 박스’ 라는 라
디오 프로그램에는 '내 마음을 신고합니다!’

고 있지만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든
이를 대신해 감사함을 전한다.

라는 코너가 있다. 나는 이 코너를 진행하면

오늘도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서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알

스튜디오 안에서 국군 오빠들, 특히 공군 오

수 있었고, 공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4개월

라버니들의 멋진 사연을 기다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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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생일을 축하하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이 환 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분
이 공군 장교이셨던 권용호 선배이셨는데, 많은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 공
군에 입대했던 것을 보면 그 선배의 공군 자랑이 대단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공군의 생일이 지금은 국군의 날이라고 알려진 10월 1일이
라고 그러더군요. 공군도 국군의 일원이니까 자연스럽게 국군의 날에 공군의 생일이 포함되
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공군에 계신 분들이야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제
가 알기로는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창설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국군의 날은 1950
년 6 • 25 한국동란 당시 우리의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던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히 공군이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해 공군의 생일이
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농담 따먹기식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공군의 창설은 21세기 항공우주력 혹은 우주항공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신사다움. 지적인 이미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공군장병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
에, 여러분에게 21세기 항공우주력 시대를 선도할 진취적 기상을 기대해 봅니다. 〇

생일에 담긴사연이 닮은 공 군 ，파이팅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 덕 재

얼마 전 저는 재미있는 사실을 공군에 있는 후배에게서 들었어요. 공군의 창설기념일이 10
월 1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10월 1일이라고 그러면 공군의 창설기념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국군의 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공
군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도 국군의 날이라는 생각이 앞서지 공군의 창설기념일이다라는 생
각이 앞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공군과 우리 고려대의 상황이 비슷해요.
고대의 개교기념일이 바로 5월 5일이거든요. 5월 5일하면 다들 •어린이 날’ 이라고 생각하지
고려대학교 개교기념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단지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다른 의미
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할 뿐이죠. 이렇게 보니 공군과 고대는 무척이나 닮은 데
가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과의 많은 선배들이 지금 공군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
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공군이 가깝게 느껴지고, 공군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타군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 항공우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군력이라는 생각, 공군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1〇
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에요. 공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런 점 꼭 명심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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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Air Force

KOREA는
푸른 가을
하늘을
생 각하며

공군 장병
여러분을
사랑합니 다

진선여자고등학교 김 하 늘

경기고등학교 이 응 주

‘하늘’ 이어서 놀림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Korea는 당신을 사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이름이 이쁘다는 이

랑합니 다’ 라는 카피를 사용하는 광고를 접

야기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늘이라는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 태어나 가끔은 왜 이렇게 좁디좁은 땅

어릴 적부터 이름이

이름 덕분에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면,
가을이 마치 저를 위해 있는 계절 같다는 생

에 태어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각이 들어요. 가을 하늘만큼 푸르고 높은 하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늘은 없으니까요.

를 전달하는，다시 말해 우리의 조국 한국은

이처럼 예쁜 가을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니, 이를 잊지 말고 자

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분들의 마음은 어떨

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보다 진취적인 기상

까요?

으로 미래를 개척하자는 내용입니다. 전 이

아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테죠? 참

이야기를 공군 형님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있지 않으면 공군에서도 첫 여성조종사

여러분들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가 배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

위하여 공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마 전 9시 뉴스 시간에 날기직전의 공군사관

것은, 그것이 비록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기

학교 여생도를 보면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

는 하지만, 의무를 넘어서 조국 대한민국이

해서 나의 이름과 같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기에 그에 대한

날아보는 것은 어떨까，요즘은 무척이나 고

작은 보답으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민을 한답니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김하늘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나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겨

이름과 같은 푸른 가을 하늘을 마음껏 활주

울이 다가온다고 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여

하는 전투 조종사는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러분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

생각이 드는군요.

분 공군 형님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

그만큼 공군 조종사들이 부럽구요. 언젠가

랑, 끝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

하늘에서 멋지게 조우할 그날을 기다리며,

한민국을 끝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건강에도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公

유념하시구요.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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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항공기 박불관

U

S

A

i r

F o r c e

세계 최고의 항공 강대국인 미국은 그 능력만큼

M

u s e u m

항공기 전시관 (Aircraft Gallery )

이나 다양한 항공 박물관을 전국 각지에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
군기지 (Wright-Patterson AFB) 에 자리잡고 있는
‘ 미 공군

UnKed S tates

Air

항공력의 태동기에서 비롯하여 1940년대까

Force

지의 항공력의 변천사를 전시하고 있다. 우리

Museum(이 하 USAFM)’ 은 군이 운영하는 항공 박

에게도 건국기로 잘 알려져 있는 T-6기의 조

물관 가운데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종석이 한 쪽에 자리잡고 있는 본 전시관에

오래된 항공 박물관이다.

는 1909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개발한 항

1923년

박물관

Early Years Gallery

‘육군 항공 박물관 Army Aeronautical

공기에서 시작하여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

Museum’으로 문을 연 USAFM은 12,240평이 넘는

안 미국이 사용한 항공기，그리고 Curtiss P-

광범위한 면적에 300여 종의 항공기와 주요 미사

40 등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대비하여 미

일을 전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1900년 이후의 항

국이 준비했던 항공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공관련 개인 유물, 문서, 사진 등의 자료 수천 종

동시에 본 전시관에서는 라이트 형제 이후

을 전시 •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을

의 항공력의 발전을 기록한 *The Forces of

위한 다양한 항공관련 이벤트와 교육을 운영 • 개

Flight’ ，^World War I’ ，*The 0-38 Recovery

최하고 있다. 매년 USAFM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

in Alaska* 등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할

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USAFM은 미국에

수 있다.

서 항공기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현재에 이
르기까지 항공력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한 눈에
알 수 있는 오하이오주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잡
고 있다.

Air Power Gallery

1940년대 미국 항공사와 제2차 세계대전 기
간의 항공력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전

USAFM의 전시관은 크게 항공기 전시관(Aircraft

시 관이 다. 유명 한 폭격 기인 B-29의 동체 와

Gallery)과 특별 전시관(Special Gallery)으로 구분된

F-111A 의 탈출캡슐을 비롯하여 약 40여 개

다. 항공기 전시관은 시대순으로 항공기가 탄생하

의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 본 전시관은 미

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항공기

공군의 탄생자료, 2차 대전 동안 연합군이 유

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세부 코너가 있으

럽과 태평양에서 실시한 작전에 참가한 비행

며, 특별 전시관은 항공관련 논문 및 자료, 엔진，

기, 2차 대전 기간 동안의 항공력의 발전 등

항공무기체계, 항공관련 장비 그리고 공군의 복제

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등을 전시하고 있는 총 6개의 세부 코너가 있다.
특히 항공기 전시관에는 한국전쟁 기간의 항공기

Korean C onflict Gallery

및 관련 장비，기록 등을 담고 있는 한국전쟁 코너

1950년대 한국전쟁과 1960〜70년대 월남전

(Korean Conflict)와 미 대통령들이 타고 다니던 항

에서 사용되었던 항공기를 주로 전시하고 있

공기들을 전시하고 있는 Presidential Aircraft 코너가

다. F-80C, F -燃A , MiG-15, Cessna Ya-37A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등 우리에게 익숙한 약 20대의 항공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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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으며, 전시장 중앙에는 B-36J가 거
대하게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한 구석에는
한국전쟁에서 큰 위용을 떨쳤던 F-86의 동체
가 옛 명성을 잃지 않고 전시되어 있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USAFM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Korean

