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태평양(太平洋) 공군(空軍) 사령관(司令官) Louise L. Wilson 대장(大將) 일행(一行)이 공군본부(空
軍本部)를 예방(禮訪)(1.22)

전(前) 한미(韓美) 1군단장(一軍團長) Hollingsworth 중장(中將)이 이임(離任) 인사(人事) 차(次) 공군본부(空軍
本部)를 예방(禮訪)(2.9)
미(美) 서태평양(西太平洋)함대(艦隊) 항공(航空)부대(部隊) 사령관(司令官) Russell 제독(提督)이 공군본부(空軍
本部)를 예방(禮訪)(2.18)

공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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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화ㆍ컷…신 용호 표지ㆍ컷…이 후영

사진으로 보는 우리 부대 소식

항공(航空) 군사(軍事) 과학(科學)

권두언(卷頭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훈감(政訓監) 민병규(閔丙奎)

(2)

●

신축성(伸縮性) 제지(制止)에의 열쇠: C3ㆍ ㆍㆍㆍㆍㆍㆍ 양신석(梁宸錫) (60)

논단(論壇) ● 76년(年)의 우리 공군(空軍)ㆍ ㆍㆍㆍㆍㆍ 윤종현(尹宗鉉)

(4)

●

일본(日本)의 방위(防衛)와 F-X 선정(選定)(2)ㆍㆍㆍㆍㆍ 윤응서(尹應瑞) (68)

●

기상(氣象)무기(武器)와 그 문제점(問題點)ㆍ ㆍㆍㆍㆍㆍ 장용순(張瑢淳) (75)

●

최
 신(最新)무기(武器) 장거리(長距離) 순양(巡洋)
유도탄(誘導彈)(1)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한경수(韓慶洙)ㆍ (86)

●

특집(特輯)

우 리 의 적(敵) 을 알 자

●

의(義)로운 삶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문중섭(文重燮) (12)

●

북괴(北傀)의 군사전략(軍事戰略)과
대남(對南)전략(戰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오기완(吳基完) (19)

●

우리의 적(敵)을 알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운종(鄭雲宗) (25)

●

북괴(北傀) 공군(空軍)의 성격론(性格論)ㆍㆍㆍㆍ 임정혁(林貞赫) (32)

번영(繁榮)의 그림자(2)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중보(金重宝)역(譯)

(38)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精神)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안병욱(安秉煜)

(48)

정신교육(精神敎育)의 지표(指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강용구(姜容求)

(54)

■ 만화 ■ - 공군만상(空軍漫像)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운섭(鄭雲燮) (142)
한국(韓國)과 미국(美國)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기대(金基大) (153)
●

독후감 ● ●『흙』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선우행지(鮮于幸枝) (149)

●

폭격(爆擊)의 정확도(正確度) 및 그 측정방법(測定方法)ㆍ ㆍ최양수(崔良洙) (97)

●

항
 공모함(航空母艦) 보호용(保護用)
S-3A Viking 기(機)의 고찰(考察)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남기(金南紀)ㆍ(108)

군종코오너
●

마
 르크스 주의(主義)의 종교(宗敎)비판(批判)과 기
독교(基督敎) 신앙(信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두식(金斗植) (120)

●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종교(宗敎)비판(批判)ㆍ ㆍㆍㆍ 김종호(金鍾浩) (125)

●

크리스찬의 입장(立場)에서 본 공산주의(共産主義) ㆍㆍ 이건명(李建明) (131)

수필
●

오
 늘보다 나은 내일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권태정(權泰錠) (137)

●

용(龍)해에 용(龍)꿈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신인재(愼仁宰) (139)

●

교
 양(敎養)과 인간(人間)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연구(金淵球) (141)

●

다
 섯가지 선물(膳物)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유상량(劉相亮) (144)

●

관
 사촌(官舍村) 새마을 축구(蹴球)대회(大會)ㆍㆍㆍㆍ 문종진(文鍾珍) (146)

단편소설(短篇小說)

의혹(疑惑)……………………………… 세이여즈

(164)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

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 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
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

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

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
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미(美) 공군본부(空軍本部) 군수(軍需)참모부장 Robert E. Hails 중장(中將)이 방한(訪韓) 인사차(人事次) 공군
본부(空軍本部)를 예방(禮訪) (2. 23)
미(美) 국방성(国防省) 정보부국장(情報副局長) W. D Robertson 제독(提督)이 공군본부(空軍本部)를 예방
(禮訪) (2. 4)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
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

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

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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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眞正)한 용기(勇氣)

용기(勇氣)는 위험(危險)이나 곤란(困難)에 직면(直面)하였을 때

그를 피(避)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心理的)인 유혹(誘惑)을 극복

(克服)하고 전진(前進)하는 자기통제력(自己統制力)을 말한다. 그
런데 용기(勇氣)는 정신적(精神的)인 용기(勇氣)와 육체적(肉體

的)인 용기(勇氣)로 양면성(兩面性)을 띠는데 위험극복(危險克服)
의 마음의 결단(決斷)만으로서는 그 위험(危險)을 극복(克服)할 수

없다. 결심(決心)과 함께 육체적(肉體的)인 행동화(行動化)가 이루

어 져야 비로소 그 위험(危險)을 극복(克服)할 수 있다.

권두언(卷頭言)

말과 행동
정훈감(政訓監) 공군(空軍) 준장(准將)

민병규(閔丙奎)

하늘에선 지금도 대기권(大氣圈)을 타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죽음의 선물(膳物) 방사능진

었다는 것을 자각(自覺)한 지금, 말과 행실의 사이는 함(合)치면 하나이지만 갈라 설 때에는 하

「화해(和解)에 의(依)한 평화(平和)」를 자찬(自讚)하면서 「인류(人類)의 해방(解放)」을 누구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낀다.

(放射能塵)이 인류(人類)의 심장(心臟)을 향(向)하여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보다도 구가(謳歌)하는 트로이카」의 큰 오바코트 속에 숨어 도발의 기회(機會)만을 엿보고 있
는 북(北)의 일당(一黨)은 끝없이 신장(伸張)되어 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번영에 초조한 나

머지 고질화(痼疾化) 된 세계적화(世界赤化)의 미몽(迷夢)에 도착(倒錯)되어 스스로 평화(平和)

에의 도전자(挑戰者) 인간(人間)의 도살자(屠殺者)로 끝내 전락(轉落)되어 가고 있다.

그 뿐이랴. 또한 이 순간에도 소위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建設)」이니 「남조선(南朝鮮)해

방(解放)」이니 하는 미명(美名) 아래 말(馬) 아닌 사람에게 천리(千里)길을 채찍질하는 금수(禽

獸)의 땅이 우리와 지척(咫尺)을 상거(相距)하여 엄연히 공공연(公公然)히 존재(存在)한다.
말과 행동(行動)이 같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선악(善惡)이 개오사(皆吾師)라는 말대로 이렇듯 간교(奸巧)한 적(敵)과 대치(對峙)해

서 싸워오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귀중(貴重) 진리(眞理)를 터득하였다.

그들의 말을 반(半)만 꺾어서 들어 믿어볼까 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그들에게 농간(弄奸)의

기회(機會)를 주게 된다는 헤아릴 수 없는 실망(失望), 형오, 분노(憤怒)들 一 !!

그리하여 백 마디의 헛된 말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實踐)하고 있는 내용(內容)이 문제(問題)

늘과 땅 사이의 엄청난 공간(空間), 아니 천국(天國)과 지옥(地獄)사이의 무한(無限)이 될 수도
「토마스ㆍ칼라일」은 일찌기 「영웅(英雄)」이란 「대중(大衆)보다 한 걸음 앞서 실천(實踐)하는

사람」이라고 갈파하면서 「민중(民衆)이 다 말하고 있지만, 실천(實踐)지 못하는 것을 앞서서

실행(實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웅(英雄)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 멸공태세(滅共態勢)를 완벽하게 굳혀가면서 참된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民主

主義) 를 이룩하기 위(爲)하여 분골쇄신(粉骨碎身)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얕볼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국민(國民)으로 세계(世界)속에 굳게 인식

(認識) 되려면 무엇보다 이렇듯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자기(自己)의 「말」과 「행동(行動)」을 합

(合)쳐 실천(實踐)할 수 있는 각오(覺悟)가 서야 하고, 또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밀려오는 이기
(利己)의 압력(壓力)을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참된 영웅(英雄)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 많아지면 우리의 국력(國力)은 누가 막을 수 없는 팽

배로 줄달음치게 될 것이다. 이 실행(實行)에서 앞장서는 한 걸음一. 여기에 우리 의 빛나는 내

일(來日)이, 약속(約束)이 어려 있다.

라는-!!

다행(多幸)히 10월유신(月維新)으로 해서 우리 사회(社會)에서는 국정(國政)에서 개개인(個

個人)의 사생활(私生活)에 이르기까지 이념(理念)과 실천(實踐), 말과 행동(行動)의 일치(一致)
를 무엇보다 중요시(重要視)하는 기풍(氣風)이 고조(高潮)되고 있다.

사실(事實) 그간 우리 사회(社會)의 건전(健全)한 성장(成長)을 방해(妨害)하던 모든 폐단의

원인(原因)이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천력(實踐力)의 결핍에서 연유(緣由)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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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年)의 우리 공군(空軍)

논단(論壇)

「이행」을 주장하는 그 명시 사항의 골자는 두 말할 것 없이 ①유엔군 사령부의 무조건 해체

76년(年)의 우리 공군(空軍)

와 ② 미군을 포함한 전 주한 외국군의 철수 및 ③ 미ㆍ북괴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다. 아직은

—비상정세(非常情勢)와 속전대비(速戰對備) 잊지 말길一

정치 선전 공세를 통한 이행 요구단계에 그쳐 있지만 그것이 안 통할 경우 「유엔결의의 실행」

이라는 명목을 앞세우고 불원 격렬한 발작(發作)을 보여 올 공산 또한 없지 않게 크다.

예측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 먼저 「유엔군 사령부의 무조건 해체」라는 대목을 쳐들면서

앞으로 동사령부를 「상대치 않거나」 혹은 그 「존재(存在)를 부인」하려 들지 모른다. 그와 아울

<한국일보(韓國日報)ㆍ논설위원(論說委員)>

윤종현(尹宗兹)

76년의 세수(歲首) 一 •

□ … 공군의 시동(始動)은 역시 적(敵)을 추적하는 … □

□ … 일로부터 걸어야 하겠다. 시련과 도전의 「패턴」이 … □
□ … 더 곱쳐진 채 넘어선 새해이자 앞으로의 내외정 … □

□ … 세회전 또한 비상(非常) 의 굴레를 좀체로 쉽사리 … □
□ …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상년(常年)은 아 … □
□ … 닐 듯한 것이다 … □

러 한쪽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當事者)의 증발(蒸發)을 이유로 협정 자체의 무효화ㆍ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로부터 공산측 대표를 철수하고 판문

점(板門店)의 중립성(中立性)마저 깨뜨리는 조치가 따를 것이다. 또 「휴전협정」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 통제하에 든 서해 (西海) 5도의 반환과 그곳 우리 부대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군사분

계선」 및 「비무장 지대」의 부재선언(不在宣言)마저 서슴치 않을 염려도 있다.

줄여 말하면 오늘의 휴전체제(休戰體制)를 쪼각내서 「전쟁상태로의 재돌입」을 법적으로 유

도하며 군사도발행위의 길과 구실을 터놓으려는 위험이 도사린 것이다. 「군사분계선이란 밀면

밀릴 수 있는 것」이라는 따위 표현을 중공 대표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基調演說)에서 쓴
것은 이런 속셈의 이서(裏書) 로 보아 마땅할 대목일 듯하다.

「전쟁의 길을 이처럼 튼 연후 그들의 발작은 한 걸음 더 큰 모험으로 다가설지 모른다. 소위

「평화협정체결」과 「주한 미군의 철수」요구가 정치적으로 끝내 거부될 경우 다시 한 번 「유엔
결의의 이행」이란 명분을 업고 「미군철수」 를 한정적인 조건으로 하는 군사도발을 자행키 쉬

[1]
뭣이 그렇게 전망(展望)을 죄게만 하는 것일까. 첫째는 30차 유엔총회의 결의(決議)를 평양

운 것이다.

그 가장 위험스런 시기가 우리 방위의 지원 주축(支援主軸)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와 건국

200주년기념 축제기를 맞는 올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상식화한 판단이다.

작년 말 「포드」미국대통령의 중공 방문이 이런 문제 상황들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집단(平壤集團)이 위험스럽게 소화하려들 염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작년 11월 18일 유엔은 한

있었는지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이다. 공식회담의 80%를 한반도(韓半島) 문제로 소비했다는데

표결이 나자 복괴와 중공은 이내 그들 안의 통과룰 가리켜 「대단한 승리」니, 「놀라운 전환」

안이나 중공이 북괴의 과격한 행동을 억제토록 바란 미국의 기대는 시원스럽게 통하질 않았다

국 문제에 관하여 서방(西方)ㆍ공산(共產) 양측 결의안을 이중으로 채택하였다.

이니 하면서 요란하게 나팔을 울렸다. 그리고 「서방측 안의 통과는 무효」라면서 「공산측 안
명시사항(明示事項) 의 지체없는 이행(履行)」을 외쳐댔다.

4

도 아무런 진전을 못봤다는게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키신저」의 「당사국 회의」 개최

는 것이다. 전망을 죄게 하는 두번째의 매듭은 바로 이 점에 있다.
한국 휴전협정의 분명한 한 당사자이자 현재 북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중공이 전

5

76년(年)의 우리 공군(空軍)

논단(論壇)
쟁도발을 꼬드기지는 않고 다만 그것을 방관 또는 묵인만 한다 해도 북괴는 오산(誤算) 끝에
오는 불장난을 하려 들기 쉬운 때문이다.

설사 그들이 산으로 한 때 전쟁에서 곤경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 중공이나 소련

이 그의 임종(臨終)마저 버려두지는 않으리라고 평양 집단은 믿고 있는 것이다. ㆍ

[2]

실하다. 국제정세 또한 그들의 이른바 「혁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일면의 판
단을 내리고 있다. 새해의 전망을 낙관해서 안 될 세번째의 갈피는 이처럼 치솟기만 하는 북괴

의 적화야망과 전쟁일로(戰爭一路)의 지향성에서 잡혀지는 것이다.

하기야 해방 이래 한반도 풍향(風向)에서 30년간 시종일관 변한 것이 없다면 바로 북한 공

산집단이 바람불리는 이 긴장과 전쟁의 먹구름이다. 이는 이미 내외의 공지사항에 속한다. 오
늘의 풍운 역시 그 한 연장임에는 틀림 없으나 휴전 이래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태풍전야
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놓칠 수 없는 경계점이다.

좀 구문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작년 10월 하순 내한했던 미국 하원의원 시찰단의 「존ㆍ머피」

단장이 한달 후 「칼 앨버트」 하원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도 중ㆍ소

〔3〕

기일지 모른다면서 그 이유로서 얼음판을 이용한 군대의 대규모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쳐들

비단 정치외교적 포석이나 호전적인 정책발언뿐 아니라 눈앞에 확인되는 현실과 취하는 조

의 이런 최종후견(最終後見)을 예상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겨울이 북괴 남침의 최대위
고도 있다.
사실 겨울로 말하면 추위가 혹심한 북쪽이 우리보다 작전행동상의 훈련과 적응성을 더 많

이 쌓았을 것이다. 또 오래전부터 북괴군이 야간전투훈련(겨울은 밤이 길다)에 몰두하고 있다

는 소문은 자주 나돌았다. 그렇고 보면 올 겨울 이후 앞서 말한 미국 대통령선거 연차인 76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실전적인 눈길을 북으로 예리하게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평양집단」의 우두머리들은 근래 유난히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뇌까려왔
다. 그 『준비를 다 했다』는 큰소리는 벌써 5년 전부터 공개된 것이다. 작년 4월 「프놈펜」과

「사이곤」이 떨어지자 월남형(越南型)의 남침을 하려고 「김일성」이 부랴부랴 북경상전(北京上
典) 앞으로 전쟁신청(戰爭申請) 나들이를 다녀왔었다.

그 뒤 전쟁을 지원받는 정치적 정지작업 (政治的 整地作業)을 위하여 동구(東歐) 및 아프리카

의 몇몇 나라로 발길을 연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소위 「남조선 혁명에 대한 개입의 정당
성」，북괴의 「통일방안」 그리고 그들의 「비동맹국회의 가입」 노선을 지지토록 애걸했었다.
따져보면 하나처럼 폭력혁명이나 무력행사에 의한 적화통일의 포석들인 것이다. 이런 호들

치도 그들의 폭력노선, 전쟁노선을 뚜렷이 입증하고 있다. 대화(對話)는 실질적으로 근 1년반

이나 질식시키고 그 뒷전에서 남침용 땅굴을 파댄 사실은 영영 지워질 수 없는 도전의 확증으
로 잡혀버렸다.
공격성이 대단한 군사장비를 대폭 증강하고 군사력의 주축을 더욱 남쪽으로 전진시켜 기습

태세를 갖춘 실상은 외국 「매스콤」들까지 샅샅이 폭로하였다. 특히 우리 수도권(首都圈)을 겨
냥한 그들의 침공태세는 육ㆍ해ㆍ공 전역에 걸쳐 비상하게 강화된게 현황(現況)이다. 서울진격

(進擊)을 목표로 그들이 3일전쟁, 5일전쟁을 기도하리라는 견해는 모두 이런 데서 근원하고

있다.

「유엔」이 한국문제를 표결하는 바로 그 무렵에다 시점(時點)을 맞추면서 김일성은 지난 11

월 18일 북괴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모든 군사기관에다 「동원 및 전투태세준비」를 다그친
「명령 제4호」를 하달하였다.

소위 「김일성 정치대학」과 「강건」(姜健) 종합군관학교」창립 30주년을 맞아 김일성 자신이 참

석한 가운데 전달된 전문 12개 항목의 그 명령내용은 물씬 화약냄새를 풍기는 바 없지 않다.

갑은 두 말할 것 없이 김일성이 월남전을 배우고 본따려 한데서 온 것이다. 그는 월남에서 미

예컨대 ① 모든 군사교육요원과 학생들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

군이 철수한 후 불과 2년에 적화 정복이 실현되는 한 「샘플」을 보았다. 또 그 미군을 물러나게

세를 견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원수」들을 철저히 때려 부수고 조국통일을 완수할 수

하려면 역시 전쟁으로 대항하는데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그 나름의 교훈을 땄을 것이다.

전쟁계산(戰爭計算)은 이래서 그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긴급한 과제로서 인식되었을 것이 확

6

있도록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출 것과 ②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당(黨)의 참된 친위대ㆍ결
사대로 튼튼히 준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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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나아가서_ ③ 당의 군사 교육사상과 「인민군대」 강화를 위한 「5대방침」을 높

이 받들어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고 ④ 모든 학생 들을 일당백 (一當百)의 「혁명전사」
로 튼튼히 준비하며 ⑤ 학교의 온갖 사업과 생활을 정규군대화(正規軍隊化)하여 여러 면으로

우리는 적의 이런 정체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괴군에겐 나라나 겨레를 지킨다는 군

군대의 거울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령 제4호」의 골자를 자세히 뜯어 보면 우리

대본연의 사명은 아예 없다. 오로지 공산통일과 세계공산화를 위한 혁명만을 추구하는 무력

는 적의 의도와 목적과 장차 취하려는 전쟁 방식을 얼른 알만하다. 굳이 자세한 설명을 안 붙

체인 것이다. 혁명이란 다시 말하여 공산화를 목표로 현상타파를 하려 드는데서 시종 공격적

이더라도 이 명령은 어느 의미로는 분명히 전쟁에 대비한 전력의 「최종점검령」이자 공격 개시

이고 침략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 한다.

에 앞선 「전투대기령」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최고통솔자의 자격으로 전 북괴군인과 교육중인
학생들에게까지 「전투준비」를 채근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전쟁목적이 적화통일 완수에 있음도 「명령」은 명백히 지시하였고 그를 위해 「현대

그렇기에 근원적으로 암혹적(暗黒的)인 전략사조(戰略思潮)에 사로잡혀 상반되는 정치제도

나 세력이 존재하는 한 무한격멸(無限擊滅)ㆍ무한폭력ㆍ무자비한 투쟁을 하려 든다.

그 투쟁 앞에 그들은 동족(同族)이나 혈육관계 따위는 거들떠 보려 하지 않는다. 오직 공산

전」과 「혁명전쟁」의 형태를 병행시키려는 군사이념도 잘 드러나 있다. 여기 말하는 「혁명전쟁」

주의 사상과 정치제도를 위하여 결판을 내려는 처절한 공세를 계속할 따름인 것이다. 분단 이

이란 단지 군사행동에서의 「특수전 형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래 30년 간 그들의 대남침략양상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으로 시종된 화근은 바로 여기에

그것은 보다 더 차원 높은 그들의 정치적 목표인 사회주의사회ㆍ공산주의사회로의 종말을

있다.

귀결시키는 전쟁성격을 말하며 그 귀결이 보장되기까지의 온갖 무력투쟁과정을 「혁명 전쟁」으

어떻게 맞싸워야 할 것인가.

로 표현 한 것이라고 새겨두어야 한다.

우선 정신면으론 우리의 정치사상무장을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

「김일성」이 입버릇처럼 『모든 군사 인원들은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의를 신봉하며 그 이상 더 좋은 정치제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짓밟으

사상적으로 항상 무장되어야 할 것』을 떠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그들이 북괴군을 일컬어

려 드는 북한 공산침략을 꺾고 이 체제를 지켜 장차 더욱 개화ㆍ창달토록 하려는데서 10월유

「당의 혁명무력」이라고 규정한 연유도 이 혁명전쟁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북괴군이 존재하는

신의 햇불을 올렸던 것이었다.

데 있다.

일찌기 소련혁명 (1917) 이래 공산국가나 집단의 군대는 당군(黨軍) 즉 혁명군(革命軍)으로

여기 우리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나 공산주의의 한계성을 설명할 겨를과 「스페이스」는 지금
없다. 하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①

서의 성격을 그 바탕으로 간직하고 있다. 즉 공산혁명을 주도할 「계급군대」이자 「당의 군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갖는 「주권재민」의 빛나는 나라이자 ② 북괴의 체제보다 월등히 자유롭

라는 것이다.

고 우수하며 ③ 근래 같은 발전의 「템포」를 계속할진댄 후손들이 영영 영광스럽고 잘 살 수 있

그래서 소련군(蘇聯軍)도 시초는 노농적군(勞農赤軍)이라고 불리웠으나 독일(獨逸)의 대침

공을 받은 2차대전 당시 그런 계급적 군대만으로는 국방임무를 제대로 다하기 어렵다는 데서

국방군ㆍ국민적 군대 (國民的軍隊)로서의 성격을 추가하면서 「소련군」으로 개명하고 말았다.

이를 본떠서 오늘의 공산국가 군대들은 거의 모두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나

북괴군의 경우는 유독 혁명군 일색의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그 통솔체제 또한 당(黨)보다도

「김일성」 개인 독재하에 들어 있는 사병집단 (私兵集團)처럼 전락한게 매우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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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국체와 정체를 갖춘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 어떠한 적에게도 민주 한국의 이런 가치와 영광과 장래성을 빼앗길 수는 결코 없

으며 이 점이 곧 우리 정치사상 무장의 본적(本籍)이자 현주소(現住所)여야 할 것이다.
적은 바로 이 체제와 가치를 뒤엎으려는 것이다.

물론 그 적은 「동족 아닌 동족」이다. 해방 그 무렵까지는 그들과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런 적
대성이 없었다. 하나 그 후 갈라진 그들의 사상ㆍ이념ㆍ정치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못된
도전과 침략을 이제껏 동족 앞에 서슴치 않고 있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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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年)의 우리 공군(空軍)

논단(論壇)
이미 말한 것처럼(본지 75년 10월호) 그들과의 대결에서 「역사의식」보다 「정치사상무장」의

지구전(持久戰)을 계속 종교시하던 소련군마저 60년대 후반부터 서전(緖戰)의 기습을 전략사

움은 역사의식에 의한 정신무장만으로 충분하다. 하나 어제까지 같은 역사과정에서 살아온

각종 병기의 위력팽창은 침략자들의 이런 경향과 전법을 더욱 조장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비중을 앞세워야 할 당위성은 이래서 강조되는 것이다. 이민족(異民族)이나 외적(外敵)과의 싸

소위 한 핏줄이 공산혁명을 위한 사상적ㆍ체제적 도전을 하는 사태 하에선 그보다 앞선 「정치
사상무장」 이외에 대처할 만한 정신적 요소는 달리 없을 것이다
민족문제만 해도 좀 더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민족 고
유의 전통을 옳게 이어가는 현실을 볼 때 그 정통성ㆍ주체성 은 확실히 우리쪽에 간직돼 있다.
한데 용모와 혈통으로 보면 북한공산집단의 구성분자들 역시 민족개념에서 빼놓기가 힘든다.

조의 한 요체로 굉장히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점에서 북괴군이 가장 유독스런 호전적 무력체인 것은 전쟁 전과(前科) 「리스트」에 잘 실려있
을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새기면 새해의 공군이 그만큼 제 3전장(戰場) 방위에 구멍을 보이지 말아야 한

다는 주문이 된다. 첨단(尖端)과 첨단을 이으면서 정신적으로 물량적으로 그리고 전기(戰技)

숙련면으로 적을 앞지르며 자유민주주의의 상공을 빈틈없이 지켜가야 할 책무와 사명은 이래

그렇다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도 없이 상잔(相殘)의 총뿌리를 겨누며 침략과 전쟁을 하

서 더욱 선명해진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난날의 「전쟁범죄자」와 개전의 정이 태무한 「북괴집단의 주요 구성원」

가 「민주한국」의 장래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공전사(航空戰史)의 오랜 가르침과 최신

려드는 무리들까지 그 어진 개념에다 포함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의당한 이치이자 논리에 속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략의 총을 쏘며 달려드는 모든 「적대분자」는 이를 제외시켜 「민족반역
자」로서 규정 해가야 옳을 것이다. 죽이려 덤비는 자들까지 동족관념에 젖어 우물거리다 가는

하늘에서의 1분 지체는 전쟁 비극의 영원한 씨앗을 부르기 쉽다. 공중 결전(決戰)의 단 1초

판 전쟁 형태는 이런 「비상노트」를 새해 공군에게 빠짝 제시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필승(必勝)

의 나래와 그 충성을 조국은 엄숙히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필시 우리의 회생이 크게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은 불길만 당겨지면 걷잡을 수 없는 속전속결상을 돌출시킬 것이다. 그런만큼 정
신을 옛 역사에 매달고 뒤돌아보라 하는 것은 전쟁 「게임」의 승리를 잃기 쉽다. 오직 적을 앞지
르려는 전향적인 정신력의 발동과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될 따름인 것이다.

[5]
공군에게는 특히 그렇다. 현대전에서의 공군은 초전(初戰) 단계부터 삼군(三軍)의 속전(速戰)

을 대표한다. 피차의 전국과 전세를 주름잡는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그 공군의 정신이 하늘

의 전쟁터에서 옛날을 뒤돌아 보았을 때 기인(機人) 모두의 첨예성(尖銳性)이 무딜 것은 뻔하다.

전쟁양상은 이미 옛날 조상들이 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어느 장수의 용전상 하나로써 승패

가 좌우되던 그런 시절과는 군사기술이 너무 발달한 것이다. 「6 .25의 스타일」도 이젠 반복되
지는 않 을 것이다. 상대도 달라졌겠거니와 쌍방 모두가 가공스런 병기와 전기 전술로써 순삭
간에 적을 제압할만한 능력을 기르고 있는 까닭이다.

그에 따라 두번째론 초전을 잘 싸워야 할 것이 필수적이다 .「스탈린」이래 기습(奇襲)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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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각하 말씀 중에서 ■

◇혁
 신적인 유신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와 국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신뢰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
 는 행복한 생활과 영광스러운 조국의 내일을 행한 전진의 대 열 에 앞장설 것을 선
언한다. 우리 다같이 조국 근대화의 완수를 위해 궐기하자. 민족사의 전진을 위해 분
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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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特輯)

우리의 적(敵)을 알자
球)와 잠수복(潜水服) 등(等)을 구입(購入)하여 훈련 중(訓練中)에 있으며 북한인민(北韓人民)들

우리의 적(敵)을 알자

에게 전면공격(全面攻擊)을 감행(敢行)할 수 있는 동원훈련(動員訓竦)을 강화(强化)시키고 있다.

또한 북괴(北傀)는 대외적(對外的)으로 「유엔」총회(總會)에서 공산측(共産側) 안(案)도 함께

의(義)로운 삶

채택(採擇)되었음을 계기(契機)로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의 한국(韓國)의 고립(孤立)과 주한미
군(駐韓美軍)의 철수(撤收) 그리고 통일전선(統一戰線) 전략(戰略)을 계속(繼績) 추진(推進)하려

<춘천(春川)ㆍ제일(第一)고등학교장(高等學校長)>

문중섭(文重燮)

오작 국리민복(國利民福)만을 위(爲)해 하
나 밖에 없는 고귀(高貴)한 생명(生命)을 달
갑게 바치고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으로
부터 숭앙(崇仰)의 대상(對象)이 될 때 그
군인(軍人)이야말로 역사(歷史)의 참된 증
인(證人)이 되는 것이다.

지난 12월(十二月) 6일(六日)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강중령(姜中領)으로부

터 원고청탁(原稿請託)의 서신(書信)을 받고 망설이던 차에 「트랜지스터」의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瞬間) 김일성(金日成)이가 76년도(七六年度)에는 남침도발(南侵挑發)을 감행(敢行)할 가

능성(可能性)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增大)해졌다는 「뉴우스」 해설(解說)을 들었다. 몰론(勿論)

김일성(金日成)의 흉계(兇計)와 잔인성(殘忍性)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지사태(印支事態) 이
후(以後)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은 그가 목표(目標)로 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야욕(野慾)

에 고무(鼓舞)되어 공공연(公公然)하게 언급(言及)해 왔다.

월남(越南)이 공산화(共産化)되자 중공(中共)을 방문(訪問)한 김일성(金曰成)은 전쟁(戰爭)이

일어나면 “얻는 것은 통일(統一)이요 잃는 것은 휴전선(休戰線)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

다. 그리고 지난 18일(十八日)에는 김일성(金曰成)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인민군(人民軍) 최
고사령관(最高司令官)의 이름으로 북괴집단(北傀集團)의 모든 기관(機關)에 동원(動員) 및 전
투태세확립(戰闘態勢確立)을 내용(內容)으로 하는 명령집 4호(命令集四號)를 내린 바 있다.

그 내용(內容)을 분석(分析)하여 보면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유일사상(唯一思想) 체제(體制)를

더욱 강화(强化)하면서 각종(各種) 전략물자(戰略物資)의 비축(備蓄)과 신예장비(新銳装備)를 비
롯한 침투용(浸透用) 장비(装備)의 확보(確保), 군지휘체제(軍指揮體制)의 강화(强化)와 아울러

해(海)ㆍ공기지(空基地)의 전방(前方) 추진(推進)과 잠수함(潜水艦)의 도입(導入), 대형기구(大型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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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의 흉계(凶計) 등(等)으로 보아 불원(不遠)한 장래(將來)에 무모(無謀)한 남침(南侵) 도발

(挑發) 행위(行爲)를 감행(敢行)할 가능성(可能性)을 절대(絕對)로 배제(排除)할 수가 없다.

더우기 지난 12월(十二月) 4일(四日) 일본(日本)의 월간지(月刊誌) 「선택(撰擇)」12월호(十二

月號)에 실린 「김일성(金日成) 왕조(王朝)의 시작(始作)」이라는 기사(記事)에서 최근입수(最近

入手)한 중요정보(重要情報)라는 제재하(題材下)에 언급(言及)한 기사내용(記事內容)을 분석

(分析)하여 보면 지난 10월중순(十月 中旬)에 북괴(北傀)를 방문(訪問)한 동남아(東南亞)의 모

국농업상(某國 農業相)에게 김일성(金日成)이 말하기를 『금년(今年)에는 「유엔」에서 한국문제

(韓國問題) 토의(討議)가 중요(重要)하기 때문에 얌전하게 있었다. 내년(來年)에는 새로운 조선

(朝鮮)에서 또 새 수도(首都)에서 새로운 지휘자(指導者)로서 귀하(貴下)를 만나겠다』고 망언

(妄言)을 털어 놓았다고 보도(報道)했다. 또한 지난 일년간(一年間)의 짧은 기간(期間)에 김일
성(金日成) 일가(一家)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 처자(妻子)와 친척(親戚)까지 모두 찬미(讚
美)와 숭배(崇拜)의 대상(對象)으로 만들어 신격화(神格化)하고 아들 김정일(金正一)을 후계자

(後繼者)로 옹립(擁立)시키고 있다고 지적(指敵)했다. 이와 같은 징후(徵候)는 확실(確實)히 김

일성(金日成) 왕조(王朝)의 시작(始作)으로서 김일성(金日成) 자신(自身)이 「신(神)의 소리」라는
미명하(美名下)에 남침(南侵)을 호령(呼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상(以上)의 모든 정보(情報)를 종합(綜合)여 볼 때 새삼 놀랄 필요(必要)는 없다.

우리 군(軍)은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일어나는 북괴군(北傀軍)의 동태(動態)에 대(對)하여

예의주시(銳意注視)하고 또 분석검토(分析檢討)하여 대비책(對備策)을 수립(樹立)하고 있기에
북괴(北傀)가 언제 어느 때 남침(南侵)하더라도 즉각(卽刻) 현전선(現戰線)에서 격멸(擊滅)시킬

만반(萬般)의 준비(準備)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북괴(北傀) 남침(南侵)을 대비(對備)한 차원(次元) 높은 제도적(制度的)인 대비책(對備策)은

고위층(高位層)에서 해야 할 문제(問題)이지만 본인(本人)이 공군장교(空軍將校)들에게 바라는

것은 공산군(共産軍)의 남침(南侵)을 물리치기 위(爲)하여 「시급(時急)히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장교(將校)들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精神姿勢)는 무엇인가」 에 대(對)하여 나의 소신(所信)을

밝히고자 한다. 군인(軍人)은 국내(國內)의 모든 적(敵)을 물리치고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하는 것이 군인(軍人)의 사명(使命)이기 때문에 개인(個人)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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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害關係)와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 만을 위(爲)해 하나밖에

(祖國)은 세계(世界)속의 한국(韓國)으로 뻗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가(國家)와 국민(國民)」으로부터 숭앙(崇仰)의 대상(對象)이 되는 동시(同時) 역사(歷史)의 참된

수(首)를 게재(揭載)하여 본다.

없는 「고귀(高貴)한 생명(生命)을 달갑게 바치는 군인(軍人)」이 되어야 하고 군인(軍人)은 「국
증인(證人)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特)히 하늘을 주름잡는 공군(空軍)의 젊은 장교(將校)들의 고도(高度)의 「정신전력(精神

戰力)과 전투기술(戰鬪技術)」은 전쟁(戰爭)의 승부(勝負)를 좌우(左右)하는 중요(重要)한 위치

(位置)에 놓여 있다는 사실(事實)에 대(對)하여 논(論)할 필요(必要)조차 없다.

에로부터 「전쟁(戰爭)은 역경(逆境)의 연속(連續)」이라고 했다. 전쟁(戰爭)이란 헤쳐나가는

지혜(智慧)로운 힘은 바로 「명철(明晳)한 두뇌(頭腦)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투지(鬪志)」가 필
요(必要)하다.

내가 6ㆍ25(六ㆍ二五) 동란(動亂) 당시(當時) 백마사단(白馬師團) 29연대장(二九聯隊長)으로

근무(勤務)할 때 있었던 일이다. 중부전선(中部戰線) 철원(鐵原) 북방(北方) 저격능선(狙擊陵

線) 공방전투(攻防戰鬪)에서 이십여(二十餘) 차례나 고지(高地)의 주인공(主人公)이 바뀌는 격

처절(悽絕)한 저격능선(狙擊陵線) 전투(戰鬪)에서 내가 읊은 진혼나팔(鎭魂喇叭)의 시(詩) 한
지축(地軸)을 흔들던

진혼나팔(鎭魂喇叭)의 메아리는

피아(彼我)의 포탄(砲彈)이

영혼(英魂)을 태워

작열(炸裂)하는 폭음(爆音)은

귀(貴)한 희생(犧牲) 둘러싼

불꽃을 튀며

하늘이 삼켜 버리고

탄혈(彈穴)과 시체(屍體)로

지형(地形)이 바꿔진

이끼 낀 암석(巖石)마다
눈을 부릅뜨고

별을 부르고 있다.

먼지 덮힌 뺨마다
타고 넘는
두 줄기 눈물은

돌로 세운 석불(石佛)마저

흐느끼게 한다.

중공(中共) 오랑캐들의

나팔수(喇叭手) 입김은

조국(祖國)의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울려 퍼지는데

전(激戰)이 계속(繼續)되었다. 매일(每日) 밤 중공군(中共軍)의 인해전(人海戰)인 파상공격(波狀

피를 마시고 서 있다.

지 끝내 저격능선(狙擊陵線)의 고지군(高地群)을 사수(死守)했다. 그렇지만 이 능선(陵線)의 사

숨을 거둔

연대장(聯隊長)은 무릎 꿇고

채 마르지도 않는 데

이름 석자를

애탄(哀嘆)의 정열(情熱)로 머물고

메모를 한다.

攻擊)을 받았으나 아군(我軍)은 적(敵)을 격멸(擊滅)하고 휴전(休戰)이 조인(調印)되는 그날까

수(死守)는 젊은 장병(將兵)들의 불퇴전(不退轉)의 정신력(精神力)과 고귀(高貴)한 희생(犧牲)

의 초석(礎石) 위에 도사려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53년(五三年) 6월(六月) 25일(二十五日) 바로 그날 아침 4시(四時) 전차(戰車)를 앞세우고 저

격능선(狙擊陵線) 하단(下端)에 도착(到着)하자 먼동이 트면서 안개가 걷히기 시작(始作)했다.