War 50th Anniversary’라는 코너를 개설하여.
한국전쟁에서 미 공군의 활약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McDonnell XF-85 Gobiln'
©USAF Museum

Modern Flight Gallery

USAFM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전시관이다. 194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약
6〇여 종의 비행기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F-117, SR-71, X -15 등도 각각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중앙에는 B-52D, 전시실 남과 북
쪽에는 XB-70과 C-124가 각각 큰 몸집을 드

Curtb* C-必D "C orw u nd e'
USAFMhuwrt

러내고 있고, B-52D 옆에는 우리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F-4와 F-16 그리고 F-111A 의
조종석이 전시되어 있다. 동시에 본 전시관에
서는 ‘Air Rescue in Vietnam’과 "B-l Flight' 라
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Space Flight Gallery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우주에 대
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러
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모든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근대 로켓
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고 다 드 (Robert H .
Goddard) 박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미국
에서 발명된 다양한 우주선과 관련 장비들이
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Memorial Airpark

유일하게 야외에 자리잡고 있는 전시관 건
물 옆의 공원이다. 여기서는 항공기를 비롯하
여 미 공군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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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c)M (dF «OC "SKootfaif S t o 1'
USAFM umukx

수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F -16, A -10A , F15, MiG-23MLD 등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
원래는 이 곳에 Minuteman, Jupiter, Titan,
Thor 등의 미사일도 함께 전시가 되었으나,
현재 준비 중인 Missfle MaU 건축과 관련해
지금은 전시되지 않고 있다.

Presidential

A ircra ft/R ese arch

& Developm ent

결과를 기록화한 기록보관소(Archive), 시
대 • 주제별로 항공 역사를 소장하고 있는

Flight Test Hanger

본 전시관 건물에서 약 1.5km를 가면 역대

역사관(History), 항공 엔진을 전시한 엔진

*Presidential

관 (Engines), 항공 무기를 전시한 항공무

Aircraft’ 와 항공기 발명에 큰 역할을 한 과

기관(Weapons), 관련 장비를 전시한 장비

학자나 현재 항공기 발명 기업체들에 대한

관 (Equipm ent), 그리고 초기 조종복에서

소개 및 연구결과가 대표적 항공기와 함께

시작하여 최근 우주 조종사들의 우주복까

전시되어 있는 *R&D Flight Test Hanger 가

지 를 전시 해 놓은 복제 관 (Uniforms) 등이

나타난다. 총 50여 대의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다.

대통령 전용기를 전시해 놓은

있는 두 개의 전시관에서는 역대 미국 대통
령들이 타고 다녔던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들

다양한 이벤트

있는 Lockheed

USAFM은 단순히 항공기만을 진열 또는

Martin, Douglas, Boeing 등에 서 제 작한 항공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USAFM은 항공

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기와

미 코 얀과

구 레 비 치 (M ikoyan

Gurevich) 가 제 작한

&

기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 그리고

‘M iG- 19S Farmer 와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

•M1G -21F Fishbed' 등의 항공기를 볼 수 있

를 운영하고 있다. IM AX 영화관에서는 매일

다. 이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실감나는 생생한 화면

드시 박물관 안내 데스크에 미리 예약을 해

들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 일 오후에는 미공군

야 하며 안내 데스크로부터 허가를 얻어야만

의 역사를 설명하는

관람이 가능하다.

가 열린다. 이외에도 내년까지로 계획되어 있

특별 전시관 (Special Gallery )

Film Festival’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USAF Heritage Tour’

는 ‘항공 고전 영화 페 스티 벌 Aviation Classic
U SA FM 은 항공기 전시관 외에도 각 기
종과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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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등장한 항공기의

연구

계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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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달 10월을 맞은
우리 공연예술의 현주소
KBS

방송작가 박 순 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의

한해, 그러나 그 수적인 풍요 속에도 역시 빈

한 가운데 10월은 존재한다. 그래서일까? 해

곤했던 것이 우리 공연예술의 현주소라고 할

마다 10월이면 모든 것이 만삭에 가까울 정

수 있다.

도로 풍성해지곤 하는데…. 문화행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 산고의 고통이야 어떻든
간에. 각 지 역

지난 9월, 시작된

‘서울연극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최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학로를 중심

지역문화행사와 각종 문화공연들은 10월을

으로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울연

기점으로 봇물 터진 듯이 쏟아져 나온다. 그

극제’ 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국내 공연

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네 민족은 아직까지 볼

예술축제의 대표격이라는 사실에 이론을 달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에는 관대하지 못한 것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서울연극제

같다. 대다수 관객들의 외면 속에서 면면히

는 우리만의 연극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공연예술의

축제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 최고의 수준을

발자취….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올 한해

자랑하는 외국공연들과 이에 뒤지지 않는 이

우리 공연예술의 자리매김 현실을 살펴보기

땅 연극인들의 작품들이 공연됨은 물론, 국악

로 하자.

을 비롯한 공연예술의 장르들이 장사진을 이
루고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당연히 있

풍요 속에 빈곤 • 돈 없는 잔치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중 한해 동안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
자해서 문화공연을 즐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

었어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빠져있다. 바로
돈이다.
프랑스 아비농 페스티벌 예산이 63억원, 영
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예산이 52억원.

다. 시간에 쫓기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연극제의 예

대인들에게 어쩌면 문화공연을 즐기는 일은

산은 10억, 게다가 이 예산안에 정부와 서울

일종의 사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마

시. 문예진흥원의 지원총액이 3억이 채 안된

음의 여유를 갖고 발품을 팔아보면 그것이

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을 행사를 치르

하나의 편견임을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스럽게 여겨질

고로 이렇게 역설하는 필자 역시 올 한해 문

정도이다.

화공연을 관람한 횟수는 열 손가락 안에 꼽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더니…. 문예진흥

을 정도이다. 그 횟수를 무색하게 할 만큼 셀

기금 민간기부금에 대한 조세 특례의 시효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공연들이 있었던 올

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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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지원 또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임극제를 비롯한 몇몇 행사는 대표적인 페스

있다. 문예진흥원측은 문화부를 통해 재정

티벌로, 나름대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경제부에

법개정 청원을 제출했지만 결과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공연예술제의

는 아직 미지수.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경우 전문성 없는 기획과 운영으로 일과성

에 정부 출연금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화재

현실.

입장료 부가모금에

비해 민간기부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형편이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랑스의 아비

다. 그러나 민간기부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농 페스티벌, 홍콩 아트페스티벌 등 세계적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보

인 공연예술축제는 대부분 예술감독을 중심

다 민간지원이

있는 것이 세계적인

으로 하는 전문적 기획력과 오랜 축제경영

추세임을 감안할 때 민간 기부금 활성화를

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공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야말로 문화

연예술 축제는 그 역사가 짧아 해외 유명 예

예산 1%
성보다
의

늘고

술축제와

달

비

교할 때 규모

정부

나

문화정책

운영방식

의지를

가시

에서

적으로

표현

차이를

보일

하는 것일 텐

수밖에

없다.