24시간(二十四時間) 동안 계속(繼續)되었던 피아(彼我)의 포격전(砲擊戰) 속에서 전원(全員)이

전사(戰死)한 줄로만 생각했던 아군(我軍)의 용사(勇士)들은 마치 불사조(不死鳥)같이 응전(應
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본 나는 전차(戰車)의 근접지원(近接支援)을 명(命)하고 증원병력(增援兵力)을 진격

전우(戰友)들의 낙루(落淚)가
해는 서산(西山) 마루턱에

눈물섞어

덧없이 죽어간

진중일기(陣中曰記) 수첩(手帖) 속에

진혼나팔(鎭魂喇叭)의 메아리가 이 시간(時間)에도 메아리쳐 온다.
그때 그 분노(憤怒)가 치밀어 옴을 금(禁)할 수 없다.

더우기 피를 흘리며 산화(散華)한 뭇 전우(戰友)의 피 흘린 땅을 밟고 또다시 그 적구(赤狗)

(進擎)케 하여 일거(一舉)에 중공군(中共軍)을 격멸(擊滅)하고 아군(我軍)을 구출(救出)해냈

들은 남침(南侵)의 기회(機會)를 노리고 있지 않는가?

(二十三名)이고 17명(十七名)의 생존자(生存者)가 죽기를 각오(覺悟)하고 용감(勇敢)하게 싸웠

신자세(精神姿勢)부터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랜 세월(歲月) 우리는 「반공(反共)」이란 구

「죽기를 각오(覺悟)하면 사는 법(法)」이라고 설파(說破)한 도산(烏山) 안창호선생(安昌浩先

(解決)할 수가 없다. 오직 「멸공(滅共)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적(敵)은 전쟁준비(戰爭準備)를

春)을 국난(國難)에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犧牲)에 의(依)하여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고 조국

가? 멸공통일(滅共統一)을 위(爲)해서는 「일당백(一當百)」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야 한다.

다. W 고지(高地)에 배치(配置)되었던 소대병력(小除兵力) 중(中)에서 전사자(戰死者)는 23명
다. 이만여발(二萬餘發)의 포탄(砲彈) 속에서도 기적(奇蹟)같이 살아남은 것이다.

生)의 말처럼 그들은 조국(祖國)의 생신(生神)이 아니고 무엇이랴一. 이와같이 꽃다운 청춘(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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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장병(國軍將兵)들은 이러한 적군(敵軍)을 눈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于先) 정

호(口號)를 많이 사용(使用)해 왔다. 「반공(反共)」이란 구호(口號)만으로는 문제(問題)를 해결
완료(完了)하고 「너와 나의 가슴」에 총검(銃劍)을 겨냥하고 격발직전(擊發直前)에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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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처럼 복창(復唱)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라화랑(新羅花郞)들처럼 일당백(一當百)으로

(流入)되는 하나의 과정(過程)이라고 본다면 피끓는 젊은 장교(將校)들의 「조국애(祖國愛)와

力)」은 일조(一朝) 일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피눈물나는 훈련(訓練)과 불굴

으로 다져질 때 신(神)의 업적(業績)과 같은 위대(偉大)한 일을 완수(完遂)할 수 있다고 본인

적군(敵軍)을 무찔러야 한다는 말이다. 고도(高度)의 「전투기술(戰闘技術)과 정신전력(精神戰

멸공정신(滅共精神) 그리고 불사신(不死身)의 정신(精神)」이 혼합(混合)되어 하나의 신념(信念)

(不屈)의 투지력(闘志力)을 키워야 한다.

(本人)은 확신(確信)한다.

과 신념(信念)」이 강(强)하면 강(强)할수록 성공(成功)의 가능성(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확고

에는 「고귀(高貴)한 생명(生命)」을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을 위(爲)해 바쳐야 하기 때문에 「대

「신(神)은 스스로 돕는 자(者)를 돕는다」고 했다. 이 말의 참뜻은 하고자 하는 「의욕(意慾)

부동(確固不動)한 신념(信念)」으로 추구(追求)하는 자(者)에게는 기필(期必)코 승리(勝利)의 영

광(榮光)을 차지하게 마련이고 하나님도 도와 준다는 말이다.

우리가 신(神)의 존재여부(存在與否)를 논(論)하기에 앞서 의식적(意識的)이건 무의식적(無

意識的)이건 간에 우리들의 마음 속엔 이미 신(神)은 깃들어 있는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인간

(人間)의 양심(良心)은 곧 신(神)이요 굳은 신념(信念)은 신(神)과 상통(相通)한다는 말이다.

신(神)은 전지전능(全知全能)의 대명사(代名詞)처럼 우리들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

에 역경(逆境)에 처(處)하여 있을 때에는 의식적(意識的)으로나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나 신

(神)의 구원(救援)을 요청(要請)하게 되는 것이 인간(人間)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낱말 자체(自體)가 지닌 참뜻이 신(神)을 대상(對象)으로 한 믿음이 아니

고 어떠한 대상(對象)을 통(通)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神)에게 귀착(歸着)하려는 정

신(精神) 의 흐름인 것이다.

「믿는다」라는 숙어(熟語)를 차원(次元)을 달리하면 신념(信念)이 되지 않는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이 옥(獄)에서 풀려나와 통제사(統制使)로 재임명(再

任命)을 받았지만 호남(湖南)과 영남일대(嶺南一帶) 해안(海岸)에서 십이척(十二隻)의 전선(戰

船)을 거두어 놓았을 때에 조정(朝廷)에서는 충무공(忠武公)에게 『해전(海戰)을 버리고 육지(陸
地)에 올라와 싸우라』는 명령(命令)을 내렸으나 공(公)은 「금신전선(今臣戰船) 상유십이출사

도거전즉삽사위야전선수(尙有十二出死刀拒戰則插司爲也戰船雖) 과미신불열즉적불감불모아

의(寡微臣不列則賊不敢不侮我矣)」라고 장계(狀啓)하였다. 즉(即) 『신(臣)에게 아직 싸울 수 있
는 배가 십이척(十二隻)이나 있읍니다. 죽음을 다해 싸우면 능(能)히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신(臣)이 죽지 않는 한(限) 적(敵)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말이다. 충무공(忠

武公)은 십이척(十二隻)의 전선(戰船)으로 삼백여척(三百餘隻)의 철선(徹船)과 대치(對置)하여
싸우려는 「불굴(不屈)의 투지(鬪志)」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 적(敵)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

한다는 두 마디의 말은 천고(千古)의 명언(名言)으로 전(傳)하여 내려오는 것이다.
공(公)이 지닌 이와같은 무서운 신념(信念)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신념(信念)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신(神)의 위대성(偉大性)에 대(對)하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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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장교(將校)들을 양양(洋洋)한 희망(希望)을 가져야 하지만 일단(一旦) 유사시(有事時)

의(大義)에 죽고 사는」 큰 희망(希望)이 앞서야 한다.

인간(人間)은 세상(世上)에 태어나서 한번은 죽어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존재(存在)인 까

닭에 영겁(永劫)의 시간(時間) 속에서 인간(人間)들이 의식(意識)하는 그 세월(歲月)은 이십년

(二十年)이 건 칠십년(七十年)이건 결국(結局) 오십보(五十步) 백보(百步)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나이답게 대의(大義)를 위(爲)해 죽어야 할 때에 죽는 그 죽음」은 의(義)로

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성웅(聖雄)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의 전사(戰死)가 그러했고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의 죽

음이 그러하지 않았던가…돌이켜 생각하여 보면 월남(越南)이 망(亡)하고 월남피난민(越南避

難民)들을 실은 우리의 쌍용호(双龍號)가 부산항(釜山港)에 닻을 내릴 때 그들은 의(義)로운

죽음에 인색(吝嗇)했음을 때늦게 후회(後侮)하는 가련(可憐)한 그들의 모습을 전국민(全國民)

이 똑똑히 지켜 보지 않았는가.

그때의 감회(感懷)를 읊은 시(詩) 한 수(首)를 소개(紹介)하여 청년장교(青年將校)들의 애국

정열(愛國情熱)에 호소(呼訴)하고자 한다.
혈서(血書)의 메아리

파월국군(派越國軍) 장병(將兵)들을 환송

(歎送)하던

크메르와 월남(越南) 공화국(共和國)이

차례로 무너진 비운(悲運)은

항도(港都) 부산항(釜山港) 그 부두(埠頭)에

당쟁(黨爭)과 국론분열(國論分裂)

망국(亡國)의 한(恨)과 실향민(失鄕民)의

전의(戰意)마저

오월(五月)의 지열(地熱)을 타고 점염(點

屬)들에게

월남(越南) 피난민(避難民)들의 닻을 내린다.
설움이

방종(放縱)과 부정(不正)의 자정(茲延)속에
송두리째 상실(喪失)한 부패족속(腐敗族

染)되는데 .

신(神)은 끝내

또 하나

냉혹(冷酷)한 현실(現實) 속에서

의분(義憤)에 떠는 여기
실향민(失鄕民)의 슬픈 증언(證言)이 있다.

구원(救援)의 손길을 멈추어 버린

그래도 인정(人情)이 원망(怨望)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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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따이한) 국민(國民)들은

월남피난민(越南避難民)의 심금(心琴)에
뜨거운 우정(友情)의 마음을 보낸다.

영원(永遠)히 방랑(放浪)할 수도 없는

조상(祖上)들의 뼈가 묻힌

내 교장 내 나라는

아니 너와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산다.

미래(未來)를 잃은 목숨만을

사이공 크메르의 혈취(血臭)에

쌍용호(雙龍號)에 맡겨야 했던

기고만장(氣高萬丈)한 적구(赤狗)들은

울부짖는 그 소리가

자유대한(自由大韓)을

나라없는 백성(百姓)들의

피 비린내를 몰고

막막(漠漠)한 사해(四海)를 메꾼다.

적용(跡踊)하려고' 하는

화려(華麗)했던 지난날의 부귀(富貴)도

날로 점고(漸高)하여 가기만 하는데

산 증거(證據)를 남겨둔 채

분노(憤怒)에 찬 겨레의 함성(喊聲)은

나라와 함께 망(亡)하여 버 린

그 계책(計策)이

침략자(侵略者)와

생존(生存)만을 추구(追求)하는 짐승이 되어

안보(安保)를 저해(沮害)하는 자(者)들에게

잠자리를 구(求)하고 있다.

최후(最後)의 경고장(警告狀)을 띄운다.

□ … 않는 한 남북간(南北間)의 힘의 대결(對決은 불가피(不可避) … □
□ …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길러 … □

□ … 이들을 제압(制壓)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가 … □

□ … 반드시 달성(達成)해야 할 과업(課業)인 것이다. … □

<KBS 전문위원(專門委員)>

오기완(吳基完)

신(神)의 저주(咀呪)와 함께

이제 애국(愛國)의 정열(情熱)은

염천하(炎天下)의 기열(氣熱)처럼 북바쳐

살인현장(殺人現場)의 참상(慘狀)처럼

너와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자유(自由)도

혈서(血書)로 맹서(盟誓)하는

뭉게뭉게 괴어있다

□ … 북괴(北傀)가 무력적화(武力赤化)의 야욕(野慾)을 버리지 … □

위선자(僞善者)와

아직도 남은 구조선(救助船) 벽(壁)에는

이름도 없는 피맺힌 혈서(血書)가

대남(對南)전략(戰略)

그 기세(氣勢)를 꺾어 규탄(糾彈)하는

아니할 수 없는 체념(諦念) 속에
빵을 구(求)하고 있다.

북괴(北傀)의 군사전략(軍事戰略)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창파(滄波)의 풍랑(風浪) 속에서

쪼각난 사념(思念)을 달래어 가며

국가안보(國家安保)만이

유일(唯一)한 생존권(生存權)이기에

북괴 군사전략의 새 국면
북괴 5차당대회 (70.11.)에서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民主

主義革命)」이라고 규정하고 이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
고 있다』고 호언하면서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合法則性)에 적응」하는 새로운 군사전

나의 권리(權利)도

짙게 물든 멸공(滅共)의 파장(波狀)이

략을 정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두 끝이라고….

영
 원(永遠)한 승리(勝利)를 확약(確約)

혁명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등 호전

절대(絕對)로 융합(融合)될 수 없는

삼천만(三千萬)의 가슴과 가슴마다에

나의 재물(財物)도

이데올로기의 대립(對立)이

18

바로

남(南)과 북(北)의 현실(現實)임을 알진댄

자유대한(自由大韓)의

75년 10월 24일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 25돌을 맞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북괴는『현정세는

하며 파급(波及)된다.

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북괴 당 창건 30돌 (75.10.10. ) 기념행사에서 김일성은 『조국

진동(振動)하며 메아리친다.

고 하면서 74. 4월 북경에서 떠벌였던 호전적인 발언을 되풀이 했다.

통일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직접적 임무이며 어떻게든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업』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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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괴의 대남전략이 오직 무력과 폭력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일성

은 5차 당대회와 그 후 북괴 노동당 제 5기 10차 전원회의 (75. 2. 15)에서 『남조선의 현 정권

을 타도 하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법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밖에 없다』고 한 무력적화 전략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군사전략이 확정된 후 최근의 중요 군사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북괴 지상군의 16% 이상을 특공부대화하고 이에 준하여 해군ㆍ공군의 특수전 무력화를

강화했고, 전선의 경보병부대(輕步兵部隊)는 아측 전전교란에 특수 8군단은 아측 후방침
투에 동원되도록 하고 이것들과 현대전 부대와의 결합체제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괴가 새로 수립한 군사 전략은 북괴 인민군당(人民軍黨) 제4기 4차회의에서 이

②7
 3년 이후 4개 경보병여단을 창설하는 한편 26만의 교도대(教導隊) 창설 (3일 이내에 23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현대전과 군사 동맹 관계에 역점을 둔 전쟁전략을 주창하는자(김창봉,

③한
 편 전전선(全前線)에 중포진지(重砲陣地) 구축, 휴전선 수개처에 남침 땅굴(아직 우리

미 그 원칙이 정립된 바 있다.

허 봉학, 최 광 등)들을 제거하는 일방, 정규전과 비정규 전의 배합을 강조하는 자들을 등용하
고 이어 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키로 결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괴 인민군당 제 4기 4차회의가 있은 후 5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이같은 새 군사전

략은 결국 현대전보다 소위 자력에 의한 「적화혁명전쟁」(赤化革命戰爭)을 중시하고 있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북괴는 이때부터 한반도의 대내외 정세와 지형조건에서 현대전과 혁명전쟁을 유기적으로 배

합하는 것만이 전쟁 승리의 역사적 필연성을 낳는다고 떠들면서 중(中)ㆍ소의 직접적 지원 없

이도 대남적화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 호언하기 시작했다.

1972년 9월 북괴를 방문한 소련 제 1부수상 「마즈로프」를 환영하는 평양시 환영집회에서
북괴 정무원 총리 김일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소련의 군사원조를 기
대한다. 그러나 소련의 동조여하에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위한 계획을 무력으로 추진하는
데는 추호의 변동도 없다』고 떠벌인 바 있다.
북괴 문헌과 동향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이른 바 위장된 「혁명전쟁」인 민족내부전쟁의 유발
로써 미국의 대규모적 직접개입을 배제하는 가운데 독자적 남침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은 배경하에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①6
 0년대의 힘의 대비 (1ㆍ21 사태 및 울진ㆍ삼척사건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그 전술
적 발전소지는 매우 크며 제 전쟁교훈에 따른 효과적인 전술개발로서 군사적 우위를 확
보할 수 있다고 북괴는 판단했을 것이라는 점,
②이
 미 확보된 전방진지의 효과적인 적극방어 체계와 후방 인민전쟁 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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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투사단 편성), 전선 사령부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있다.

에게 발각되지 않은 땅굴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함)，휴전선 근접 해안에 함정대피호 굴

설, 전선 인접 의 6개 예비기지를 항공 작전기지로 전환, 개성과 예성강(禮聖江) 하류에

FROG-5로케트와 도하장비 배치，주로 서해에 미사일 함정, 잠수함， 각종 쾌속정 집중
보강
④남
 한지역에 대한 입체적 침투훈련과 특공전, 훈련을 전 특공부대를 동원하여 빈번히 전개

⑤남
 한 후방 전역 또는 특정지역에 대해 82m/m 박격폭, AN-2 및 적탄통, 경기(輕機) 쾌속

정 둥에 의한 육로,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집중투입으로 조별로 거점을 확보하고 특공전

을 확대하는 일방, 전선에서의 사격과 기동으로 양동작전(陽動作戰)을 전개하는 가운데

아측 전후방에 대해 우회, 차단, 분산타격으로 정규전과의 배합을 기도

⑥7
 3. 2. 8. 오진우(北傀軍總參謀長) 의」계급전쟁 도발」을 공언한 것을 비롯해서 동 10월
북괴군 지휘관회의에서 전투준비태세 강화령을 내린 직후 서해 5개도서 해역에 대해 공

개적 침범을 계속했고
74. 3. 4. 김일성은 대남혁명투쟁 지원과 내정간섭을 민족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와 권리
임을 주장하였으며
74. 10. 1. 김일성은 「미군 주둔하에서도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떠벌임으로써 미군주둔하에서도 대남도발을 적극화 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김일성은 북괴 노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은 먼 장래의 것이 아
니다』라고 전쟁준비의 단계적 지표로서 다음 사항을 전 인민군에 하달하였다.
즉 74년은 「지휘관의 전쟁준비 완성의 해」

로서 완벽한 방어와 유리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반면，한국은 서울을 비롯 취약성이 크

75년은 「병사를 만능싸움꾼으로 준비하는 해」

다고 판단하고 있으리라는 점 등이다.

75년 1월은 「백발백중의 명사수 완성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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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2월은 「병사가 전장에서 취할 동작을 익히는 달」
75년 3월은 「분대, 소대를 전술적으로 완성시키는 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75년 4월 북경에 날아간 김일성은「전쟁메서 잃을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통일」이라는 호전적인 발언이 나왔고 75년 11월 18일 소위 최고사령관(김일성) 명령 제4호로

「전투 태세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북괴의 통일 군사전략 전망
북괴가 그토록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새 군사전략 밑에 남침을 위한 여건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자유대한의 막강한 국방력과 전체 국민의 굳건한 안보태세， 그리고 다시는 6ㆍ25와 같은
불행을 재연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단결된 의지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의 여건을 조성케 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 자신도 75. 10. 10. 북괴 당 창건 30돌 기념석상에서

의 대상이 될 것이며 비인도적 비민주적 김일성 독재체제는 괴멸될 것이 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괴는 싫든 좋든 승산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무력적화 전략을 고수하고 그에 매달
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당 창건 30돌 기념행사에서 무력통일 전략의 계속 추구를 단언
하였고 주한 미군의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남
한 인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의 철수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거의 희박하고 한국의 자주 국방태세가 비
약적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 현재 북괴의 무력남침 전략은 승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북괴가 유일하게 떠들어 대고 있는 제 3세계와의 「국제적 혁명 역량」의 강화에
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중공과 소련의 대미, 대일 접근과 협력의 강화, 그에 비해 북괴의 두 종주국인 중ㆍ소간
의 분쟁과 적대관계의 적화 등은 북괴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여론이 일반적으로 희망하고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고 실토하였다.

장완화나 현상유지에 반대되는 전쟁도발과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북괴의 적화통일 전략을 어

이것은 북괴의 적화야욕이 점점 더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에 부딪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느 만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러운 점이다.

것이다.
그것은 ① 상술한 바와 같은 자유대한의 막강한 방위력과
②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 및 즉각적인 보복 선언

그러나 이러한 내외적으로 긴박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북괴는 정치적 외교적 대남도전을 격
화시키고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여 탈출구를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 모험은 전면 남침에 의한 통일의 실현이라는 목표보다 지상, 해상 혹은 공중에

③남
 북한의 전력비교에서 70년대에 들어와서 북괴가 남한에 비해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

서의 제한된 군사목표의 달성을 통해 내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기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전면남

④ 국제적인 평화조류 기운의 계속 교조 등이다.

침을 위한 상황조성에 이용하려 들 수도 있다. 그것이 북괴의 새 군사전략의 노리는 점이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도당이 무력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른바 「민족내부혁명」이라는 형태로 남한 내에서의 무장봉기를 계속 시도하려고 갖은 책동을

그것은 김일성이 절대 신격화, 우상화체제가 이룩되고 있는 북괴에서 30년 동안이나 적화통

다할 것이다.

일을 장담하며 북녘 주민들을 전쟁준비와 무서운 노력착취에로 내몰아온 지금 그것을 포기한
다는 것은 북괴 주민들 속의 불만이 폭발하고 김일성 독재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이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30년 동안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기만당해 왔고 허황된 혁명과업 수행을 위
해 희생 당해 온 북한 주민들에게 적화통일의 불가능을 말하고, 이질적인 사상과 이념 체제를
가진 남북 간의 공존을 말하고 북한사회를 불가피 개방해야 하는 날, 우상화된 김일성은 지탄

22

74년 6월 북괴 대남공작 지도자 연석 회의에서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의 폭

력투쟁에 의거하여야한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그 역량이 부족하다면 우리(北傀)가 지원해 줘
야 하는 데 3개사단 규모의 정규군을 남조선 국군으로 가장시켜 일시에 투입할 수만 있다면
남조선혁명은 쉽게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 위장병력이 남조선에 투입, 대도시를 점령하고 우리 북반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
청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무력남침을 합법화할 수 있다』라고 허황된 망발을 늘어놓은 바 있다.

23

특집(特輯)

우리의 적(敵)을 알자

우리의 적(敵)을 알자

북괴가 굴설한 남침 땅굴도 바로 이러한 음흉한 기습남침을 위한 것이었으며 74년 8월 땅굴
작업 현장에 시찰나갔던 북괴 대남공작 총책인 김중린은 『75. 10. 10일까지 모든 땅굴공사를
완료하라. 이 공사가 끝나는 날이 혁명적 대사변의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호언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남침땅굴이 우리에게 발각되어 김일성도당은 땅굴을 이용한 기습남침의 전술적 가
치를 상실했다고는 하나 그것으로 김일성도당이 무력적화 전략을 후퇴시켰다고 보아서는 큰

<신아일보(新亞日報)ㆍ논설위원(論說委員)>

정운종(鄭雲宗)

오산일 것이다.
힘에 의해 우리의 평화정책과 힘에 의해 북괴를 굴복시켜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동조케 하
든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이성적인 자유민주세력이 김일성 집단을 괴멸시킬 때까지 북괴는

우리 국군(國軍)의 막강(莫强)한 전열(戰列).·그 호국(護國)의 의지(意志)를 보

무력적화 전략을 고수 추구할 것이 명백 하다.

며 국민(國民)은 힘찬 건설(建設)의 고동(鼓動) 소리를 울릴 수 있다는 사실(事
實)에 군은 긍지(矜持)와 자신(自信)과 용기(勇氣)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힘의 대결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불가피할 것이며 우리는 이 대
결에서 반드시 북괴를 제압하고 김일성도당으로 하여금 모든 침략 흉계를 완전히 포기토록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1. 서(序)
1975년(年) 또 한 해를 보내며 휴전선(休戰線) 저쪽 북괴(北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쇠사

슬에 얽매어 밤낮으로 고생하는 우리 동포(同胞)들을 생각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니 처절할

정도로 비통하다는 말이 적중할 것 같다. 어쩌면 저들은 동포도 혈육(血肉)의 정(情)도 모두 외

면(外面)한 채 오로지 김일성(金日成) 한 사람 악독한 독재자(獨裁者)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

치고 있는 것으로 충성(忠誠)을 다한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동포(北韓同胞)들이
겪는 피눈물나는 고초를 간간히 귀순(歸順)해온 동포(同胞)들로부터 듣게 될 때 얼마나 혹독

(酷毒)했으면 할 말도 잊고 죽어 지내야 하는가 하는 동정(同情)이 앞서게 된다.

눈물도 인정도 없는 피의 숙청이라는 악순환이 저들 북한(北韓)집단의 정치라면 불평을 억

누르고 독재(獨裁)의 앞잡이 노릇에 선봉을 든 것이 그들의 「노동당(勞動黨)」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최근에는 씨앗이 잘 나도 김일성(金日成) 덕이요, 김일성의 회갑을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이라고 법석을 부렸던 사실이 세계에 폭로되어 세계 사람의 조소를 금치 못
하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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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김일성 우상화 정책만을 내세우고 사랑과 가정도 없이 강제 노동에만 짓눌려 고

통 속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북한(北韓) 공산(共産)집단의 횡포를 안다는 것은 더욱 북괴(北

전 일이었다. 이 모두가 겉으로는 평화(平和) 운운(云云)하면서 내심(內心) 무력(武力) 남침이

라는 비수를 품고 독기 어린 눈과 총칼을 쥔 손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증좌라 아니 할 수

傀)에 대한 적개심을 끊어 오르게 한다.

없다.

그들은 지상(地上)에서 26,043건, 공중(空中)에서 90건, 해상(海上)에서 82건 등 모두 26,215

云)의 터무니 없는 통한론(統韓論)을 들고 나와 물을 흐리고 있다. 집에서 새는 쪽박 드레가

휴전협정(休戰協定)을 위반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그들은 최근들어 부쩍 대남(對南) 비방을

傀)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간첩의 남파는 그만두고라도 휴전후(休戰後) 작년 연말까지 20년 동안

건이나 휴전협정(休戰協定)을 위반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1년에 평균 1,310건, 매일 세 번 이상
일삼아 왔다(별표(別表) 통계 참조(參照)).

2. 변(變)함 없는 북괴(北傀)의 적화(赤化) 통일전략(統一戰略)
두말할 여지도 없이 북한(北韓) 공산(共産)집단은 이른바 무력(武力) 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赤化統一)이라는 기본전략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말로는 평화통일(平和統一) 운운하지만 평화통일(平和統一)이란 「평화(平和)」를 위장한 「침

략(侵略)」의도(意圖)의 전부이며 폭력(暴力)으로써 우리 정부를 전복하고 소위 「결정적 시기」

에 공산주의통일정부(共産主義統一政府)를 세우겠다는 저의(底意)가 분명(分明)한 것이다.

남북대화(南北對話)라는 가면을 쓰고 쉴새 없이 간첩을 내려보내고 있는 짓이 그렇고, 비무

장(非武装)지대를 불시(不時)에 기습하지 않나, 쉴새없이 전단(傅單)을 고무풍선에 실어 남쪽

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8ㆍ15사건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몸서리 쳐지는
북괴(北傀)만행의 노골화된 일면(一面)이 드러난 산 증거였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北韓) 공산군의 침략(侵略)으로부터 조국(祖國)의 자유(自由)와 평화(平

和)를 지키다 산화한 국군용사(國軍勇士)들이 42만(萬)명이나 되며 유엔군(軍) 전몰장병 3만

명 그리고 공산(共産)적도들의 총칼에 무고하게 쓰러진 38만명의 겨레의 한 많은 원성이 귀에

북괴(北傀)는 요즘에 와서는 국제(國際)무대에서까지 얼토당토 않는 연방제(聯邦制) 운운(云

샌다든가, 매양 실현(實現) 가능성 없는 통일론(統一論)으로 세계를 기만시키고 있는 북괴(北
더구나 얼마전 유엔에서 북한측(北韓側)의 제안이 자유우방(自由友邦)의 한국문제안(韓國問

題案)과 같이 통과되자 더욱 기고만장해서 마치 저희들이 한반도(韓半島)의 유일국가(唯一國

家)인양 기만 선전하고 있다니 가소(可笑)롭기 짝이 없다.

3. 땅굴까지 판 남침기도(南侵企圖)
작년에 이어 금년에 나타난 북괴(北傀)의 남침기도(南侵企圖) 사실 중에 가장 경악할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땅굴 사건일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밝혀진 「제(第) 2의 땅굴」은 철원, 금화,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鐵)의 삼각지대(三角地帶)」에서 발견(發見)되었다. 이 지대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휴

전선(休戰線) 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요충지로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듭 북괴(北
傀)에 의해서도 중시(重視)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크메르, 월남(越南) 등지가 적화(赤化)된 해에 이런 북괴(北傀)의 남침땅굴이 발견됐다는 것

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다.

이 북괴(北傀)의 제(第) 2 땅굴은 지표(地表) 밑으로 무려 50미터 내지 160미터 깊이의 암석층

(岩石層)을 뚫고 산과 산을 넘어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남방(南方)으로 약 1.1km나 침투해 들

쟁쟁한 듯 한데 또다시 「8ㆍ15 사건」과 같은 비극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울분을 격하게 한다.

어왔다. 뒤에 밝혀진 이 땅굴의 규모를 보면, 높이 2미터에 바닥 넓이 2.2미터, 천장 넓이 2.1미터

하려고 남침(南侵)했었던 사실은 물론이고 그 이틀 뒤엔 미함(美艦) 「푸에블로」호(號)를 동해

砲) 그리고 차량(車輛)까지도 수송할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軍事專門家)들은 말하고 있다:

68년 정월에 소위 북괴 124군 부대로 칭하는 무장공비일당(武装共匪一黨)이 청와대를 기습

(東海)의 공해상(公海上)에서 납치해 갔었으며, 그해 11월 울진ㆍ삼척지구에 침투한 무장공비

의 아치 형(型)임이 드러났다. 이만한 규모라면 매(每) 1시간마다 3만 명의 병력(兵力)과 야포(野

이와 같은 북괴(北傀)의 제(第) 2땅굴의 규모로 볼 때 작년 11월 15일 서부(西部)전선의 고

(武装共匪) 사건 등은 계속 우리의 뇌리에 사라질 수 없는 북괴(北傀)의 무력도발(武力挑發) 사

랑포(高浪浦) 북방(北方)에서 발견(發見)된 제(第) 1땅굴보다 필세 대형화(大型化)되고 기능(機

제는 조총련(朝總聯)을 통한 갖은 위협에 해외동포(海外同胞)들이 겪는 시련(試鍊)도 적지 않다

(侵攻)할 목적(目的)으로 건설된 것이라 보아 틀림이 없다.

건이다. 수차에 걸친 KAL기(機) 납치, 철도의 폭파, 부단(不斷)한 고정(固定)간첩 밀파(密派), 이
고 들린다.

모국(母國) 유학생을 가장시켜 간첩(間諜)을 침투시키다 그 마각(馬脚)이 드러난지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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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도 크게 강화(强化)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정규전(正規戰) 때에 남한(南韓)을 일거에 침공

북괴(北傀)가 파놓은 땅굴은 이것만이 아니라 10여 개의 땅굴이 더 있는 것으로 주한(駐韓)

유엔군사령부(軍司令部)는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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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戰爭) 준비에 광분(狂奔)하는 북괴(北傀).
남침(南侵)땅굴의 발견(發見)으로 북괴(北傀)의 호전성(好戰性)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 북괴(北傀)의 전쟁준비(戰爭準備) 광태(狂態)는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준다.

북괴(北傀)는 최근에 와서 특수(特殊)게릴라 부대인 4개 경보병여단(輕步兵旅團)과 제(第) 8

군단(軍團)을 창설했는가 하면, 공병도하부대(工兵渡河部隊)를 증편(增編)하였고 동서해(東西

海)에 함대사령부를 휴전선(休戰線) 인근 평산(平山)에 전방사령부(前方司令部)을 설치하였다
고 한다.

그리고 지난 2년 이래 OSA급 유도 경비정, 포함, 구축함, 어뢰정, 잠수함 등을 비롯 미그 19

기, 미그 21, SU-7 신예 전투기와 AN-2 경(輕)수송기에다 사정거리 93km의 프로그 7, 지대지

(地對地) 미사일을 새로이 대량 도입(導入)하여 군(軍)장비를 현대화(現代化)했다는 사실도 드

러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전선(全体戰線) 일대에는 중포(重砲) 진지(陣地)를, 서해(西海)에는 함정대

교섭했다는 바 대남(對南)전단 살포작전 및 간첩침투용 기구의 자체 개발에 얼마나 혈안(血

眼)이 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5. 김일성(金日成)의「전투태세(戰鬪態勢) 준비령(準備令)」
김일성은 최근 주목할 「전투태세 준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른바 「김일성 정치 대학」과 「강건 종합군관학교」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그가 북괴군(北

傀軍) 「최고(最高)사령관」의 자격으로 내렸다는 동(同) 전투태세 준비령은 모두 12개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모
 든 군사교육요원과 학생들 그리고 「인민군(人民軍)」 장령들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전쟁이 일어나면 이땅에서 「원수」들을 칠저히 때려부시고 조국통일(祖國統
一)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출 것.

피호를 구축했고 개성과 예성강 하류(下流)에 프로그 5로케트와 도하(渡河) 장비를 배치하면

②각
 급 군사학교들은 무엇보다 직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당(黨)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준비에 광분(狂奔)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注目)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우리 당(黨)의 참된 친위대(親衛隊), 결사대로 튼튼히 할 것.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특수장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내외통신(內外通信) 75.

⑤학
 교의 모든 사업과 생활을 정규군대화(正規軍隊化)하여 모든 면에서 군대의 거울이 되

서 휴전선 일대에 10여개의 남침(南侵)땅굴(전술(前述))을 파 내려와 전면적인 속도전(速度戰)
최근의 내외통신(內外通信)의 정보(情報)에 의하면, 73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북괴(北傀)가

10. 15. 자(字) 참조).

• 잠수복 5참 2백 세트 (수중(水中) 침투 간첩장비 )
• 잠수정 및 쾌속정 70척(해안정찰 및 간첩호송용)
• 굴착장비 1천 2백대 (군사용 동굴 굴착용)

세우고 학교를 김일성 사상으로 일색화 할 것.

④ 모든 학생들을 일당백(一當百)의 혁명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
도록 할 것.

김일성(金曰成)은 이 뿐만 아니라 벌써 전인민(全人民)의 무장화(武装化)를 부르짖어 왔었다.

현재 1백 26만의 「노농적위대」와 26만의 「교도대」 그리고 70만의 「붉은 청년근위대」 등 도

합 2백 22만의 정규군(正規軍)에 해당하는 민병(民兵)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남(男) ]8~45세，여

• 글라이더 1천 1백대 (대남(對南) 교란작전용)

18~36세까지를 대상으로 이른바 「노농적위대」를 창설, 이들에게 AK 자동화기를 1백% 휴대케

•무
 전기 1천 1백 40대를 이미 도입했으며 도입 교섭 중인 장비는 헬리콥터 조립설비를 비롯

에게 확대, 노인(老人)과 부녀자들까지도 사격 훈련을 의무화 했고 70년 4월에는 중학 3년 이

• 레이다 2백 50대

9개 종목에 걸쳐 1천여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도입과 도입 교섭중인 내용(內容)으로 미루어 북괴(北傀)는 이미 보유(保有)중인

장비를 제외하고도 1천 7백여명 내지 2천 여명의 병력(兵力)을 일시에 우리측 해안(海岸)에 침
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북괴(北傀)는 무선송신기 1천 1백 40대, 풍선 2백 30개 등을 도입(導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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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일 1~2시간씩 훈련을 강행시키고 있다. 특히 「국방체육(國防體育)」이라는 것을 전 주민
상 학생으로 70만의 「붉은 청년 근위대」를 조직, 김일성의「친위대 결사대」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전쟁 준비에 대한 모든 조처를 뒷받침이나 하듯 북괴(北傀)방송은 소위 「4

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쟁 준비 완료를 수 없이 공언하고 있다.

이 모든 북괴(北傀) 동향은 우리의 자주국방태세에 다시 한 번 비장한 각오가 있어 마땅함

을 말해주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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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막강(莫强)하고 마음 든든한 국방력(國防力)
북괴(北傀)가 간단없는 침략준비와 틈만 있으면 도발(挑發)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 국군(國

軍)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다.

12월 4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북괴(北傀)가 침공을 감행해 올 경우 현전선(現前線)에서

초전(初戰)에 이를 격퇴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날 있은 군 지휘관(軍指揮官)들은 『북괴(北傀)가 대대적으로 유일사상(唯一思想)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전략 물자의 비축과 신예(新銳)장비 도입，군지휘체제의 개편, 침투용 장

비의 확보 등 인력(人力)，물자，산업，시설 등 전시에 대비한 총동원 태세를 구축했고 대외적

기(早期) 경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막강국군(莫强國軍)의 자랑을 통해 국민은 국군을 믿고 자기 할 일 모든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붉은 북뢰(北儡)의 야욕을 제압(制壓)하는 우리 국군(國軍)의 막강(莫强)한 전열
(戰列), 그 호국(護國)의 의지(意志)를 보며 국민은 힘찬 건설의 고동소리를 울릴 수 있다는 사

실에 군(軍)은 긍지와 자신(自信)과 용기(勇氣)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軍)의 사기(士氣)

앙양에 전 국민이 협조(協調) 성원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군은 이에 못지 않게 장비면, 정신면

(精神面)을 막론한 철통같은 방위태세(防衛態勢) 확립(確立)에 촌각(寸刻)의 지체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對外的)으로는 지난 유엔종회에서 공산측 안도 함께 채택되었음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한

국의 고립화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관찰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 등으로 추정, 언제든지 전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고 분석(分析)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처럼 우리의 전군 지휘관들이 적(敵)을

알고 또 이에 철통같이 대비(對備)하고 있는 한(限) 김일성의 남침야욕은 언제 어느 때고 분쇄
되리라 함을 확신(確信)케 한다.

우리 국군(國軍)은 적정(敵情)에 밝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어(防禦)태세에 있어서도 적(敵)을

능가하리만큼 막강(莫强)하다.

2백 70만의 향토예비군을 비롯 민방위대(民防衛隊) 신설, 학도호국단 창설, 방위세 신설, 미

국지원에 의한 종래의 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국군현대화(國軍現代化) 5개년 계획
을 수립한 점 등은 모두 국내외(國內外) 정세를 감안한 자주국방(自主國防)에의 실증인 것이다.

특히 대전차(對戰車) 미사일인 토우(TOW)와 세계 최고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대공무기(對

空武器)도 마음 든든한 방어(防禦)장비에 속한다.

이 TOW는 유선(有線)으로 유도되어 1백%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장비로 적의 탱크 및 장갑차

북괴(北傀) 대남(對南) 비난통계
<별표(別表)>

방송별

구분

중앙 방송
평양 방송

중앙 통신
TV

중앙

개성

(75년 1월 ~ 9월)

특정인
비난

정부 및
정책비난

사회상
비난

합의사항
위반비난

미일통한
간접비난

560

5,969

1,336

1,526

1,435

10,826

276

173

26

129

659

272
35

55

116

3,134
541

477

474
165

294

소계

1,038

10,397

2,442

합계

2,076

19,231

4,420

통혁당방송

1,038

8,834

1,978

745
152
40

2,489

1,294

3,783

1,043
176

185

2,971

2,245
5,216

계

5,668

1,069
1,115

19,337

15,389

34,726

는 물론 요새화된 진지들을 목표로 공격하는데 가장 위력(威力)이 있는 무기로 손꼽히고 있다.