데 …. 지금의

그러나

앞서

순수예술에

말했듯

인형

대한

극,

정책과

지원이
의

아동극,

탈춤페스티벌

최선

등의

방법인지

되묻지

현저한

분야를

제외하면

않을

부분이

수 없다.

대
국제

연극제, 국제
특색 없는 지역축제운영

무용제, 국제예술제를 표방

재정상의 한계는 지역공연

하면서도 프로그램의 특성

예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내

한해 40여 건에 달하는 지역

유명한 관광지를 가도 그

공연예술축제가

특색없이

기념품이 똑같은 것과 같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느 축제나 비슷비슷하다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는 말이다. 이런 현실 속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는 예술축제의

서 그 가짓수만 많은 공연

급증으로

들을 어떤 이유로 취사선택

서울 편중이

해야할지 난감할 뿐. 그러나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사

이것 역시 재정상의 문제가

실이다. 그리고 춘천인형극

가장 큰 이유이다.

인해 문화의

제와 과천마당극제, 춘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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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발길 잦아
열악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우

류는 이런저런

남북대화의 부대행사 혹은

전시성 행사로서의 상징적 성격을 띠었던

리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은 활발했다. 특히 중

게 사실이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분

국으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지

단장벽을 허무는 초석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난 5월 국립발레단이 베이징 무대에 첫선을

나 미흡했었다. 그러나 6월 남북 정상회담

보였고, 같은 달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

을 전후로 북한 공연예술의 서울공연은 물

스트 정경화 씨도 데뷔 33년 만에 처음으로

꼬를 렀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벗어나 민

중국 연주회를 가졌다. 또 8월에는 한국오페

족 대화합의 촉매제 구실을 하기에 부족함

라단이 한 • 중 수교 8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이 없었다.
지난 5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

‘황진이’ 를 공연한 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많지

과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이

않다. 바꿔 말하면 중국에서의 한국공연은

그 대표격인데, TV를 통해 실황 중계되었던

활발한 진출 건수에 비해 별다른 인상을 남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연

기지 못했던 것이다. ‘사회주의 속의 자본주

주희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북한

의’ 라는 중국의 특성으로 인해 공연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성과 또한 상

의 테너 리영욱이 함께 한 무대와 남북한 교
향악단이 함께 협연한 아리랑은 단연 돋보였

징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실로 고무적

다. 이것을 시작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유교문화권으

와 사회전반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로 비슷한 정서를 가진데다 시장자체가 워

는데….

말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남북이 분단 55년 동안의 이질성을 극복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문화와

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정서와 사회의 통합을

관광을 접맥시키는 작업이 활발하게 열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함께 폭

있고, 그에 따라 문화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

넓은 문화교류가 절실하다는 점에 이의를 다

지고 있지만 중국문화시장이 한국 공연계가

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남북 문화교류

뚫고 들어가기에 만만한 시장은 결코 아니

는 남북이 모두 서로 달라진 문화와 민족 공

다. 현재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한

통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며, 일방통행이 아닌

국적인 것을 통한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것

쌍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같다.

북한의 예술이나 문화공연을 남한에 소개하

낙 광활하니까

는 일 못지 않게 남한의 예술과 문화공연들
분단의 장벽울 넘나든 남북의 공연예술
공연예술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더불어 국
내에도 많은 해외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해외라고 하기에는 왠지 어폐가 있지만 올해
국내에 소개된 어떤 공연예술보다

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교섭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
져야 할 것 같다.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새 천년도 이제 중반

주목해야

을 훌쩍 뛰어넘어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할 것이 바로 남북한 공연예술의 교류라고

아무쪼록 공연예술에 대한 정부지원부분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상처를 창작의 원천으로 삼아 예
술적으로 승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단초기인

원활하게 해결되고,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분
들도 보다 나은 결실을 위해 바삐들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〇

5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 그 동안의 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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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떰으로 읽는 글

가을꽃
방송작가

김미라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만추

사흘 째 되는 날 저녁 공양이 끝나고 났을

이면 어디나 그렇듯이 남루한 다방이 하나

때 스님이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저랑 경내
산책이나 좀 하시겠습니까?” 스님의 말씀 끝

있고. 서로 다 0ᅵ•는 얼굴들이 모여서 사람들

에서 어떤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미

의 정취가 가득한 그 곳, 시골의 버스터미널

을 맞이하거나 혹은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경내를 그 남자는 스님과 천천히

그 남자는 짐을 꾸려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면 소매 속의 팔

낯선 곳에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 출입문의

끝에서 소름이 오소소 일만큼 그 사이 날씨

계단을 내려서는 그 막막함. 그 남자는 문득

는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무심한 바람 한 줌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 번 생

에도 잎들이 떨어져 내리고 풍경도 따라 우

각해 봅니다.

는 저녁이었습니다. 스님이 앞서 걷고 그 남

결코 쫓기듯 온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진

자가 따라서 뉘엿뉘엿 가는 길. 산 속의 밤은

정한 모습을 찾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스스

너무나 깜깜해서 그 남자에게는 앞이 보이지

로를 위로하듯 생각해 보았습니다.

않을 만큼 낯설었지만, 스님은 어둠을 보는

버스를 타면 20분쯤 걸린다는 절을 찾아서

각별한 눈을 가지신 듯 평화롭게 걸으셨습니

그 남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쁠 것도 없

다. 스님도 말이 없고 그 남자도 말이 없이

는 날들이었고, 이미 많은 것을 정리하고 홀

걷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가분하게 내려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

들릴 것 같은 고적한 저녁이었지요.

언가에 쫓기지 않고 뉘엿뉘엿 걸어보는 것이

산책을 마친 스님이 그 남자가 묵는 방 앞

너무나 오랜만이 기도 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의 툇마루에 와서 앉으시면서 물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바람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그 한마디 속에 스

싸늘한 무렵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서 그 남

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자가 가방을 메고 절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앉아

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그 남

그렇게 도착해서 방을 얻고 사홀이 지났습
니다. 그 남자는 주지스님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을 얻어서 며칠 동안

무하고도 말

자는 스님에게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찬찬
히 풀어냈지요.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게 칭찬

을 나누지 않은 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새

을 듣고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고등학교를 졸

벽 예불에도 참석하고 저녁 예불도 끝까지

업하면서부터 일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 친구

함께 했지만 그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들은 이미 원하던 것을 얻었는 데도 자신은

묵언의 사흘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원하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

42

다고 특별히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

이 머무를 때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그렇게

면서 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날마다 누군가

몇 계절을 견디고 넘기고 난 후에 피는 꽃들

를 부러워하면서 풀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도 있었구나. 그 남자는 가을꽃도 있다는 사

원망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새삼 고개를

룬 것이 없이 세월만 흘렀다고 그 남자는 어

끄덕였습니다. 말이란 얼마나 좋은 말이냐보

두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로 이야기했

다도 어느 시기에 자신의 마음에 와서 닿느

습니다.

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 기

그 남자의 말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던 스님이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도 했지요.
사흘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계시다

“꽃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

가 그 남자의 마음을 많이 헤아렸다고 생각

이 있지요. 모든 꽃이 봄에만 피면 가을은 얼

되셨을 때 정말 적절한 한마디 말을 전해주

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가을꽃이

신 스님의 깊은 마음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될 사람인 모양입니다. 봄꽃들이 다 지고 난

맑게 웃으시는 스님의 미소를 보면서 그 남

자리에 더 깊은 향기를 품고 피어나는 가을

자는 깊이라는 것의 실체를 본 것 같기도 했

꽃이 되는 일도 얼마나 의미있는 일이겠습니

습니다.

까? 구절초며 들국화가 되는 일이 봄꽃이 되

이제는 조바심 내지 않고，아무도 원망하지

는 일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지요. 남들처럼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오래 기다렸

일찍 피는 봄꽃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

다가 피는 향기로운 가을꽃이 될 준비를 하

지 말고 가을꽃으로서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

자고 그 남자는 생각해 봅니다. 봄꽃들이 다

해서 자신을 잘 다듬어 가십시오. 기억하십시

지고 없을 때. 폭우를 견디고 더위를 견딘 가

오. 당신은 가을꽃이 될 사람입니다;

을꽃이 되어서 아름답게 피어보자고 그 남자

아! 그렇구나. 봄꽃이 있고, 또 가을꽃이
있는 거구나. 먼저 피는 꽃에 사람들의 시선

는 산 속 작은 절의 핏마루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 여 보았습니 다.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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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타 산 지 석 이 란 ,『
시 경 (詩 經 )』 〈소아편

사람도 자기만 못한 다른 사람의 말이

(小 雅 篇 )〉 ‘학명(鶴鳴)’ 에 나오는 시의

나 행동이 인격도야에 좋은 길잡이가

한 구절로 “ 다른 산의 돌” 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자기보다 못한

다. 원전에는 “他山之石 可以爲錯 他山

사람을 무시해 버리면 오히려 지금까지

之石 可以攻玉” 이라고 되어

쌓아온 그 사람의 인품에 손상이 갈 수

있다. 그

뜻을 보면, “ 다른 산의 돌은 숫돌이 될

있음을 경고하는 소중한 말씀이다.

수도 있고, 다른 산의 돌은 능히 옥을
갈 수도 있네” 라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오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무수

있다.

히 많은 타산지석의
가슴깊이 새길 경구(警句)

경우를 보면서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지나쳐 버리는

좀더 자세히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오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돌을 소인에 비유하고 옥을 군자에 비

의견만이 최고인양 주장하고, 자기보다

유하여 아무리 덕망이 높은 군자라 할지

더 잘난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라도 때에 따라서는 소인에 의해 수양과

는 과대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

학덕을 쌓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다. 또 다른 의미는 아무리 훌륭한 성

무슨 큰 과오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

군 (聖 君 )이 라 할지라도 초야에 은둔해

세우는 만용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있는 어질고 진실한 선비의 의견을 무시

을 보노라면 서글픔보다는 오히려 불쌍

하지 말고 받아들여 덕(德)과 인(仁)으

하다는 생각이 앞서곤 한다.

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경구(警
나보다 부족해도 나의 스승

句) 이다.
아무리 쓸모 없는 돌일지라도 사용하
는 사람에 따라서 숫돌이 되기도 하고,

이 다르며, 가슴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

단단한 금강석을 갈아내는 역할을 할 수

튼데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똑같을 수

있으니 결코 함부로 보거나, 아무렇게나

있겠는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의 생

취급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이다.

각이라도 그것이 때로는 더없이 소중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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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

훌륭한 인품과 학식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상병 문에

즐거운 인생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윤 영 삼

어느 친구 한 명이 규격화된 군대생활 때문

드림팀’ 을 기획했을 때 시작단계인 연예인

에 나의 감성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지 물었

및 조종사 출연진 선정에서부터 촬영일정 조

다. 군생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딱딱하게

정, 본 촬영, 편집과 스튜디오 녹화까지 새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운 업무는 나를 삼매경(三味境)에 빠뜨렸다.

말해 군생활이 무미건조하기는 커녕 너무 재

물론 촬영준비를 하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다.

미 있다. 이 말은 남들에게

‘공치사같다’ 라는

그러나 이런 고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말을 들을까봐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다. 나

꼭 일이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의욕이 넘칠

는 아직까지 내가 맡은 일이 반복작업이라든

때도 생겨나는 것 같다. 어쨌든 나는 모든 변

가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에게 더 많은

변화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장교

기 때문이다.

기회와 짧은 순간이나마 즐거움을 가져다주
냉철하게 날짜로 따져보면 365일 중 괜한
일을 벌였다는 후회와 책임감으로 우울했던

‘새 천년 공군의 상’ 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

날들도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

앞으로도 항상 새 업무가 나를 기다릴 것이

료되었을 때 느끼는 안도감으로 하루를 보낸

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이제 앞으로

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한

새로운 업무는 특기에 한정된 업무의 수준을

마디로 ‘온통 재미있다’ 고 단정지을 수 있는

넘어설 것이다. 예컨대 넘쳐나는 웹사이트 속

이유는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적

에서 어떻게 우리 공군 웹사이트를 차별화하

요소가 등장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앞서서

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맞는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직접 도

공군의 중요성을 잘 알릴 수 있는가. 그리고

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느 TV

인트라넷을 통한 새로운 교육의 방법은 있는

개그 프로에 나오듯이 ‘이런 일이 가능한 이

가 등 실로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프로젝트

유는?’

구상,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풍요롭게

정훈장교이기

때문이다. 정훈장교는

‘정신교육의 아버지’ , ‘군을 대변하는 대변

할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의 ‘새 천년 공군의

인’ . ‘이벤트 기획 연출가인 동시에 취재기

상’ 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〇

자’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부대 내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장병들의 전투의지와 사기를 고양시키
는 역할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정훈장
교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비즈니
스 패러다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가슴 설렌다. 올해
초 한국방송공사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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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이 희창( ® 昌)이라 불리는 서백장군이

강태공은 천문, 지리, 상학(相學), 병학(兵

위수에서 낚시질만 하던 성은 강(美)이요, 이

學), 복학( 卜學) 등 온갖 학문에 통하지 않는

름은 여상( S 尙)이라는 80살이나 된 강태공

것이 없는 희대의 천재였고, 80세에 주나라

을 만나 썩은 은(般)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일등공신이 되어 160세까지 살면서 병학가로

그와 함께 반란을 도모한다. 그러나 서백(西

도 유명하여 육도(A 雜)라는 병서를 남겼는

伯)은 주나라 창건 직전에 병사하고. 그의 맏

데, 이는 손자병법보다 500여 년이나 앞선 것

아들인 발(發)이 주의 초대 임금이 되니. 그

이었다.

가 주 무왕(武王)이다. 성탕(成湯)이 은나라

주 무왕은 강태공의 건의로 제후국 군주를

를 세운 지 30대째인 주왕(村王) 때 644년 만

형제나 친척으로 임명하여 사실상 중원을 통

에 결국 은나라는 사라진다. 지금부터 3〇〇〇여

일하고 내치에 힘쓰니 강태공은 더 유명한

년 전의 일이다.