이밖에 「얼리콘」의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대공화기(對空火器)로 「호크」 및 「나

이키」지대공(地對空) 유도탄과 함께 하늘을 지키는 대공화포(對空砲火)에 속한다.

해군(海軍) 역시 막강(莫强)하다. 꾸준히 장비현대화에 주력한 결과 수륙양용(水陸兩用)의

장갑차량인 LVT를 비롯 「헬」기 고속 경비정을 도입, 해상(海上)에서 독자적으로 입체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26년전 수 대의 경비행기로 출발(出發)한 우리 공군(空軍)도 그동안 F-4D 「팬텀」 전폭기 외

에 F-5E 신형 전폭기와 C-123 신형 수송기 등을 도입하여 마하 2(음속의 2배)의 작전 체제를

확립했고, 2중방공망(重防空網)을 구성 「레이다 캡」(포착 불가능 지역)을 완전히 보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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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절약 생활화로

부조리를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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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北傀)공군(空軍)의 성격론(性格論)

동시에 이와같은 경계는 적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힘을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 적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소기의 경계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판단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각종 누적기록, 「시뮤레이션 모델」，재래식 정보검색적
인 방법, 기타 여러 자료와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쟁(戰爭)은 단체(團體)게임이라 할 수 있다. 승리(勝利)를 위(爲)해서는

군(軍)ㆍ관(官)ㆍ민(民)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야 하고 또한 정신적(精神

的) 물질적(物質的) 능력(能力)을 더욱 강화(强化)해야 할 것이다.

임정혁(林貞赫)

그러나 본 소고에서는 주로 적 공군의 본질적인 성격을 알기 위하여 심리학적 접근법을 이

용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법은 선행연구(先行硏究)가 없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잠정적인 시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쟁론(戰爭論)과「모델링」(Modeling)
집단역학에서 말하다시피,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학교에는 교풍이 있다시피 집단체인 북괴
공군에도 하나의 행동지침이 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

다. 비록 그들이 위장평화공세를 취함으로써, 그 행동의 현형(顯型, Phenotype)과 원형(原型，

Genotype)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성격을 형성시키는데 큰 「모델링」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적화통일론이며, 또 그것을 뒷바침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전쟁 이론이다.
주목되는 공산주의 자들의 전쟁 이론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이 지도하는 전쟁은 그 어느 것이든 선(善)으로서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전쟁이론에 따르면, 공산혁명에 이바지하는 전쟁은 진보적이고 정의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행하는 전쟁은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것이

1. 개요(槪要)
7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괴 공군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

자위(自衛)를 위하여 부득이한 방위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동적, 부정(不正) 또는 악의

전쟁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말하자면 전쟁의 평가기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전도(轉倒)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들은 세계의 평화는 공산혁명에 의하여 확립되므로. 자유민주주의가 타도될 때까지

서 이에 대한 경계(警戒)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부단한 투쟁이라고 보고 있다.

勝)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계라는 말은 오로지 방심하지 않고 조심한다는 뜻만은 아

등 각종 투쟁수단을 혁명의 달성이라는 목표에 집결시킨다. 따라서 공산측은 전시, 평시를 가

손자(孫子)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자는 경계하지 않는 적에 대하여 승리한다(以虞待不虞者

니다.

그것은 어느 때나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적의 기습을 예방하고, 아군의 행동 자유를 확보하
고,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과 기동에 입각한 공격능력을 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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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의 이같은 이론은 공산 진영의 전쟁지도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심리, 군사
리지 않고 간첩을 침투시키고 평화위장하에 땅굴을 파는 등 기만작전을 서슴치 않는다. 즉 그
들의 기만작전은 그들의 전쟁 이론의 하나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그들은 전쟁과 혁명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전쟁 중에도 상
대방 진영의 혁명화를 기도하고 이것을 전쟁수행에 적절히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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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형태는 매우 음성적이고 잠행적(潜行的)이며, 전쟁에 앞서

사상전 또는 사회심리적 투쟁을 집요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전쟁이론이 북괴 공군의 성격 형성에 가장 유력한 「모델링」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
야 한다. 이것은 다시 그들의 적화통일 전략의 목적추구를 위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북괴는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군사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국가의 군사전략은 소련의 소꼬로브스끼를 비롯한 군사전략가들의 전략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전략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전쟁억제 이론이다. 그들은 보복공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만, 그 개념은 상대방의 제1격을 흡수한 다음에 생존한 전력으로 적에게 대 타격을 준다는 서
방측의 개념과는 전연 다르다. 그들의 보복공격이란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둘째, 앞으로의 전쟁은 단기전이라는 점이다. 같은 뜻에서 전쟁 초기를 중시한다. 전쟁은 그
초기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화하는 경우가 적고 단기에 끝난다는 것이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
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전쟁 초기의 중시를 주장하는 이유는 평시 보유의 전력으로 전쟁을 치루
어야 하기 때문에 평시의 국방비를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타 이 군사전략은 대병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막대한 손실, 전쟁규모의 확대,
후방 제목표 및 교통을 엄호하기 위한 소요병력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이 전략은 소련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환경형성(環境形成) 특성(特性)(Environment-Mold Trait)
발달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유전과 환경을 들 수 있다. 후자를 주장하는 것이 경험설이다.
1945년 말경, 신의주 항공대로 발족된 북괴 공군은 김일성의 1인 독재하에서 적화통일을 위
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훈련되고 육성되었다. 그러나 6ㆍ25 동란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경험
했다. 전후 그들은 패전의 원인이 제공권의 상실에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초기의 경험이 그 후의 그들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종주국에서 우리의
몇 배가 되는 항공기 대수를 도입하였고, 기지를 증설하였고 더욱 휴전선 근처에 전진기지를
건설하는가 하면, 조종사를 월남과 중동에 파병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여 한국동란의 경험이 하나의 자극이 되어, 그 반응으로서 오늘의 공군 제일주의
로 공군력을 증강하였다. 그들은 이미 60년대에 방어자세에서 공격자세로 전환하여,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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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북괴 공군의 공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 부여를 「브론펜브렌너」(Bronfenbrenner，

U. ) 의 이론에서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일성을 군주에서 유일신(唯一神)으로 받들게 함으로써 그의 호전적 침략성을 「모

델링」하고 있으며, 둘째, 허다한 영웅칭호와 반대로 처벌과 숙청으로 그들의 침략성을 강화

(Reinforcement)하고 있으며. 셋째, 당군(當軍)의 복합적인 힘에 의하여 집단성원의 침략성을
앙양하고 있으며, 그리고 적화통일이라는 그들의 상위목표(上位目標)를 내걸고, 여기에 부합
되는 침량성 추구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체질적특성(體質的特性)(Constitutional Trait)
북괴 공군의 체질적 특성은 북괴군 전반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사기성에 있다. 휴전 후 22년

간, 북괴가 휴전위반을 한 건수(증거물이 있는 것)가 26,215에 달하지만, 그 중 2건만 시인하
고, 6, 660건을 부정했고 나머지 21,711건을 무시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당태종(唐太宗)이 「짐이 많은 병서를 보았지만 요컨대 많은 방책을 써서 적을 오도(誤導)케

한다는 1구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짐관천장만구(眹觀千章萬句) 불출평(不出平) 다방이오

지(多方以誤之) 일구이기(一句而己))라고 하며 기만을 강조한 바 있지만, 그러나 북괴는 전법
상의 기만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면에서 심지어 자국민에게까지 기만 정책을 씀으로써,

그들이 체질적으로 사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6ㆍ25를 그들이 일으
키고도, 그리고 땅굴을 파고도 이것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뒤집어 씌우는 철면피적인 사
기성을 가지고 있다.
북괴 공군에도 이와같은 사기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무기를 비밀

리에 도입하고 이를 감춤으로써 상대방에게 기술적 기습(Surprise Attack )을 줄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와같은 기만적 행동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현재화(顯在

化)하여도 이것을 능히 쳐부실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우리의 대비책(對備策)
오늘날 항공전력은 전쟁수행의 주역을 맡고 있다. 사실상 항공전력은 그 신축성, 속력, 기동
성，돌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주동성을 발휘하여 어떤 형태의 전쟁에 있어서도 결정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 때, 막대한 신예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시설의 지하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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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증설 등으로 막강한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적 공군에 대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

된다. 적 공군에 비하여 수적으로 열세에 있더라도 이 공군 교리를 중심하여 지휘능력, 사기,

여야 할 것이다.

전투요원의 전술 등에 있어서 우세하다면, 그것으로 적 공군 능력을 상쇠하고도 남음이 있을

적 공군은 목표의 선택과 유지(Sel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aim)를 적화통일을 위

한 선봉 역할에 두고 있으며, 사기의 유지 (Maintenance of morale)는 영웅칭호나 처벌, 숙

청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공세(Offensive Action)는 상당수의 신예 항공기와 재래식 , 비 재

래식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 (Defensive Action) 로서는 시설의 지하화, 강력한 지대공
유도탄과 대공포의 일원화 운용을 기하고 있으며，기습(surprise)은 그들의 전쟁이론에 따

것이다.
다섯째, 정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정보의 첫째 임무는 적의 능력
과 기도에 관한 판단이다. 정보판단 능력의 향상에 의하여 적군의 정신력, 적 지휘관의 능력,

적 군사력의 양과 질, 적의 교리와 병참능력, 그리고 적이 가진 시공간적(時空間的) 요소를 정
확히 파악하여, 적의 침략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수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기도의 은닉, 속도, 동창성 및 대담성과 같

요컨대 북괴 공군은 그 생육과정에서 침공성과 기만성을 내포하면서 성장발달하여 왔고, 또

은 기습의 필요조건을 채우면서 침투경로, 타이밍을 바꾸고, 전자 방해를 하거나 또는 양동

적화통일을 위한 선봉적 역할을 맡고, 결정적 시기를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맞서 철저

(Diversionary Attack), 기만공격(Spoot Attack) 등을 이용할 것이다.

히 격 퇴 분쇄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 대비책으로서는 첫째, 공군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신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이 정신력에는 일치 단결, 전의, 사기, 적개심, 상하일체 등이 포함된다. 전쟁
은 단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 군, 관이 일치단결하도록 되어야 한다.

맹자가 말한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理不如人和)」는 이것을 두고 한 말

이다.

둘째, 지휘체제의 효율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월남전에서 보다시피 지휘계통의 문란
은 군대를 무장한 오합지졸로 전락시켰다. 오늘날 이스라엘 공군의 지휘계통은 일사불란하다
는 정평이 있다. 이것은 손자의 훌륭한 용병자는 반드시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이 군대를

통솔해야 한다(선용병자(善用兵者) 휴수약사일인(携手若使一人) 부득이야(不得己也))는 말이

이것을 시사한다.

세째, 병력 및 장비의 질과 양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두픽」(Du Picg)은 인간이야 말로 전

쟁의 제일 첫째가는 무기라고 지적하였지만, 이 인간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손자는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사의 기록이란 대부분 열세이나 질이 높은
군대가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를 패배시킨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군이 수적으로 열세일지
라도 월등한 질적 차이를 보유함으로써 북괴 공군의 도발을 여지 없이 격퇴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의 열세를 도외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 보다 강력한 무
기도입을 추진하여 전쟁 억제를 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예 항공기, 기타 무기의 도입
을 계 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째, 공군교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
의 실정에 맞는 공군교리를 수립하고 있다. 이 교리는 Raymond L. Garthoff의 말을 빌리면,
군사 행동의 기본 지침으로서 군사과학과 기술전략과 전술에 관한 본질적인 개념과 원리가

36

37

번영(繁榮)의 그림자 <2>

397년(年)에서 416년(年) 사이에 내려진 "호노리우스”의 세개의 칙령(勅令)은 로마시(市)의 관

번영(繁榮)의 그림자 <2>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解決)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진보(進步)와 퇴화(退化)와의 무서운 이율배반적(二律背反的)인
문제(問題)를 그 자체(自體)의 산물(産物)인 것이다.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쇠약(衰弱)과 유치화(幼稚化)
경향(傾向)은 고도(高度) 현대문명(現代文明)

김중보(金重寶) 역(譯)

할구역내(管轄區域內)에서 바지, 장발(長髮), 모피상의(毛皮上衣)의 야만인풍(野蠻人風)의 스

타일을 하는 것을 금지(禁止)하고 있으나, 이 칙령(勅令)이 무시(無視)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

(疑心)의 여지(餘地)가 없다.

더우기 전통적(傅統的)인 양식의식(様式意識)의 쇠퇴(衰退)와 만족(蠻族)의 풍속습관(風俗

習慣)에의 열중(熱中)은 로마의 지배층(支配層)에까지 퍼져갔다. 로마 황제(皇帝) 「그라티아누
스」는 민중(民衆)의 모방(模做)이 아닌 야만인(野蠻人)의 모방(模倣)에 열중(熱中)해서 새로운

형(型)의 도착(倒錯)된 흉내 때문에 행명(生命)을 잃었고 황제(皇帝) 「네로」나 「카라카라」도 만

족(蠻族)의 풍습(風習)에 열중(熱中)했다고 말하고 있다. 「기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카라카

라」의 태도(態度)는 방만(傲漫)하고 꾸밈이 많았다. 그런데 병사(兵士)와 접(接)할 때에는 그

신분(身分)으로 당연(當然)히 보지(保持)해야 할 위엄(威嚴)까지 잊어버리고 병사(兵士)들에게

예의(禮儀)없이 어리광스럽게 접대(待接) 받기를 좋아하며 중요(重要)한 군(軍)의 통솔자(統率

者)로서의 임무(任務)를 제쳐놓고 한 병졸(兵卒)의 복장(服装)과 태도(態度)를 흉내냈다. 그렇

게 하는 것이 또한 부하(部下)의 인기(人氣)를 얻는 가장 용이(容易)하고 가장 값싼 방법(方法)

이었다고 한다.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는 이와같이 몰락(沒落)의 전사(全史)를 통(通)해
서 되풀이 되며 등장(登場)하는 주선율(主旋律)의 하나였다.

물론(勿論) 20세기(世紀)의 현재서구(現在西歐) 및 일본사회(日本社會)의 풍속습관(風俗習

유치화(幼稚化)와 야만화(野蠻化)와 메카니즘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제국(帝國) 흥망사(興亡史)」는 로마 멸망(滅亡)의 시기(時期)를 기

원(紀元) 476년(年)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로마제국(帝國)의 몰락(沒落) 과정(過程)의 마지
막 세기(世紀)인 기원(紀元) 5세기(世紀)는 야만화(野蠻化)하는 로마인(人)과 로마화(化)하는

야만인(野蠻人)이 각개(各個)의 길을 걸으면서 도중(途中)에 합류(合流)했다가 마침내는 로마

인(人)이 또다시 야만화(野蠻化)의 길로 하강(下降)하기 시작(始作)하고 어느 정도(程度)로 로

慣)의 유행(流行) 속에는 다양(多樣)한 형태(形態)의 야만시대(野蠻時代)의 풍습(風習)에 대(對)
한 열중(熱中) 현상(現象)이 눈에 띈다. 장발(長髮), 곱슬머리, 인디안 풍(風)의 복장(服装), 토

인풍(土人風)의 매이컵을 위시(爲始)해서 음악(音樂), 회화(繪畵), 스포츠, 언어(言語) 등(等) 모

든 영역(領域)에 이러한 야만화(野蠻化)의 유행(流行)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現象)과의

단순(單純)한 유비(類比)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좀 색다른 점(點)에서 새로운 야만화(野蠻化)의

경향(傾向)을 발견(發見)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명(文明)의 몰락(沒落)이 밖으로부터의 공
격(攻擊)에 의(依)해서가 아니라 내부(內部)의 자괴작용(自壞作用)에 의(依)해 야기(惹起)된다

는 우리들의 기본명제(基本命題)에 준거(準據)해서 우리는 밖으로부터의 야만(野蠻)의 침입(侵

마화(化)한 야만인(野蠻人)을 그들과 함께 후퇴(後退)시키는 동안 잠시(暫時) 어깨를 나란히

入)에서가 아닌 우리들 자신(自身)의 사회내부(社會內部)에 야만화(野蠻化)에의 무서운 메카니

문명(文明)으로 착각(錯覺)되어 급속(急速)히 수용(受容)돼 가고 문명(文明)은 새로운 야만(野

「하이잭크」를 하며 증오(憎惡)에 찬 「내(內)게바」 (Gewalt- 학생(學生) 용어(用語), 국가권력(國

를 반복(反復)하면서 로마사회(社會)는 타락(堕落)해 갔다. 이 경향(傾向)은 사회해체(社會解

바’’라 함)의 살인행위(殺人行爲)를 하는 만족(蠻族)은 일본(日本) 사회(社會)의 외부(外部)에서

하여 멈추고 있던 시대(時代)였다. 쇠약(衰弱)한 로마 사회(社會) 속에서 야만(野蠻)은 새로운

蠻)을 가져오고 있었다. 야만(野蠻)과 문명(文明)이 불안정(不安定)한 타협(妥協)과 혼효(混淆)
體)의 과정(過程)에서 풍속(風俗), 습관(習慣)，언어(言語)， 문학(文學), 예술종교(藝術宗教) 등

즘을 본다. 무차별(無差別)하게 시한폭탄(時限爆彈)을 장치(裝置)해서 빌딩을 파괴(破壞)하고

家權力)에 대(對)한 실력투쟁(實力鬪爭) 학생(學生) 제파간(諸派間)의 투쟁(鬪爭)을 "내(內)게
온 것이 아닌 체내(體內)에서 발생(發生)해 온 것이다. 「우리들 속의 히틀러」가 아닌 바로 「우

(等)의 사회생활(社會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퍼지고 그 분위기(雰圍氣)는 사회(社會)의 구

리들 속의 야만인(野蠻人)이 일본사회(日本社會)를 살해(殺害)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암

짐이나 복장(服装) 등(等)의 사소(些少)한데까지 만(蠻)족(族)의 복장(服装)과 풍습(風習)에 대

후(兆候)가 존재(存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야만(野蠻)의 발생(發生) 메카니즘을 문

석구석에 만연(蓖延)돼 갔던 것이다. 예(例)를 들면 5세기(世紀) 초두(初頭)에는 사람들의 몸가

(對)한 열중(熱中)이 로마의 유행(流行)을 지배(支配)하기 시작(始作)했다는 것이다. 기원(紀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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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喑殺者)들을 양산(量産)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 곳에 몰락(沒落)에의 위험(危險)한 조

명사적(文明史的)으로 해명(解明)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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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繁榮)의 그림자 <2>

자동(自動)단추의 세계(世界)
「파시즘」과 「스탈리니즘」의 암운(暗雲)이 낮게 구주(歐洲)를 덮고 있던 1930년대(年代)의 위

기시대(危機時代)에 이 광기(狂氣) 어린 사회(社會) 즉(卽) 이 문화(文化) 상황(狀況)에 대(對)
한 두개의 우수(優秀)한 비판(批判)이 발표(發表)되었다. 스페인의 사상가(思想家) 「오르테가

이ㆍ가셋트」의 대중(大衆)의 반역(反逆) (1930년(年))과 화란(和蘭) (네덜란드) 역사가(歷史家)

「요한ㆍ호이징가」의 「아침의 그림자 속에」(1935년(年))가 그것이다.