인물이 되었다. 태공망(太公望)의 일화를 하

나라는 썩어 없어졌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나 소개하면, 주나라의 유명인사가 되자 어느

있어, 은나라 왕실의 백 이 (伯喪) 와 숙제(成

날 60살 가량의 노파가 찾아 왔는데 자세히

齊) 형제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천도(天道)

보니 일찍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부인 마

와 인도(人道)를 배반하여 세운 나라이니 자

씨(馬氏)였다. 노파는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

신들이 살 세상이 못된다고 하고는 서백(西

노라고 하고 다시 합쳐 잘 살자고 하자, 강태

伯)의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수

공은 물 한 동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여인에

양산에 숨어 고사리만 캐어먹다 굶어 죽는다.

게 엎지르라고 했다. 물을 엎지르자 강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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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담아 보라고 한다. 그러자 여인은 할말

나라는 제(濟). 진(普), 조 (超 ), 한(轉), 위

이 없어 그 자리를 떠나니, 복수불반분(覆水

(貌). 송(末), 노(舊), 위(術), 연(滿), 정(鄭),

不返益) 고사성어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채(祭), 조(普), 진(陳), 기(紀), 초(策), 진

주의 무왕은 수도를 호경(觸京)으로 옮기

(泰), 오(男:), 월(越)의 내개 열국이다. 公

고 정치를 안정시키며 민심을 다스려 경제
적 • 문화적으로 번성하여 서방과의 경제, 문
화적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10대 여왕

子 孔 바 •先 空 至 濟 大

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노골적인 착취를
하였으며 공포정치를 하니 백성의 불만이 극
에 달해 여왕을 습격하자 왕은 도망가고 공
화(共和). 즉

저 로 의논하는 정치’

시대가

시작된다. 사마천(司馬選)은 B.C. 841년 공화
시대가 시작된 해로부터 한해한해 연표를 만
들어 역사를 기록했는데 아마 그 이전의 역
사에 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나라도 300여 년 간 무사태평을 누리다,
12대 유왕(幽王)이

포사(衰他〇라는 미녀에

미쳐 왕후까지 쫓아내니, 결국 주나라도 망조
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다.
유왕은 포사가 좀처럼 웃지 않자, 포사의 웃
는 모습을 보기 위해 상금까지 걸어도 되지
않자 급기야는 간신 환관이 제안하여 조정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봉화대에
불을 피우니 각 지방 제후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허겁지겁 달려온 모습을 보고
포사가 깔깔거리며 웃자 왕은 눈물을 홀리며
기뻐하였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오랑캐 견융(犬成)
의 잦은 침범으로 유왕은 살해되고 도시가
피폐해지자 13대 평왕(平王)은 수도를 호경
(鎖京)에서

동쪽인 낙양(?各陽)으로 옮기고

국호를 동 주 (東 周 )로 고치니 서주(西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동주의 시대가 시작되나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명목상 종주국으
로 전락하게 되고,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
代)가 도래한다. 또는 이 시대를 동주열국시
대(東周列國時代)라고도 한다.
70여 개 제후국 중 후일까지 역사에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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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문에

한국 최초의 항공 밀리터리 소설
‘

왕

적

’

을

제15혼성비행단 중위 김 지 훈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나의 욕구를 채
워줄 만한 좋은 책이 없을까 생각하던 요즘
나를 단숨에 사로잡은 신간서적이 있었다. 최
근에 발간된 •항적’ 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것
으로 국내 최초의 항공 밀리터리 소설이다.
저자가 국방일보에 현재 재직 중인 정호영
기자라는 사실에 더욱 호기심을 갖고 조심스
레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나오는 다음과 같
은 헌시는 나를 이 책의 매력에 빠지게 하는
발단이 됐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가 장렬
히 산화한 이름 모를 수많은 전투조종사들에
게 이 책을 바칩니다.’’
조종사들의 결의와 애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책

소설

‘항적’ 은 레이더 스코프상에 나타났

다가 소리없이 사라지는 위협적인 전투기를
식별. 요격하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
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들의 결의와
애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책으로 탄탄한 구
성력으로 인해 단숨에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항적’ 에서 전개되는 조종사들의 삶은 심
장이 멈출 듯한 긴장과 끊임없는 불안정에
시달리는 삶이다.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모르
는 위협 세력에 대비하여 항시 대기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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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하는 공군조종사들의 삶. 일단 전투
기가 출격하면 공중은 전투기와 전투기가 대
결하는 진검 승부의 공간이자, 조종사들의 회
열과 보람이 있는 무한의 공간이며, ‘전쟁의
승패’ 와 국가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

후퇴할 것인:가, 초개와 같이 돌파할 것인가

전장임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의 결정이 불과 몇 초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설 속으/ 내용은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조종사의 초인적 삶 그려

연료가 떨어져 추락하는 상황을 ^^오하면서

"항적’ 의 진면목은

‘파이터(fighter)•로서의

도 비^는시 항적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몸

조종사의 삶과 하늘을 향한 그들의 초인적

부림치는 주인공 강민규 소령의 처절한 싸움

혼(魂)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군조종사들이 각종 비행

은 조종^유가 생전에 바치는 희생을 한꺼번에
응축한 숭고한 것이다.

훈련과정을 통한 조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은 물론 신체를 이루는 미세한 신경 하나하
나까지 전투기 조종에 적합하도록 혹독하게
조련되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그
리고 저자는 적기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투조
종사로 거듭나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과 싸워

니라 첩첩산중에 위치한 관제소가 나온다. 관

이겨내야 하는 조종사들의 애환까지도 엿볼

제소의 관제 및 요격 통제 요원들은 항적의

수 있도록 했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들은 적기의 존재를 최초

후퇴할 것인가, 초개와 같이 돌파할 것인가

로 발견하여 작전의 시작을 알리며, 적기의

의 결정이 불과 몇 초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요격에 가장 적합한 위치와 속도를 선정하는,

소설 속의 내용은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연

아군 전투기의 또 다른 수족(手足)이다. 관제

료가 떨어져 추락하는 상황을 각오하면서도

사를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소설

비가시 항적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몸부림

‘항적’ 의 리 얼리티는 배가 된다. 즉, ‘항적’ 은

치는 주인공 강민규 소령의 처절한 싸움은

특기별로 상이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

조종사가 생전에 바치는 희생을 한꺼번에 응

로 결집되어 임무완수라는 최상의 순간을 위

축한 숭고한 것이다. 강 소령이 사랑하는 공

해 상승하는 우리 공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군 최초의 전투조종사인 연인 신 중위에게

묘사하고 있다.

바친 마지막 편지처럼, 그 순간은 범상(凡常)

마지 막으로

‘항적’ 은 시 시 각각 급변하는

한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초

한반도 주변의 안보 현실에 대한 생생한 허

인적인 것인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순간이

구화(虛構化)이자, 장대한 스케일과 정신이

다. "초심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

살아 숨쉬는 영웅 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든 것을 회생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있다.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모든 공군장병의 노력율 고스란히 전달

소설

‘항적’ 의 주인공은 전투기와 조종사

만이 아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 활주로가 아

‘항적’ 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 라도 온
몸을 바쳐 전쟁을 방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저자
의 말에 잘 어울리는 영웅의 모습이 생생하
게 형상화되어 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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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를 위한 10월의 기도
방공포병사령부 병장 송 화 원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이 시대
의 젊은이라는 생각으로 군대라는 필수불가결한 집단

보인다’ 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스스로를

속에서 불평. 불만으로 허송세월올 보내는 동료들올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상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젊음을 다스리는 삼국

1998년 10월 군문을 들어설 때 젊은 피가

지에서 주유라는 걸출한 인물의 몰락은 역시

끓고 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눈물로써 위로

같은 하늘아래 공명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한 게 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덧 이 나라를

않게 해주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지키는 사명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음을 느

를 단련하는 걸 늦추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낌니다.

성공이나 부, 명예는 스스로 앞장서는 것임을

"Carpe diem. 죽은 시인의 사회” 라는 영화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에서 저를 감동하게 했던 문구를 기억합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잘라내지

이곳에서의 생활들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었

않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이상을 높

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즐기고자 노력 했던 기

게 보는 지혜를 가지며 동시에 현실은 조금

억들 뿐입니다. 처음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

낮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

처음 말을 배우는 것, 낯선 사람을 만나고 사

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랑하는 것…. 하지만 시작이어서 설레던 느낌

이 시대의 젊은이라는 생각으로 군대라는 필

들이 이제서야 내 가슴에 첫사랑의 설레임으

수불가결한 집단 속에서 불평, 불만으로 허송

로 자리합니다. "Let’s by gone, by gone" 역

세월을 보내는 동료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시 지나간 일은 그냥 시간 속에 접어두겠습

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기억

니다. 언젠가 이 몸에 비수가 되어 돌아을지

하고 지금의 모습과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라도 이미 날아가 버린 화살을 다시 되돌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매진하며 즐길 줄 아는

힘이 없음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괴로워지거나 좌

실수나 흠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

절하지 않고 자신을 매질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저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되겠습니다. 이제 겨우 뜻을 세워야 할 나이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는 말이 저를

에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한순간의 오판으로

위로합니다. 정말로 잘생긴 주변의 재목들이

망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일찍 베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능력

으로 저를 지키고 아껴주었던 주위의 모든

에 한계를 씌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

분들과 이 야심한 밤에도 조국영공수호에 여

스로의 한계는 겸손보다는 자격지심에 더 가

념이 없는 나의 수많은 동료들에게 건강과

까움을 이제서야 깨닫고 ‘세상은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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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추어탕 먹는 달
10월에
73기상전대 중령 반 기 성

가을걷이를 마친 이맘때면 미꾸라지를 잡

기에 가장 좋은 기상조건을 보이는 달이 10

아 탕을 끓여놓고 소주를 곁들여 한바탕 사

월이다. 그래서인가, 군인들의 생일인 국군의

설을 푸시던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날을 비롯하여 노인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사람들이 몰라 그렇게, 이맘때 먹는 미꾸
라지가 약이 되는 랩이여” “ 암, 왜 미꾸라지

무려 12개의 행사날들이 몰려있는 달이기도
하다.

를 가을 추(秋)자를 넣어 추어(秋魚)라고 했

그리고 비밀이지만 한여름 동안 태풍에, 집

능가? 바로 가을에 누렇게 살찌기 때문이여”

중호우에 시달렸던 기상장교들이 하늘이 높

한여름 더위에 지친 몸을 보하고 양기를 돋

아지면서 살찌는(天高 氣象將校肥) 때이기도

우는데 미꾸라지가 가장 좋다고 하여 우리

하다.

선조들은 이맘때 계절의 별미로 추어탕을 즐

이 달의 절기로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

겼다고 본초강목(本草網g )에서는 기록하고

어지면서 풀잎에 찬이슬이 맺히는 한로(寒

있다.

露)가 8일이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중 맑은 날이

강(霜降) 이 23일이다.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

가장 많은 달이자,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일하

들이 현란한 색으로 단장하면서 제비는 강남
으로 날아가고 기러기는 북쪽에서 날아온다.
‘1〇월이라 가을이니 한로 상강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 기러기 언제 왔노/벽공
(善空)에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한다/온산의
단풍잎은 연지로 물들이고/울 밑의 노란 국
화 가을빛을 자랑한다’ 참으로 좋은 달이다.
그런데 웬일일까? 밤만되면 붉게 익은 감을
까치 밥으로 남겨 둔 고향집이 그리워지니
말이 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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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독립운동가

국내 진출작전을 이끈

一

이 범 윤 (季 範 九 )

1863-?. 본관 전주(全州). 서울 출생. 1902

대적인 국내 진출작전을 시도하여 많은 성과

년 간도(間島)시찰원, 1903년 간도관리사가

를 거두었으나 일본 수비대의 증강과 의병

되어 간도지방의 한인보호에 힘썼다. 특히 사

내부의 분규로 해산하였다. 그 후 대종교(犬

포대(射砲隊)를 조직해 동포들에게 군사훈련

保敎)에 입교하여 참교(參敎)가 되었으며 민

을 시키고 자치활동을 지도하였다.

족의식 강화에 주력하였다.

1904년 러 • 일전쟁 중에는 이범윤부대의

1910년 성명회(聲鳴會)를 조직, 유인석(例

500여 명이 참전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離親) 등과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한편 청나라에서 강력히 철수를 요구해와 정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민희(勸民會)

부로부터 소환명령이 내려졌지만 소환에 응

를 조직하고, 총재로 추대되었다. 1912년 이후

하지 않고, 1907년 시베리아에 망명하여 창의

에도 국내진격작전을 벌여 회령(솔불) 등지

회(彩義會)를 조직, 의병규합에 전력을 다해

에서 일본군을 공격,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의병총대장이

1919년 3 • 1운동이

되었다. 1908년 안중근(安重

일어나자 진학신(泰學

根) • 전제덕(全濟德) • 엄인섭(嚴仁變) 등의

新) • 최우익(S 友翼) 등과 함께 간도 일대의

예하 각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는 대

의병부대를 통합하여 엔지현[延吉勝] 명월구
(明月構)에서 의군부(義軍府)를 조직, 5개 대

ff~ I

f東

대(大隊)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委
거士•

그 후 서일(餘一)과 김좌진(金住鐵)이 지
휘하는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제휴, 합동
항일무장투쟁을 벌였으나, 청산리(靑山■ ) 전
투 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반격작전이 전개되
자 군정서 및 다른 독립군부대들과 함께 헤
이릉강[黑龍江]를 건너 러시아령 (M ) 자유시
(自由市)로 이동하였다. 1925년 중국 헤이릉
장성[黑龍江省] 닝안현[事安勝]에서

신민부

(新民府)가 조직되자 참의원 원장으로 추대
되었다. 노년에 국내로 비밀리에 입국하여 여
생을 마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
서 되 었다.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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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호국인물

빨간 마후라의 효시 -

김영환 공군준장

192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비행전대장으로 강릉기지에
전진하여 1951년 11월 W일부

경기공립중학교와 일본 관서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항

터 휴전시까지 실시한 한국

공부대 창설 7인 간부 요원

공군의 항공작전에서 편대

으로 1946년 1월 15일 군사

를 직접 지 휘 하 여 ， 격하

영어학교 졸업 후 경북대

였다. 당시 강릉기지에서

구 주재 육군 제6연대 A 중

“ 빨간 마후라” 를 두르고

대장으로 보임한 후 1947년

출격하자 휘하 전투 조종

에는 통위부 정보국장 대리

사들이 모두 이를 따라 하

직으로 근무하던 중 조선경비

였는데, 공군하면 “빨간 마후

대 고문관인 프라이스 대령이

라” 를 떠올리게 된 것도 김영

항공부대 창설에 대한 약속을 어기

환 장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항공부대 창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보
국장 대리직과 부 위 (副 衛 • 현 중위) 계급을
사퇴하였다.