이 두개의 저작(著作)은 공(共)히 1930년대(年代)와 대중사회화(大衆社會化) 상황(狀況) 속에

나타나는 인간(人間)의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전반적(全般的)인 쇠약(衰弱)과 유치
화(幼稚化) 경향(傾向)을 지적(指摘)하고 그것이 현대사회(現代社會)에 어떤 새로운 타입의 야만

언급(言及)한 바 있는 편리성(便利性)의 대상(代償)으로서 생긴 것이다. 현대인(現代人)은 이 편
리(便利)한 기술세계(技術世界) 속에 살면서 문자(文字) 그대로 어린애처럼 행동(行動)하고 있

다. 단지 자동(自動)단추를 누름으로써 그는 그 자리에서 세계(世界)의 이곳 저곳을 엿볼 수 있

다. 단추를 누르는 것만으로 빵이 구어지고 밥이 지어지고 빨래가 되며, 방이 서늘해 진다. 길

거리에서는 역시(亦是)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판매기(自動販賣機)에서 담배, 쥬스, 주간지

(週刊誌)가 튀어 나오고 표(票)를 사는 것만으로 날으고 달리는 기계(機械)가 자동적(自動的)
으로 아무데나 그를 실어다 준다.

자동(自動)단추의 세계(世界) 속에서 생활(生活)해 가는 데 현대인(現代人)에게 얼마만큼의 사

고력(思考力)，판단력(判斷力)을 필요(必要)로 할 것인지? 자동(自動단추의 세계(世界)는 Black

Box의 세계(世界)이다. 이 세계(世界)에 살아가는데 Black Box 속의 구조(構造)가 어떻게 되어

(野蠻)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리(銳利)한 예감(豫感)을 표명(表明)한 것이었다.

있는가 등(等)의 까다로운 문제(問題)에 대(對)해서 머리를 쓰는 것은 불필요(不必要)하다. 알

로 보아 그의 상응이하(相應以下)로 행동(行動)하는 사회(社會), 어린애를 어른으로 끌어 올리

(卽), Input와 Output의 일람표(一覽表)뿐이다. Input와 Output를 연결(連結)지워주는 복잡(複

會)의 정신태도(精神態度)를 「퓨아리리즘」이라고 이름붙일 생각이다.

祉制度)든 또한 자원(資源의 수급(需給) 메카니즘이든-에 대(對)해서 사고(思考)나 판단(判斷)을

「호이진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판단능력(判斷能力)의 발전단계(發展段階)

려 하지 않고 거꾸로 어린애의 행동(行動)에 맞춰서 행동(行動)하는 사회(社會) 이러한 사회(社
오늘 이 「퓨아리리즘」은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에 걸쳐 볼 수 있으며 그 예(例)는 어느 곳

에서나 뒹굴고 있다』 그리고 이 정신상황(精神狀況)을 특징(特徵)지워주는 것은 「적절(適切)
한 것과 적절(適切)치 못한 것을 분간(分揀)하는 감정(感情)의 결핍(缺乏), 타인(他人)과 타인

필요(必要)가 있는 것은 어느 단추를 누르면 어떠한 편익(便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즉

雜)한 구조(構造) ─그것이 텔레비전 수상기(受像機)든 보도(報道)의 네트워크든, 복지제도(福
작용(作用)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은 Black Box 그대로 족(足)한 것이다.

이리하여 기술세계(技術世界)는 어른에게도 장난감의 세계(世界)가 되어 버렸다. 장난감을 손

에 쥔 현대인(現代人)이 어린애처럼 놀았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이 이상(異常)한 것이 있는가?

(他人)의 의견(意見)을 존중(尊重)하는 배려(配慮)의 결여(缺如), 개인(個人)의 존엄(尊嚴)의 무

『생산자(生產者) 쌀값을 대폭(大幅) 인상(引上)해라. 소비자(消費者) 미가(米價)는 더 낮춰라』,

비판의욕(批判意慾)의 쇠약(衰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나 사회복지(社會幅祉)는 대폭(大幅) 증가(增加)해라』 이러한 종류(種類)의 요구(要求)를 아무렇

시(無視), 자기자신(自己 自身)의 일에 대(對)한 과대(過大)한 관심(關心)이다. 판단력(判斷力)과

『임금(賃金)을 대폭(大幅) 올려라. 물가(物價)는 대폭(大幅) 낮춰라』, 『세금(税金)을 줄여라. 그러

스스로가 선택(選擇)한 이러한 혼미(昏迷)의 상태(狀態) 속에서 대중(大衆)은 대단히 마음편

게나 떠들면서 이 요구(要求)를 실시(實施)할 수 있는 편리(便利)한 장난감을 만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번 윤리적(倫理的) 확신(確信)의 브레이크가 풀리기만 하면 언제 어떠한 순간(瞬

없다고 말해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일은 어쨌든 단추를 누

현대인(現代人)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전반적(全般的)

고 닥치는대로 주위(周圍)의 장난감을 내던지고 부수기 시작(始作)하는 작태(作態)이다. 마침내

하게 느끼고 있다.

問)에도 위험천만(危險千萬)한 것이 될 수 있는 상황(狀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Input와 Output를 연결(連結)지울 수 있는 멋있는 Black Box는 도저(到底)히 만들 수

르고 이 장난감으로 계속(繼續) 놀아나는 것이다』라고 발버둥치다가 신경질(神經質)을 일으키

쇠약(衰弱)과 유치화(幼稚化) 경향(傾向)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起因)되고 있을까? 실(實)로 우

그들은 떼를 지어 군중심리(群衆心理)의 도취(陶醉)를 즐기기 시작(始作)한다.

화(都市化), 정보화(情報化)의 진전(進展)과 교육(教育)의 보급(普及) 등(等) 고도(高度)의 현대

대상(代償), 다시 말해서 매스콤의 발달(發達)과 교육(教育)의 보급(普及)의 대상(代償)으로서

作用)으로 야기(惹起)시키고 있는 점이다.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쇠약(衰弱)과 유치

는 것과 같이 문맹율(文盲率)의 감소(減少)나 진학률(進學率)의 증대(增大) 등(等)으로 현대문

려(憂慮)되는 것은 경이적(驚異的)인 기술(技術)의 발달(發達), 물질적(物質的) 풍족(豊足), 도시
문명(現代文明)이 가져온 은혜(恩惠) 그 자체(自體)가 이러한 정신상태(精神狀態)를 부작용(副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쇠약(衰弱)과 유치화(幼稚化)는 둘째로 정보화(情報化)의

생긴 것이다. 「엥겔」 계수(係數)로 현대(現代)의 소비생활(消費生活)의 구조(構造)를 알 수 없

화(幼稚化) 경향(傾向)은 고도(高度) 현대문명(現代文明) 자체(自體)의 산물(産物)인 것이다. 이

명(現代文明)의 내용(內容)을 판단(判斷)할 수는 없다. 학력(學歷)있는 문맹(文盲)이라고도 부

있을 것인가?

能力)의 상실(喪失), 판단력(判斷力)의 전반적(全般的) 쇠약(衰弱)의 비밀(秘密)이 지금이야 말

진보(進步)와 퇴화(退化)와의 무서운 이율배반(二律背反)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解決)할 수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전반적(全般的) 쇠약(衰弱)과 유치화(幼稚化)는 첫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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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는 현대인(現代人) 가운데 눈에 띄는 놀라운 지력(知力)의 저하(低下), 윤리능력(倫理

로 본격적(本格的)으로 해명(解明)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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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시대(時代)의 농민(農民), 어민(漁民) 또는 직업인(職業人)들은 완전(完全)히 자기자신

(自己自身)의 생활체험(生活體驗)을 통(通)해서 시험(試驗)한 지식(知識)의 테두리 내(內)에서 도
식(圖式)을 만들고 그것으로써 인생(人生)이나 세계(世界)를 측정(測定)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知識)이나 정보(情報)는 분명(分明)히 한정(限定)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
도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生活空間)에 관(關)해서는 현대인(現代人)이 도저(到底)히 따를

수 없는 현명(賢明)함과 생활(生活)의 지혜(智慧)를 갖고 있었다. 그와 반대(反對)로 현대인(現

代人)은 자신(自身)의 직접적(直接的)인 경험(經驗)을 똑똑히 주시(注視)할 수 있는 시간(時間)
을 잃고 자기(自己) 머리로 사물(事物)을 생각하는 것을 정지(停止)한 채 어중간한 피상적(皮相

국경(國境)을 접(接)한 「마루시」인(人)도

위하(威嚇)하는 「에또루리아」왕(王), 「뽀르센나」의 군세(軍勢)도 힘을 다투던 「가프아」도, 정

변시(政變時)에 변절(變節)한 「아로부르크스」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리.
벽안(碧眼)의 「게르만」의 전사(戰士)도

세상(世上)의 어버이들에게 그렇게 미움받던 「한니발」도 정복(征服)하지 못한 거리─ 그 거

리를 우리들 저주(咀呪)의 피를 받은 불경(不敬)한 세대(世代)가 망(亡)친다.
그 땅은 다시 야수(野獸)의 삶터로 돌아가리라.

로마를 망(亡)친 것은 로마인(人) 자신(自身)이었다. 일본(曰本)을 망(亡)치는 것이 일본인(日

的)인 지식(知識)을 얻어 듣고, 중동(中東)이 어떻고 한국(韓國)이 어떻다는 등(等) 잘난 체 하고

本人) 자신(自身)이 아니라고 아무도 단언(斷言)못할 것이다.

弱)이 가져온 품질(品質) 나른 정보(情報)는 우리들의 정보(情報)환경(環境)에 넘쳐 흐르고 무서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이 정보화(情報化)가 가져오는 마이너스의 부작용(副作用)은 「헤레닉

받은 인간(人間)은 마침내 유치(幼稚)한 광신자(狂信者)가 되고, 암살(暗殺)을 하든가 하이잭크

壞)를 가져오는 새로운 강력(强力)한 현대적(現代的) 메카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유치화(幼稚化)와 야만화(野蠻化)의 메카니즘을 직시(直視)하고 이를 극복(克服)하기 위(爲)한

보기로 한다.

세계(世界)의 일거리들을 지껄이며 살고 있다. 이러한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쇠약(衰
운 정보오염(情報汚染)을 야기(惹起)시키고 있다. 정보오염(情報汚染)의 농후응축(濃厚凝縮)을

를 하는 범죄자(犯罪者)로 화(化)해 간다. 우리는 이 러한 현대문명(現代文明) 속에 숨은 무서운

새로운 노력(努力)을 전력(全力)을 다해서 개시(開始)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現代)의 일본사회(日本社會)에 내재(內在)하는 자괴작용(自壞作用)의

우리는 이러한 분석과정(分析過程)에 전절(前節)에서 정보화(情報化)의 대상(代償)의 문제

크」 세계(世界)의 몰락(沒落) 때에는 아직 뚜렷이 인정(認定)되지 않는 현상(現象)이며 자괴(自
이런 뜻에서 정보화(情報化)가 가져오는 자괴작용(自壞作用)에 대(對)해 좀더 검토(檢討)해
소화(昭和) 47년(年)의 5월(月)에서 6월(月) 사이에 전후(前後) 6회(回)에 걸쳐 동경도(東京

都) 연마구(練馬區) 석신정남중학교(石神井南中學校)에서 발생(發生)됐다고 전(傳)해진 광화학

메카니즘을 추적(追跡)하면서 풍요(豊饒)의 대상(代償), 편리성(便利性)의 대상(代償)을 거쳐 정

(光化學) 스모그에 의(依)한 집단적(集團的) 피해(被害)에 관(關)해 임상의학적(臨床醫學的) 입

에서 이 자괴작용(自壞作用)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해서 유치화(幼稚化)와 야만화(野蠻化)를 가

대책연구(對策硏究) 프로젝트 팀」은 생도(生徒)들의 전신증상(全身症狀)은 주(主)로 공포감(恐

는 문제(問題)에도 언급(言及)해 왔다. 모성(母性)을 상실(喪失)한 마음, 가난한 어머니들은 자

스모그 때문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없다는 보고(報告)를 발표(發表)했다.

보화(情報化)의 대상작용(代償作用)의 분석(分析)에로 끌고 왔다. 우리는 또한 그 과정(過程)

져오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社會)의 암살자(暗殺者)를 키워오고 있는가 하

식(子息)의 유기(遺棄)와 자식첨해(子息僉害)롤 계속(繼續)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정생활(家庭

生活), 교육(教育), 매스콤에서 정치(政治)에까지 미친 유치화(幼稚化)와 야만화(野蠻化)의 메

카니즘 속에서 성장(成長)하고 성인(成人)이 되어 가는 마음, 가난한 다음 세대(世代)의 일본인

(日本人)이 떼를 지어 부모살해(父母殺害), 가족(家族) 살해(殺害)의 범행(犯行)으로 치달을 가

능성(可能性)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사회(日本社會) 내부(內部)에서 보면

타살(他殺)일지 모르지만 문명사(文明史)의 흐름 속에서 보면 분명(分明)히 일본(曰本)이 자살

(自殺)의 한 형식(形式)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암살자(暗殺者)들을 양산(量產)한 것
은 다름 아닌 일본사회(曰本社會) 자신(自身)이기 때문이다.

이 상상(想像)은 우리들은 1500년전(年前)의 해체기(解體期)의 「헤레닉크」、세계(世界)의 기

억(記憶) 속으로 끌고 간다. 로마가 몰락(沒落)해 가는 말기적(末期的)인 세상(世相) 속에서 시
인(詩人) 「호리디우스」는 이렇게 읊고, 있었다.

『내전(內戰) 때문에 이미 제(第)2의 세대(世代)는 짓눌려 박살나고 로마는 스스로의 힘에 의

(依)해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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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立場)에서 조사(調査)를 진행(進行)하던 동경도(東京都) 위생국(衛生局) 「동경(東京) 스모그

怖感)과 집단심리(集團心理)가 작용(作用)한 심인성(心因性)에 의(依)한 것이고 광화학(光化學)
「광화학(光化學) 스모그」, 「오키쇠단트」라고 하는 귀에 익지 않은 말들이 대량(大量)으로 더

우기 극단적(極端的)으로 비과학적(非科學的)으로 난용(亂用)되기 때문에 생도(生徒)들이 심리

적(心理的) 패닉크 상태(狀態)에 빠져 암시(暗示)에 걸리고 일종(一種)의 집단(集團) 「히스테리」

증상(症狀)을 나타낸 것이 사건(事件)의 진상(眞相)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소동(騷動)의

원인(原因)은 대기오염(大氣汚染)에 있다기보다는 실(實)로 비과학적(非科學的)이고 센세이셔

널한 정보(情報)의 대량범람(大量氾濫)에 의(依)한 정보오염(情報汚染)에 있었던 것이다. 또 한

례(例)로 재작년말(再昨年末)에서 작년초(昨年初)에 걸쳐 세제(洗劑), 설당(雪糖), 휴지(休紙) 등

(等)의 물자부족소동(物資不足騷動)도 유언비어(流言蜚語)가 사회적(社會的)으로 증폭(增幅)된
데서 온 심리적(心理的) 패닉크의 결과(結果)였다.

이 작은 일들은 최근(最近) 일본사회(日本社會)에 많이 발생(發生)되고 있는 갖가지의 사회

적(社會的) 트러블이나 분쟁(紛爭)의 원인(原因)을 해명(解明)하는데 실(實)로 시사성(示唆性)

이 풍부(豊富)한 사건(事件)들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년내(數年來) 우리의 주위(周圍)에

는 비과학적(非科學的)이고 센세이셔널한 정보(情報)의 대량범람(大量氾濫)이 야기(惹起)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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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心因性)의 트러블이 격증(激增)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分明)히 이들 트러블은 대중(大

다른 허구(虛構)의 세계(世界)로 될 위험(危險)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매스콤이 만들어 내는

衆)이 조악(粗惡)한 질(質)나쁜 결함정보(缺陷情報)에 오염(汚染)된 결과(結果), 일종(一種)의

허구(虛構)의 세계(世界)는 무의식중(無意識中)에 사람들에게 인위적(人爲的)인 「응사경험(凝

현대사회(現代社會)에 있어서 정보오염(情報汚染)의 파괴력(破壊力)은 어째서 그렇게 강력

이리하여 인간(人間)의 시계(視界)를 넓히고 그의 지력(知力)을 높이기 위(爲)해서 만들어진

집단(集團) 히스테리 증상(症狀)에 빠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診斷)된다.

(强力)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왜 심인성(心因性)의 트러블, 집단(集團) 히스테리가 현대사회(現

似經驗)J을 강요(强要)하게 되는 것이다.

매스콤에 의(依)해 인간(人間)은 속아 넘어가고 지력(知力)이 저하(低下)되고 진실(眞實)의 시

代社會)에서 많이 발생(發生)하기 쉬운가? 왜 그것은 인간(人間)의 사고력(思考力)，판단력(判

계(視界)가 방해(妨害)되는 아이러니칼한 현상(現象)이 생기는 결과(結果)가 된다. 사실상(事

보환경(情報環境)의 특질(特質)을 다음의 관점(觀點)에서 고찰(考察)해 보기로 한다.

(危機)는 더욱 심각(深刻)해 지고 있고 사회적(社會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대(巨大)한

텔레비전의 대상(代償)

(觸發)되고 일본사회(日本社會) 전체(全體)가 일종(一種)의 발광상태(發狂状態)에 빠지고 있는

斷力)，감수성(感受性), 창조성(創造性) 등(等)의 쇠약(衰弱)을 가져오는가? 그 메카니즘과 정

첫째로 우리는 인간경험(人間經驗) 전체(全體) 속에서 점(占)하는 직접경험(直接經驗)의 비중

(比重)이 상대적(相對的)으로 저하(低下)하고 그 대신(代身) 매스콤이 제공(提供)하는 정보(情

實上) 현재(現在) 매스콤이 제공(提供)하는 정보(情報)의 질(質)의 악화(惡化)에 따라서 이 위기
신경계(神經系) 그 자체(自體)의 신경발작(神經發作)을 통(通)해서 집단(集團) 히스테리가 촉발

현재(現在) 일본(曰本)의 사회(社會)는 이 무서운 새로운 종류(種類)의 사회신경증(社會神經症)

에 의(依)해 대량환각증상(大量幻覺症状)을 띄기 시작(始作)했다고 진단(診斷)되는 것이다.

이 점(點)에 관련(關聯)해서 지적(指摘)해 두어야 할 중요(重要)한 점(點)이 있다. 그것은 영상

報)를 중심(中心)으로 한 간접경험(間接經驗)의 비중(比重)이 비약적(飛躍的)으로 증대(增大)된

(映像), 음성(音聲), 활자(活字) 등(等)에 의(依)한 간접경험(間接經驗)의 비율(比率)이 높아감에

일반적(一般的)으로 정보량(情報量)의 증대(增大)라고 하는 것은 인간경험(人間經驗)과의 관련

下)하고 이 결과(結果) 청소년(青少年)은 희박(稀薄)한 「흉내놀이의 세계(世界)」속에서 깊은 감

漸) 더 크게 타인(他人)의 경험(經驗)에 의존(依存)하게 된다는 것에 불과(不過)하다. 각자(各自)

(點)이다. 욕구충족(慾求充足)의 가능성(可能性)이 높아진 것도 이 「무감동(無感動)」을 가속(加

사회신경계(社會神經系)에 더욱 강(强)하게 의존(依存)하게 됨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수 없을 정도(程度)로 큰 것이었다.

데서 오는 여러가지 마이너스의 부작용(副作用)에 대(對)해 검토(檢討)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關聯)에서 볼 것 같으면 이와같이 각개인(各個人)의 경험세계(經驗世界)라고 하는 것이 점점(漸
의 경험(經驗)의 소재(素材)가 사회적(社會的) 코뮤니케이션의 Network라고 하는 거대(巨大)한

이것이 인간(人間)에게 주는 Impact는 극(極)히 심각(深刻)하고 복잡(複雜)하다. 매스콤의

발달(發達)은 한편에 있어서 인간경험(人間經驗)의 세계(世界)를 각개인(各個人)이 직접(直接)

경험(經驗)할 수 있는 시간(時間) 및 공간(空間)의 한계(限界)를 넘어서 외연적(外延的)으로 확

따라 농도(濃度) 짙은 내용(內容)의 직접경험(直接經驗)의 비율(比率)이 점차(漸次)로 저하(低

동(感動)을 동반(同伴)하는 경험(經驗)에 굶주려 「무감동(無感動)」해 진다고 지적(指摘)되는 점

速)하는 상승작용(相乘作用)을 가져왔다. 이 점(點)에서 텔레비전의 대상(代償)은 무시(無視)할

풍부(豊富)하게 주어지는 영상(映像)은 도리어 청소년(靑少年)의 상상력(想像力), 창조성(創

造性) 등(等)을 쇠약(衰弱)시키고 또한 받는 입장(立場)에서의 정보처리(情報處理)의 속도(速

度)나 감정(感情)과는 상관(相關)없이 흘려보내는 텔레비전의 영상(映像), 정보(情報)는 자주적

대(擴大)시킨다. 그런데 이 외연적(外延的)으로 확대(擴大)한 경험세계(經驗世界)의 내용(內容)

(自主的)인 사고(思考)를 방해(妨害)하고 분열증적(分裂症的) 경향(傾向)을 현저(顯著)하게 조

로 확대(擴大)한 간접경험(間接經驗)의 세계(世界) 내지(乃至)는 기호경험(記號經驗)의 세계(世

정보화(情報化)의 대상(代償)의 둘째는 정보과다(情報過多)에 수반(隨伴)하는 각종(各種)의

은 더욱 희박(稀薄)해지고 단편화(斷片化)되고 공허(空虛)해 진다. 그것은 이 외연적(外延的)으

장(助長)시켜 가는 것이다.

界)가 점점(漸漸) 더 현실(現實)의 각(各) 개인(個人)의 직접적(直接的) 생활경험(生活經驗)과 유

부적응증상(不適應症狀)의 문제(問題)이다. 이 사실(事實)도 또한 정보화(情報化)의 진전(進展)

者)를 대응(對應)시키거나 그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한다는 것은 더욱 곤란(困難)해지

겼는가를 해명(解明)하는데 있어서 중요(重要)한 점(點)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련(關聯)시켜서 하나의 전체(全體) 이미지로 합성(合成)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理能力)을 대폭적(大幅的)으로 초과(超過)할 경우(境遇), 인간(人間)은 때때로 정보과다(情報

리(遊離)되고 자신(自身)으로부터의 직접경험(直接經驗)과 사고(思考)를 통(通)해서 그 양자(兩

기 때문이며 그 대공(大蛩)의 간접경험(間接經驗)의 뿔뿔이 흐트러진 단편(斷片)을 상호(相互)
매스콤을 통(通)해서 주어지는 간접경험(間接經驗)의 세계(世界)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혼돈

(混沌)되고 맥락(脈絡)이 없으며 정신분열증(精神分裂症)의 양상(樣相)까지 띄고 있다. 또 한

편으로 매스콤이 제공(提供)하는 팽대(膨大)란 정보(情報)에 의(依)해서 보여지고 있는 세계(世

界)의 값싼 전체(全體) 이미지는 정보(情報)의 질(質)이 나쁘면 현실세계(現實世界)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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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어째서 지력(知力)의 저하(低下), 판단력(判斷力)의 쇠약(衰弱), 광신(狂信) 등(等)이 생
고속도(高速度)로 흐르는 대량정보(大量情報)가 인간(人間)의 뇌(腦)에 정보처리능력(情報處

過多)의 신경증상(神經症狀)에 빠진다. 매스ㆍ미이디어를 통(通)해서 흘려보내는 대량정보(大

量情報)가 범람(氾濫)하고 있는 현대사회(現代社會)에서는 정보과다(情報過多)에 의(依)한 신

경증상(神經症狀)이 어른이나 어린이를 포함(包含)해서 보편적(普遍的)으로 존재(存在)하고 있

다. 정보과다증(情報過多症)은 여러가지 증상형태(症狀形態)로 나타나는데 그 전형적(典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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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繁榮)의 그림자 <2>

인 증상(症狀)에는 단락형(短絡型), 자폐증형(自閉症型), 분열증형(分裂症型)의 세 가지 것이 있
으나 여기서 그 설명(說明)은 생략(省略)한다.

정보화(情報化)의 대상(代償)의 세째는 정보(情報)의 동시성(同時性)과 일시성(一時性)에 관

통(通)해서 입수(入手)한 「타인(他人)의」 의견(意見)의 부정확(不正確)한 청부매매(請負賣買)요

불선명(不鮮明)한 Copy에 불과(不過)한 것이다. 그것은 빌려온 Rental 지식(知識)이며 기성(旣

成)의 인스탄트 가치관(價値觀)에 불과(不過)하며 주체적(主體的) 사고(思考)의 프로세스를 거

련(關聯)하고 있다.

쳐서 구축(構築)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보(情報)와의 관계(關係)가 극(極)히 일시적(一時的)인 것으로 된다. 이와같이 현재(現在)의 정

(異常情報), 조악정보(粗惡情報)의 과도확산(過度擴散) 경향(頃向)으로 영향(影響)을 미치고 있

사회변화(社會變化)의 속도(速度)가 빠르고 정보(情報)의 흐름이 빨라지면 인간(人間)과 정

보환경(情報環境)에서는 신기(新奇)한 정보(情報)를 극단적(極端的)으로 갈구(渴求)하는 경향

(傾向)이 강(强)해진다. 팽대(膨大)한 현재진행형(現在進行型)의 정보(情報)의 범람(氾濫) 속에

정보화(情報化)의 마이너스의 부작용(副作用)은 다섯째로 매스 미이디어에 의(依)한 이상정보

는 것 이 다. 『개가 사람은 물면 뉴우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우스가 된다』. 이 명

제(命題)는 현재(現在)보다도 정보(情報)의 량(量)이 훨씬 적었던 정보(情報) 희소시대(稀少時代)

서 정보(情報)의 Life Cycle은 단축화(短縮化)되고 정보(情報)는 소모품화(消耗品化)되며, 정보

에 만들어진 뉴우스 밸류였었다. 그런데 이 낡은 뉴우스 밸류 론(論)이 정보과다(情報過多) 시

情報)로부터 자기(自己)를 방위(防衛)하는 한개의 안이(安易)한 적응법(適應法)은 쉽게 잊어버

이상(異常)한 사건(事件)이나 일어난 일에 관(關)한 정보(情報)만이 응분(應分)의 밸런스를 잃어

을 상실(喪失)하고 찰나주의적(刹那主義的)인 삶의 방식(方式)을 채용(採用)하는 것이다. 이리

뉴우스 밸류가 없다고 하여 기사(記事)가 되지 못하고, 이상현상(異常現象)만을 점점(漸漸) 더

(情報)의 쓰고 버리기 식(式)의 경향(傾向)이 극(極)히 심(甚)해진다. 대량(大量) 고속정보(高速

리는 것 즉(卽), 건망증(健忘症)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歷史的)인 연속성(連續性)의 감각(感覺)
하여 일시성(一時性)의 정보환경(情報環境) 속에서 깊은 인간적(人間的) 인 감동(感動)을 수반

(隨伴)하는 경험(經驗)의 승화(昇華)의 여유(餘裕)를 갖지 못한 채 천박(淺薄)한 호기심(好奇心)
만이 비대화(肥大化)되고 인간(人間)은 정신적(精神的), 정서적(情緖的) 안정(安定)을 상실(喪

失)하고 「지금, 당장……」의 순간(瞬間)만을 겉으로 추구(追求)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병학자

(精神病學者)의 목촌민씨(木村敏氏)는 「자각(自覺)의 정신병리(精神病理)」에서 어떤 정신병환

대(時代)에까지 끌어들여졌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重大)한 문제(問題)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버리고 대량(大量)으로 유포(流布)되고 있는 현상(現象)인 것이다. 크게 눈에 띄는 현상(現象)은

욱 확대(擴大)시켜서 대중(大衆)의 눈앞에 들여대려는 매카니즘이 이상(異常)하게 비대화(肥大

化)하고, 그 결과(結果) 매스콤은 이상(異常)한 허구(虛構)의 世界를 만들어 내게 되고, 국민(國

民)의 욕구불만(欲求不滿)을 비정상적(非正常的)으로 높이는 결과(結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情報化)의 여러가지 대상(代償)은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을 쇠약(衰

弱)시켜 정서성(情緖性)을 상실(喪失)시키고 유치화(幼稚化)와 야만화(野蠻化)의 사회병리(社

자(精神病患者)의 자각증상(自覺症狀)을 소개(紹介)하고, 있는데, 이 정신병환자(精神病患者)

會病理)를 한(限)없이 확대(擴大)해 가게 되어 일본사회(日本社會)의 자괴작용(自壞作用)을 부

感覺)을 상징(象徵)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시성(一時性)의 정보환경(情報環境)이 가

이러한 유치화(幼稚化)와 야만화(野蠻化)는 경솔(輕率)한 국어(國語) 및 국가개혁(國家改革)

가 경험(經驗)하는 시간(時間)의 흐름은 놀랍게도 현대(現代) 일반인(一般人)의 시간감각(時間
져오는 신경증(神經症)이 바로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의 쇠약(衰弱)이나 저렬(低劣)하
고 조악(粗惡)한 정보(情報)의 범람(氾濫)의 기반(基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情報化)의 대상(代償)의 네번째는, 이상(以上)과 같은 마이너스의 부작용(副作用)과

도 밀접(密接)하게 결부(結付)되고 있는 정보수신(情報受信)과 발신(發信)과의 극단적(極端的)

인 언밸런스이다. 일방통행(一方通行)의 매스콤의 수신자(受信者)들은 전달(傳達)되는 대량정
보(大量情報)를 응접(應接)하기에 쫓기고 시달리는 다시 말하면 그 수신기(受信機)는 24시간

(時間) 동안 전력연동(全力椽動)되고 있다. 이에 대(對)해서 발신(發信)의 기회(機會)는 현저(顯

著)하게 적다. 본래(本來) 인간(人間)의 사고능력(思考能力)이나 창조성(創造性)은 수신(受信)
과 발신(發信)의 반복(反復)을 통(通)해서 비로소 가능(可能)해지는 것인데 이 사고(思考)의 프

로세스를 착실(着實)하게 통과(通過)시키지 않기 때문에 단락형(短絡型)의 논리적(論理的) 사

고(思考) 능력(能力)이 없는 인간(人間)을 양산(量産)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들은 매스콤이 제
공(提供)하는 지식(知識), 정보(情報), 의견(意見), 가치관(價値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통과(通過)시키고 흘려 버리고 있는 것에 불과(不過)하다. 각자(各自)는 그 의견

(意見)을 일견(一見) 「자기(自己)의」 의견(意見)인 것처럼 보이 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매스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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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질하게 되는 것이 다.

과 더불어 현대(現代)의 청소년(青少年)들을 사회적(社會的) 실어병(失語病)에 빠뜨리고 결과

적(結果的)으로 사고력(思考力), 판단력(判斷力), 표현력(表現力)이 결핍(缺乏)된 일부(一部) 젊
은이들은 동물적(動物的)인 소위(所謂) 기성(奇聲)(Snarl- Words, Purr- Words) 밖에 발(發)할

수 없게 돼 간다. 이것은 현대(現代)의 과격파(過激派)의 연설(演說)스타일이나 좌익전체주의

자(左翼全體主義者)의 비라의 문장(文章)에 전형적(典型的)으로 기록(記錄)되고 있다.

■

박 대통령 각하 말씀 중에서 ■

◇공
 산주의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이념과 목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또
그들이 화해니 긴장완화니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수단이다.
◇통
 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우리 대한
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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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는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얼굴이 미운 사람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지기를 원하고, 거짓된 자는 진실해지기를 원하고, 어리 석은 자는 현명해지기를 원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精神)

고, 비겁한 자는 용감해지기를 원한다.

한문에서 원을 세우는 것을 서원(誓願) 또는 발원(發願)이라고 일컫는다.

또 뜻을 세우는 것을 입지(立志)라고 한다. 새해에는 저마다 새로운 서원, 새로운 입지가 필

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간절한 원을 가지면 그 원이 꼭 이

인생(人生)의 가치(價値)는 반드시 그가 이루어 놓은 성과(成果)에
의해서만 평가(評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目標)에 도달(到達)
하려는 과정(過程)이 중요(重要)한 것이다……..

루어진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고 하였다. 정신이 오로지 한 목표에 집
중되면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한 초점에 통일 집중시킬 때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문에 원력(願力)이란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원에서 무서운 힘이 생긴

다는 것이다. 나는 원리의 위대함을 믿는다.
새해에 우리는 어떤 원을 세워야 할까.

<숭전대(崇田大) 교수(敎授)>

안병욱(安秉煜)

첫째로 저마다 큰 원을 세워보자. 누구나 가슴 속에 대원(大願)을 품어보자. 큰 인물이란 큰

원을 갖는 자다. 위대한 민족이란 위대한 소원(所願)을 갖는 민족이다. 원이란 말 대신에 꿈이

라고 해도 좋고, 대망(大望)이라고 해도 좋고, 「비전」이라고 해도 좋다. 저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자기 방면에서 타(他)의 추종(追從)을 불허하는 제 1인자가 되려는 큰 원(願)을 세우
고 힘써 보자.

인생의 가치는 반드시 그가 이루어 놓은 성과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다. 설사 그 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성심

1. 새해의 서원(誓願)
옛날 「로마」 사람들은 정월이 되면 문앞에 「야누스」의 신을 만들어 세웠다. 「야누스」는 문

의 수호신(守護神)으로서 얼굴이 둘 있다.

성의로 분투노력하는 충실한 생활 그 자체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둘째로 올바른 원을 세워보자. 큰 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이 옳은 원이라야
한다.
크면서도 옳지 아니한 원이 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큰 도둑놈이 되어 보겠다는 원은 큰
원이지만 그것은 남을 해치는 그릇된 원이다. 우리는 크고 옳은 원을 세워야 한다. 불교에 자

뒤에 있는 얼굴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 보는 회고(回顧)의 얼굴이요,

리이타 (自利利他)란 말이 있다. 내게도 이로운 동시에 남에게도 이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거의 회고와 미래의 계속에서 현재를 살아간다.

람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동시에 남을 위해서 사는 존

이제 새해를 맞는다. 올해 한 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설계를

재다.

앞에 있는 얼굴은 새해를 전망하는 계획의 얼굴이다.

세워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소원을 갖는다. 인생은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려는 노력의 과
정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튼튼해 지기를 원하고,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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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추구하는 소원이 사회적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나는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정열과 보

자리와 이타와 조화(調和)가 인간의 이상이다. 세째로 간절한 원을 세워 보자. 작심 삼일(作

心三日)로 끝나는 원,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원, 도중에 흐지부지가 되고 마는 원, 시종여

일(始終如一) 하지 못한 원, 그것은 가볍고 부박(浮薄)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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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전후일관(前後一貫)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원이라

야 한다.

내가 이것만은 꼭 이루어 놓고야 말겠다는 정성스럽고 뜨거운 원, 마음과 뜻과 능력을 다해

서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추구하는 원, 그것이 간절한 원이요, 그러한 원이라야 반드시 이루

어 진다.

정월은 저마다 마음 속에 뜻을 세우고 원을 갖는 달이다. 모두 커다란 원, 올바른 원, 간절
한 원을 가슴 속에 간직해 보자.

오늘날 우리 국민의 민족혼(民族魂)과 애국심은 점점 행방불명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한

국인으로 한국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이땅에서 살다가 이땅에 뼈를 묻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제 나라를 지키고 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첫째가는 의무요 덕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이를 태만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민족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라는 이름을 갖는
동시에 한국인이 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이요, 한국인에서 떠날 수가 없다.

2. 살신성인 (殺身成仁)의 정신
인간의 정신 중에서 가장 숭고(崇高)한 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이다. 살신성인은 내

몸을 바치어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의 수행을 위해서, 이웃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종교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개(草介)

같이 버린 지사(志士)와 의인(義人)과 애국자와 순교자(殉教者)들이 있다. 그들은 영웅 중의 영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는 이름이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이
름이요, 씻어버릴래야 씻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다.
인간은 조국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이 운명을 영광된 운명, 축복된 운명, 자랑스러운 운명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의 신에게 감사하고 영광된 한국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은 민족 앞에 무

웅이다.

엇을 바쳤읍니까.』

역설했다. 나의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하라는 것이다. 살신성인과 사생취의 모두가 인간의 정

있는가를 물어라.』

공자는 살신성인을 인간의 최고의 덕이라고 예찬했다. 맹자는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을

『내 나라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네가 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신의 가장 높은 경지요, 가장 용감한 덕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민족일수록 위대하고 영광스럽

케네디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갈파했다.

다. 이런 정신이 강한 사회일수록 부강하고 번영한다.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 많은 의인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민족의 제단 앞에 용감하게 바

친 많은 무명(無名)의 영웅(英雄)들과 의인(義人)들 앞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심정
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우리가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과 영웅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위대한 정신과 현충(顯忠)의 용감한 행동을 다시 한 번 마
음에 깊이 되새기자.

과연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고 또 무엇을 바치려고 히는가.

많은 유명무명의 의인들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 때문이다.
우리는 나라에 여러가지를 바칠 수 있다. 돈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지식과 기술을 바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생명을 바치는 것에 비할 바가 못된다.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다. 돈이나 지식이나 노력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바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생명은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한 것이다. 유일성(唯

一性)과 일회성(一回性)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목숨이다. 두 번 있을 수 없고 두 개를 가질 수 없
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목숨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요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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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조(自助)와 호조(互助) 와 천조(天助)
나는 내 인생관의 기본 신조로서 항상 삼조사상(三助思想)을 강조한다. 자조와 호조와 천조

다. 자조(自助)는 스스로 돕는 것이요, 호조(互助)는 서로 돕는 것이요, 천조(天助)는 하늘이 돕

는 것이다. 이 삼조가 혼연일체(渾然一體)될 때 인생의 대업을 이룰 수 있고 사회에서 큰 일을

달성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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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는 스스로 돕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스스로 돕는 정신이다.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자력주의

(自力主義)의 정신은 자조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자기를 믿는 것을 자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자치(自恃)라고 하고 자기의 힘으

로 사는것을 자립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는 자신, 자치, 자립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남을 믿고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타력의존 사상처럼 비겁한 것이 없고 불행한 것이 없다. 그것
은 노예의 철학이다. 독립자존은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덕이요 정신이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여기에 자조정
신의 핵심이 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 힘으로 내 일을 처리하고, 나의 피땀으로 내 운명
을 개척하고, 나의 실력으로 내 미래를 건설하려는 자조주의(自助主義)의 철학은 우리 국민의

인생관의 제1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조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호조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철학을 지녀야 한다.