한국전쟁 승리에 결정적 기여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전대가 제10
전투비행단으로 승격되자 초대 비행단장으로

공군 창설을 위한 과감한 결단
1948년 4월 1일에는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에 입교하여 이등병 교육을 수료하고 다시

부임하여 한국 공군의 후방차단 및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지휘, 전쟁 승리에 결정
적으로 기여하였다.

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소위로 임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성충무무공훈

관하는 등 공군창설을 위해 과감한 행동으

장(1951 년), 미비행훈장, 을지무공훈장, 공비

로 공군의 모체인 항공부대 창설에 결정적

토벌기장, 6 . 2 5 종군기장(1952년), 대통령

인 기여를 했다.

수장, 금성을지무공훈장(1953년), UN종군기

6 ■25 한국전쟁 중 공군의 실제 전투력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

장, 미공로훈장(1954년) 등을 서 훈(敍動)받
았다.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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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문 화 인 -

조선후기의 대음운학자

一

유희 (■ 信 )

조선 후기의 실학파에 속하는 유학자이며

못한다. 그의 학문은 천 문 • 지리 • 의 약 • 복

음운학자. 본관은 진주(管州). 초명은 경 (t t ).

서 • 종수(t t 植)') • 농정( ■ & ) • 풍수 • 중어 (홍

자는 계중(戒仲), 호는 서파(西!波) • 방편자

魚) • 조류 등에 두루 통하였고, 특히 그중에

(方便子) • 남 악 (南 *). 아버지는 역산(層算)

서 따로 전 하 는 《시물명고 詩物名考〉■《물명

과 율 려(律S ) 에 조예가 깊은 현감 한규(漢
査)이며, 어머니는 통덕랑 이창식(季昌植)의

유고 物名類考》•< 언문지 誌文志:)는 국어학

딸로 경사에 능 통 하 여 《태교신기 胎敎新記》

찍이 실학자이며 정음학자인 정동유(鄭東通:)

를 저술한 전주 이씨(全州季氏) 사주당(師朱

에게서 직접 사사받아 당대의 문자음운학에

堂) 이다.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다.

타고난 천재성

조선 후기 대음운학자

사적 사료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

나면서부터 특출하여 13세에 이미 시부(詩

30세 전후에 저 술 한 《언문지〉의 원고를 분

賦)를 지으며 구장산법(九章算法)을 이해하

실하고, 20여 년이 지난 1824년(순조 24) 52세

고, 15세 에 역리복서 (易理卜 策)를 꿰뚫었으

에 다시 저술한 것이 지금에 전한다. 이 책은

며, 18세에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된소리 표기의 병서, 아래아의 음가를

11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一’ 의 간음(間音)으로 본 것, 사이 A 표기 등

받아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다. 37세에 충청북

의 주장이 탁견이다. 신경준(申景i# ) 과 함께

도 단양으로 옮겨 농사를 짓다가 10년이 지

조선 후기의 대음운학자로 평가된다.

‘K

난 48세에 고향인 광주로 돌아왔으며, 이듬해

그러나 그들의 문자음운학이란 주로 당시

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53세에 누나의

의 한자음을 이상적으로 표기함에 그 목적이

권유로 과거에 세 번 응시하여 생원시에, 57

있었다. 그러므로 <언문지》의 유씨교정 초

세에 황감제(黃村製)에 3등 3석으로 입격하

성 ■ 중성 • 종성 41자모를 보면, 당시 쓰이지

는 것으로 그쳤다. 일찍 경학에 심취하여 성

않는 글자가 상당수 채택되었다.

리학을 주로 하고,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본
으로 삼아 경서의 주석에 전념하였다.

그 의 《물명유고》는 당시의 다양한 국어어
휘 7,000여 물명을 수집하여 해박하게 주석한
물보류(物譜類)로서, 그 주석에 쓰인 우리 어

당대 문자음운학의 대가
그의 유서로 방 대 한 《
문통 文通》 100권이
초고로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행방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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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는 무려 1.600이 넘 는 다 .《물명유고》
는 그
섬세한 기술과 희귀한 어휘 등으로 보아 가
히 그의 대표적 저술로 손꼽을 수 있다.〇

공군에 바한다

1.

지난 공군지 내용 중 ‘영공방위에는 보직이 따로 없대 는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공군하면 전투조종사를 생각하는데, 전투조종사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물에는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공군도 전투조종사를 지원하기 위하
여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이 있고, 그분들이 조국 영공을 수호한다는
일념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장하숙

2. 공군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
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공군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공군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런
데 게시판을 보면 다소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공군 홈페이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공군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
리고 사회에서 모교사랑 사이트가 인기인데, 공군 홈페이지에서도 병과별, 근무지별, 계급별로
사람을 찾는 방을 개설해주시면 더욱 많은 공군가족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ihwanu@hanmail.net

3. 우주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시간이 나면 밤하늘의 별보기를 즐기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군지 내용 중 가장 인상깊게 읽고，한 자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내용이 바로 ‘우주개발의 역사• 입니다. 우주개발의 역사에 대해 쉬운 내용과 많은 삽화로 이
해를 도와주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필자이신 채연석 박사님은 제가 무척이나 존경
하는 분이랍니다. 항상 발전하는 공군지 기대합니다.

대구광역시

4.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공군지를 항상

도서관에서 읽는데, 공군력의 이해 중 시r PoNAer’ 를 가장 즐겨 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
한 점이 있어요. 올해 초에는 ‘항공전략사’ 와 함께 ‘Air Power’ 가 실렸는데，어느 순간 항공전
략사가 사려졌더군요. 공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
군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조종사분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쓰는 •항공전략사’
와 ‘Air Power 는 가장 효고f적으로 공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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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페인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선진 정예 공군의 모습을 만들자.

에너지 절 약 ，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제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 절약은 주변의 손쉬운 것에서부터

(IEA ) 의 석유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 보고서

시작할 수 있다. 첫째, 전기를 아껴쓰자. 한낮

에 따르면 현재의 석유 소비량이 유지될 때

에도 사무실 전등을 켜고 있거나 과다하게

2040년이면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많은 전등을 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산유국들은 최근

가급적 자연 조명을 활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들어 석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

일과 후 전기 플러그는 반드시 뽑도록 하고

으며, 이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3〇

화장실이나 창고 등의 공동구역 전원도 미루

달러가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자.

소비되는 석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둘째,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도록 하자. 최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고유가 현

근 공군본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

상과 최근 경제회복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로 5부제와는 별도로 매주 화요일 영내에

의 증가가 성장 괘도에 오른 경제에 큰 부담

거주하는 장병들은 걸어서 줄퇴근을 하도록

이 되고 있어 전 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운

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를 걷게 되면 건강에

동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도 유익하고 자연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있다. 대통령님께서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유가 등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에너지 소비 절약은

셋째, 물을 아껴쓰도록 하자. 특히 본격적인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이라며 ‘전 국민

혹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물의 사용이 크게

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천해 줄 것’ 을 당

증가하고 있어 물 절약이 더욱 절실해지고

부하신바 있다.

있다. 일상 생활에서 적은 양의 물이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공군 장병들과 가족들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우
리 공군은 임무특성상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
게 된다.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아껴쓰는 관심과 노력
이 필요한 시점이다.
IMF 이후 우리 공군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래서 공군이 에너지 소비의 주체로만 인

이후에도 공군 장병들은 내 집에서처럼 전기

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공군도

와 수돗물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에너지 절약의 주체로서 앞장서야 할 때이다.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의 주체가 되어 국가

우리의 주변과 일상 생활을 조금만 살펴보면

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선진 정예 공군의 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습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〇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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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력의 새 지평
20세기와 함께 출발한 현대의 항공력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
리고 미래의 항공력은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인가? 걸프전과 보스니
아전 등 현대전에서 보여준 항공력의 힘은 가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
다. 심리전，합동전, 정보전 등 여러 관점에서 첨단 항공력을 재검토한
본서는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공군력의 비전을 제
시해 줄 것이다.
권재상 옮김/도서출판 자 작 /400쪽 /15,000원

2. 배틀힘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 무드를 타고 이젠 거의
잊혀지다시피한 한국전쟁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 나왔다. 당시 미공군 소령이었
던 딘 헤쓰( Dean. E. Hess)가 쓴 Battle Hymn. 전송가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

，
次

氏於

어지기도 했던 헤쓰 대령의 한국전쟁 참전기.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따뜻한 이
야기와 목사로서 전쟁에 참가했던 저자의 절절한 심정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4

딘 헤쓰 지음/도서출판 감 자 /360쪽 /12,000원

3.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들은 다른 한편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까? 프랑스 사회학자가 제안하는 느림의 미학 안내서. 게으름이나 무
력감고ᅡ는 다른 느림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
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개인의 성격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피에르 쌍소 지음/도서출판 동 문 선 /238쪽 /7,000원

4. 환상과 미메시스
최근 전세계적으로 판타지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지난 2500년
간의 서구의 문학에서, 판타지 문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모방적인 문학
론에 밀려서 저급한 문학, 심지어는 정신병의 징후쯤으로 여겨지며 냉대를 받았
다. 이 책은 이러한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는,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흉 • 캐스린 지음/도서출판 푸른나무/3我쪽/12,000원

5.

나는 나를 시험하고 싶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가법거나 무거운 정신질환 및 사회현상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쓴 정신

의학 교양서. 정신과 개업의로 활동 중인 저자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의 내면에 왜곡되
어 있는 성의 모순들과 정신병리 현상들을 밀도있게 분석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보다는 암기를 통한
과학지식 습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의학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유석 지음/중앙 M&B/346쪽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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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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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페스티발 2000

10. 3 ~ 10. 22

예 ^ s i 전당

유지컬〈
로마의 휴일〉

10. 28 〜 11. 5

，，

2000 세계 무용 축제

10. 11 ~ 10. 22

"

청산별곡

10. 27 〜 10. 29

"

첼리스트 수렌바그라투니 독주회

10. 1

，，

서울 바로크 싱어즈 정기연주회

10. 3

，，

동방서법탐원전

10. 1

，，

갈물한글서화전

10. 2 〜 10. 9

"

제8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10. 10 〜 10. 29

제19회 한국 추사체 연구회원전

10. 30 ~ 11. 5

'，

정조 서거 200주년 기념전

10. 14 〜 10. 25

"

10. 4 〜 10. 8

세종문화회관

ASEM FESTIVAL

10. 14 ~ 10. 20

，，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10. 21 ~ 10. 22

，，

뮤지컬〈
페임〉

10. 1 〜 10. 15

LG 아트센터

ASEM - The Savior

10. 19 〜 10. 20

，，

올레흐크라이사 바이올린 독주회

10. 30

세계무용제

10. 2 〜 10. 3

제23회 대학연극제

10. 9 〜 10. 16

창작뮤지컬〈
과거를 묻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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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립극장
，
'

베세토연극제〈
춘향전〉

10. 19 〜 10. 23

，，

이탈리아 가곡과 아리아의 밤

10. 24

，，

오페라〈
시집가는 날〉

10. 27 〜 10. 29

，，

알립니다

2.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전시회

1. 제 15회 공군창작전
공군장병들이 틈틈이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여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력 건설 기반 구 축 과

정성스럽게 제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제 15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정 보 •기 술 교 류 를 통

회 공군창작전’ 을 마련하였습니다. 2씨 간 한치의

해 21세기 국가안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차와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긴박한 임무 여건 속

공 군 사 관 학 교 •전 투 발 전 단 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에서 느끼는 뜨거운 애국심과 생동하는 병영생활의

항공우주진흥협회가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모습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를 통

항공우주 무기체계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해 공군가족 여러분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합니다.

► 전시일정
•

대구전시 : 공군 3262부대( ’00. 10. 2〜5 )

•

진주전시 ：교육사령부( ’00. 10. 9 〜12)

► 기

간 : 10. 11(수)〜 10. 13(금)

► 장

소 : 서울 63빌딩

및

3. 제 106기 사관후보생 모집
► 연

령 ：임관일( ’01. 7. 1) 기준 만 20세 〜27세까지의 남자

► 학

력 : 4년제 정규대학 졸 업 (예 정 )자 이상

► 일

정
내

용

일

자

장

소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00. 10. 2 〜 10. 14

각 지방 병무청

신체검사/면접

’ 00. 10. 30 〜 11. 10

각 지구 공군부대

학 ^ A |험

’ 00. 12. 10

각 지구별장소

합격자 발표

’ 01. 2. 26

각 지방병무청

2차 전 형 (입 영 )

’ 00. 3. 19 ~ 3. 23

교육사령부

최종합격자 발표

*01. 3. 23

교육사령부

4. 제181기 남 • 여 하사관 모집
► 모집직종 : 기계 • 통신전자 • 전자계산 • 기 상 • 시설 • 전기 • 화학 • 냉난 방(남 자만) • 의무 • 일반 •
군 악(여 자 만 )
► 지원자격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

학

력 : 고 등 학 교 졸 업 또는 이 와 동 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세〜27세까지의 남자 및 미혼여자

► 모집일정
내

용

일

자

장

소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0. 2 ~ 10. 17

각 지방 병무청

신체검사/면접

10. 25 ~ 10. 26(여자 생략)

각 지구 공군부대

학과시험

10. 27

각 지구 공군부대

1차 합격자 발표

12. 15(여자 11. 15)

2차 전형

’ 01. 1. 15 〜 19
(여 자 11. 27 〜 28)

각 지방병무청
남 자 (교 육 사 )/
여자(항의원 • 공사)

최종합격자 발표

’ 01. 1. 19(여자 ’ 01. 1. 5)

교육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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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두 왜나 울었는데
안방 큰방은 왜즛아니 당등# 아고
인갛들은 모두 웅성 웅성아니 깨여 있어서들
호가리며 석박[ |를 실고
생강에 파에 청가에 마늘을 다지고

시래기를 삶는 운운안 방안에는
양념 나!음새가 성성도 아다
밖에는 어데서 물새가 우는데
토방에선 옛§ 두부기 고여이 숨이 들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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