독립과 고립은 다르다. 독립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이요, 고립은 외톨이가 되어 외롭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至誠)을 다하고 인력(人力)을 다해 자기의 최선을 다

한 연후에 비로소 천조(天助)를 기대해야 된다. 무위도식(無爲徒食)의 무리에게는 하늘의 도움

이 있을 수 없다. 나태(懶怠)로 가득찬 사회에 하늘은 천벌(天罰)을 내릴지언정 결코 천우(天
佑)를 내리지는 않는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하였다. 하늘에 순응한다는 것

은 인생의 정도(正道)를 걷고 천리(天理)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길을 걷는 사람만

이 천우신조를 바랄 자격이 있다. 악의 무리를 하늘은 결코 돌보지 않는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은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스스로 도울 때에 하늘이 우리를

도와 준다는 뜻이다.

우리는 스스로 돕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돕고 서로
도울 때 하늘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다. 자조와 호조와 천조의 상조사상을 우리 국민의 기본

신조(基本 信條)로 삼자.

서는 것이다. 독립과 협동, 자조와 호조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서로 보완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상호부조 속에 살아간다. 부강한 민족은 단결력이 강하고 호조정
신이 투철한 민족이요, 쇠잔한 민족은 단결력이 약하고 호조정신이 부족한 민족이다.

인간은 공동목표를 세우고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할 때 공존공영(共存共

榮)의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러시아의 유명한 사상가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론」에서 호조력이 강한 민족은 역사의 시

련속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호조력이 약한 민족은 역사의 비참한 패배자가 된다고 하였
다. 호조는 약자가 강자가 되는 길이요, 서로 공생공영(共生共榮)하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돕는 것을 배워야 하는 동시에 서로 돕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인간이 배워야 하는 철학과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의 철학이요, 호조의 기술이
다. 개인이건, 회사건, 민족이건 서로 어느만큼 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은 우리 국민의 기본 좌우명(座右銘)이 되어야 한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을 천조라고 일컫는다. 학문에 천우신조(天佑神助)란 말이 있다. 하늘

이 돕고 신이 돕는 것이다.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불행이나, 위험이나 난경(難境)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바라고 기대한다.

인간은 약한 동물이다. 위기에 직면하면 천우신조를 바란다. 그러나 하늘은 아무나 또 언제
나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니다.

52

53

정신교육(精神敎育)의 지표(指標)

또 헤쳐 세계(世界) 속의 한국(韓國)으로 도약(跳躍)하고 있다. 더구나 남의 나라의 힘에만 의

정 신 교 육 (精 神 敎 育) 의

존하던 안보(安保)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주국방시대(自主國防時代)로 접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휴전선 이북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惡質的)인 공산주의사상(共産主

義思想)과 김일성(金日成)의 유일사상(唯一思想)으로 무장(武装)하여 이념(理念)과 이상(理想)

지 표 (指 標)

의 대결(對決)은 물론(勿論) 무력(武力)의 도발이 잦아져 우리는 국민총화적(國民總和的) 정신

(精神)으로 무장(武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대적(時代的) 여건(與件)으로 미루어 보아 물질만능(物質萬能)의 개인주의(個人主義)

가 극도(極度)에 달(達)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보다는 민족을, 내 가정보다는 나라를 생각하

물질만능(物質萬能)의 개인주의(個人主義)가 극도(極度)에 달(達)한 지금(只今)은
어느 때보다 나보다는 민족(民族)을, 가정(家庭)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의식구조

는 의식구조(意識構造)의 현대화(現代化)가 이루어져 애국(愛國)하는 마음, 애족(愛族)하는 정

신(精神)으로 근대화(近代化)를 이룩하여야 하며, 조국(祖國)과 민족(民族)에 충성(忠誠)할 것

을 맹서(盟誓)한 군인(軍人)은 투철한 군인정신(軍人精神)으로 무장(武装)하여 국방력(國防力)

을 강화(强化)하고 이념(理念)과 사상전(思想戰)에서 기필코 승리(勝利)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 군인(軍人)의 최대사명(最大使命)이며 우리 민족(民族)의 생존하는 길이다. 이

(意識構造)의 현대화(現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명(使命)과 길을 굳게 다지기 위해 우리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强化)하기 위한 정신

교육(精神教育)의 3대(大) 지표(指標)는 국가관(國家觀) 확립(確立)과 멸공사상(滅共思想) 고취

강용구(姜容求)

1. 머 리 말
「나폴레옹」은 그의 오랜 전투경험(戰鬪經驗)에서 체득(體得)한 전략(戰略)으로서 어느 전투

(戰鬪)에서나 정신(精神)과 무기(武器)는 1 대(對) 3의 비중(比重)을 두었었다는 말처럼 전투요

(鼓吹) 그리고 군인정신(軍人精神)을 함양(涵養)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국가관(國家觀) 확립(確立))
1961년(年)에 미국(美國)의 35대(代) 대통령(大統領)으로 취임(就任)한 고(故) 케네디는 그의

대통령취임사(大統領就任辭)에서 『국민(國民) 여러분은 국가(國家)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을 바

라지 말고 국가(國家)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라는 명연설(名演說)을 하여 많은 사람
을 감명시켰던 일이 있다.

개인주의(個人主義)가 극도(極度)로 발달(發達)한 미국(美國)에서도 국가(國家)에 대(對)한

충성(忠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국가(國家)의 존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원(戰鬪要員)을 강인(强靱)한 정신(精神)으로 무장(武装)하고 현대화(現代化)된 무기(武器)로

옷깃을 여미고 충성(忠誠)할 것을 다짐하여야 한다.

(武器)가 열세(劣勢)한 군대(軍隊)가 군인정신(軍人精神)이 충일(充溢)하고 사기(士氣)가 왕성

러 광대한 국가(國家)에 비(比)하면 국토(國土)는 비록 크지 못하지만 우리 해안에는 항만(港湾)

있다.

(江) 유역(流域)에는 기름진 평야(平野)가 많고 온대(溫帶)에 속하는 기후(氣候)로 춘하추동(春

장비(装備)하였다면 어느 싸움에 있어서나 승리(勝利)는 필연(必然)의 사실이다. 이것을 무기

(旺盛)하였을 때는 항시 전승(戰勝)의 영광(榮光)을 차지했던 전사(戰史)가 증명(證明)해 주고

이제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의 물결은 도도히 흘러 수도(首都) 서울은 구미(歐美) 어느 선

진국(先進國) 못지 않게 고층건물(高層建物)이 들어서고, 사방팔방(四方八方)으로 험한 준령과

산하(山河)를 이어 고속도로(高速道路)가 뻗어 갔으며 하늘을 뚫을 듯 높이 치솟는 전국(全國)

우리나라는 아사아대륙(大陸)의 동북(東北)쪽에 자리잡은 반도(半島)의 나라, 세계(世界)의 여

이 많고 내륙(內陸)의 산(山)들은 높고 아름다우며 여기서 발원(發源)하여 흐르는 여러 개의 강
夏秋冬) 사계절(四季節)로 쾌청(快晴)한 날씨가 많아 농사(農事)짓기에 알맞는 국토(國土)다.

이곳에 태어난 우리 겨레는 아득한 옛날부터 아름다운 강토(疆土)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대

륙(大陸)의 큰 힘의 변화 속에 끈질기게 자신을 지켜왔고 고유(固有)의 문화(文化)를 보존(保

의 수많은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한시도 쉬지 않고 많은 공업상품(工業商品)을 생

存) 발전(發展)시켜 왔다.

하고 있다. 그리고 26만톤의 거대한 배를 만들어 넓고 넓은 5대양(大洋)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서 물리쳐 나라를 보존(保存)해 왔다.

산(生産)하여 1,120품목(品目)의 상품(商品)이 125나라의 시장(市場)에서 인기(人氣)를 독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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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년(年) 수(隋) 양제(煬帝)는 30만(萬) 대군(大軍)으로 고구려를 침공(侵攻)하였으나 고구

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將軍)이 살수대첩에서 물리쳤고 645년(年)에 당태종(唐太宗)이
백만대군(百萬大軍)으로 안시성(安市城)을 60여일(餘曰)간이나 포위하여 공격했으나 양만춘

(楊萬春) 장군(將軍)이 물리쳤으며 1018년(年)에 침략(侵略)해 온 거란(契丹)의 10만대군(萬大
軍)을 강감찬(姜邯瓚) 장군(將軍)이 구주에서 전멸(全滅)시켰고 16세기(世紀)에 왜적의 침입(侵
入)인 임진왜란을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이 물리쳤으며, 36년간(年間)의 나라없는 설움 속

3. 우리의 적(멸공사상(滅共思想) 고취(鼓吹))
세계(世界)는 2차대전후(次大戰後) 미(美ㆍ소를 정점(頂點)으로 한 양극체제(兩極體制), 즉,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사상적(思想的), 이념적(理念的) 대립(對立)인 냉
전시대(冷戰時代)로 돌입(突入), 마치 세계는 양분(兩分)되다시피 되었다.

그러나 50년대(年代) 후반기(後半期)부터는 미국을 정점(頂點)으로 한 자유우방(自由友邦)에

에서도 많은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은 조국(祖國)의 독립(獨立)을 위해 투쟁하였고, 1550년(年)

는 미국(美國)의 절대적인 지배(支配)의 힘이 분산(分散)하기 시작(始作)하였다.

워 나라를 구(救)하였다.

이탈하고 서독(西獨)과 일본(日本)의 경제적 성장(成長)은 미국(美國) 경제에 도전적인 존재로

를 계승하고 발전(發展)시킴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軍人)의 당연한 의무(義務)인 동시(同時)에

핵(核)을 개발하고 유도탄을 보유하여 힘이 팽창되자 공산권의 「헤게모니」문제로 이념적(理念

6월(月) 25일(日) 공산당(共産黨)이 쳐들어 왔을 때에는 우리 국군(國軍)이 맨주먹으로 나가 싸

이제 조상(祖上)과 선열, 그리고 선배들이 피흘려 구(救)하고 땀흘려 가꾼 나라와 문화(文化)

그것을 더욱 빛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責任)이 있다.

이 성(聖)스러운 임무(任務)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족의 생존(生存)과 번영(繁榮)을

위한 국가관(國家觀)이 뚜렷이 확립되어 국가(國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선도적 역군이 되어

야 한다.

그것은 영국(英國)과 프랑스가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게 되어 프랑스는 「나토」에서

군림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산(共産) 진영에서도 이변(異變)이 일어났다. 그것은 중공(中共)이

的) 투쟁(鬪爭)이 가연(加燃)되어 금이 가기 시작(始作)했다.

다시 말하면 세계(世界)는 양극체제(體制)에서 다극화(多極化) 시대(時代)로 변천된 것이다.

초강대국(超强大國)들의 경쟁적인 핵(核)무기개발은 마침내 인류(人類)의 멸망을 초래하게

끔 되자 세계는 공존시대(共存時代)를 거쳐 화해정책(和解政策)으로 돌변하여 사상(思想)과 이

첫째, 자립적(自立的)으로 국권(國權)을 수호(守護)할 수 있는 힘을 다져나가는 한편 작금의

념(理念)을 초월, 대화를 갖기 시작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自國)의 이익(利益)만을 추구(追求)

路)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국력(國力)을 조직화하여 총력안보(總力安保)를 기할 수 있는 총화

(敵)이 되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力學關係)는 탈(脫)「Ideology」시대(時代)로 변모하게 됨에

주변(周邊) 정세(情勢)의 격랑과 북괴의 도전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하여 민족의 활로(活

체제(總和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적(韓國的)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정립(定立), 발전(發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

해있는 제반 여건과 실정(實情)에 맞는 제도를 정립(定立)하고 불합리(不合理)하며 비능률적인
부조리(不條理)를 근절(根絕)하여 사회기풍(社會紀風)을 쇄신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民族)의 숙원인 조국(祖國)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

하여 민족주체(民族主體) 세력을 육성(育成)하는 것이다.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적(敵)이 오늘의 우방(友邦)이 되고, 과거의 우방이 오늘의 적

따라 약소국가는 부득이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정책(政策)으로 방향(方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한반도(韓半島)에서는 소련의 사주(使嗾)를 받은 북괴 공산당(共産黨)은 1945년 노동

당을 설립,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괴뢰정권을 수립한 후 줄곧 한반도의 적화(赤化)를 위해
광분하여 마침내 1950. 6ㆍ25 동족상잔(同族相殘)을 일으켜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

고도 아직 그 뉘우침이 없이 61년도 「큐바」사태에서 당시 소련 수상 「흐르시초프」의 유화정책

네째, 경제적(經濟的) 안정(安定), 성장(成長), 균형(均衡)의 조화(調和)로 조국근대화(祖國近

(宥和政策)에 자극을 받아 자체방위(自體防衛)정책인 군사(軍事)4대노선(大路線)을 표방(標榜)

이상의 국가목표(國家目標)를 항상 인식(認識)하고 자신의 신분과 처지, 즉(卽) 분수에 맞는

지나 반도와 「크메르」가 적화(赤化)된데 고무하여 무력적화(武力赤化)를 위한 노골적인 태도

代化)를 통한 번영을 이루어 5천년간 쪼달린 가난을 물리치는 것이다.

충실한 생활(生活)을 영위하는 사람이 곧 올바른 국가관(國家觀)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하고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간단없이 갖가지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더우기 지난 7월에 인도
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북괴가 괴멸되지 않고서는 이 강산(江山)에 평화(平和)는

것이다.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죽지 않지 위해서는 북괴를 섬멸해야 하는 필연성(必然性)이 절실한

이며 나 없는 국가(國家)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滅共思想)으로 굳게 무장(武装)하여 북괴의 이념(理念)과 사상적(思想的) 대결(對決)에서는 물

(發展)이 며 나 자신이 국가발전(國家發展)의 요체(要體)라는 국가관(國家觀)아래 우리에게 맡

리의 과업(課業)이며 사명(使命)인 것이다.

나와 국가(國家)는 분리(分離)될 수 없다. 국가(國家)없는 나는 생존(生存)의 터전이 없는 것

이와 같이 국가(國家)와 나를 동일시(同一視)하고 국가(國家)의 발전(發展)이 곧 나의 발전

겨진 사명(使命)인 필승공군(必勝空軍)이 되도록 나의 젊음,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노력을 송

것을 감안할 때 우리 3,500만(萬) 전국민(全國民)은 물론(勿論) 군인(軍人)은 누구나 멸공사상

론(勿論) 무력대결(武力對決)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

두리째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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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精神敎育)의 지표(指標)

4. 우리 국군(군인정신(軍人精神) 함양(涵養)>
군대사회(軍隊社會)는 일반사회(一般社會) 관계(關係)와는 달리 그 임무(任務), 조직(組織),

(一面)을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기상(氣像)은 군인(軍人)으로서 체득한 불요불굴의 기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몸가짐으로써 이와같은 기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내적 요

운영 등 여러가지 면에서 특수성(特殊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그 생태(生態)의 특수

건이 건전하게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굳건한 심신단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렬히 요구(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전모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의 6개 요소에 직결요소(直結要素)를 포함시

성(特殊性)으로 인(因)하여 「군인정신(軍人精神)이라는 특별한 정신상태를 구성원 개개인에게
군인정신(軍人精神)은 전쟁(戰爭)의 승패(勝敗)를 좌우(左右)하는 필수적인 요소(要素)라고

하거니와 군대(軍隊)에서 정신(精神)문제를 중요시(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所以)는 아

무리 막강한 위력을 지닌 현대(現代) 과학무기로 무장(武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장의 주

체(主體)는 인간(人間)인 군인(軍人)이요 또한 그 군인(軍人)은 국가(國家)이익이라는 대명제

(大名題) 앞에 자신의 사명(使命)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복무규율(軍人服務規律)에 정(定)한 바에 의하면 「군인정신(軍人精神)은 전쟁의 승

패(勝敗)를 좌우하는 필수적(必須的)인 요소(要素)이므로 군인은 명예(名譽)를 존중하고 투철

이상에서 개관한 것이 군인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요약이거니와 이것으로써 군대정

켜야 한다. 집단효과(集團效果)는 단결력(團結力)을 그 중핵(中核)으로 하기 때문에 군대정신
을 구성하는 요소(要素)로서 단결요인은 소외할 수 없는 것이다.

단결요인(團結要因)으로서 중요(重要)한 것은 협동심(協同心), 전우애(戰友愛), 희생정신(犧

牲精神)을 들 수 있다. 협동심(協同心)이란 마음을 같이하고 행동을 같이 하여 공동(共同)의 목
표(目標)을 달성하는 것이며, 전우애(戰友愛)란 부대(部隊)라는 모체(母體)를 생동(生動)케 하

는 조직간(組織間)의 연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피를 나눠가며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하는 부대 동료간에 오가는 사랑이며 희생정신(犧牲精神)이란 타인(他人)으로부터 탈취하는

(透徹)한 충성심(忠誠心), 진정한 용기(勇氣), 필승(必勝)의 신념(信念),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것이 아니라 타인(他人)에게 주는 것으로서 소속사회를 발전시키는 인간(人間)의 가장 고귀한

(愛國愛族)의 정신(精神)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라고 기술(記述)되어 있다.

生活)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명령(命令)은 생활(生活)의 원칙(原則)이 될 것이며

기상을 견지(堅持)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責任)을 완수(完遂)하는 숭고(崇高)한 애국애족

다시 요약(要約)하면 ①명예 ②충성심 ③진정한 용기 ④필승의 신념 ⑤임전무퇴의 기상 ⑥책

임감 등을 그 정신적(精神的)인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첫째, 「명예」라는 것은 개인의 직업 또는 그 지위에 따라 요구하는 사회적(社會的) 인식기준

(認識基準)에 상응할 수 있는 명성으로 명예의 관념을 배양하는 도덕적인 소지는 자신(自身)이
스스로 느끼는 사회정의(社會正義)에 대(對)한 의무감(義務感)을 높이 가지는 것이다.

둘째, 「충성심(忠誠心)」은 자신(自身)이 소속(所屬)하는 주권(主權)에 대(對)하여 진심으로써

부단히 헌신하려는 불변(不變)의 관념인데 이는 국가에 대(對)한 대의(大義) 앞에서 자아의식

(自我意識)을 초월하는 마음가짐이다.

셋째,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은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의지(意志)와 자신(自信)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의식 없이 굳게 믿는 정신자세이다. 그러므로 신념(信念)은 육신(肉

身)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위차원(上位次元)에서 그 태도를 지배(支配)하는 작용(作用)

인 것이다.

넷째, 「책임(責任)은 안으로는 양심(良心)에 대(對)하여 충직(忠直)하고 밖으로는 사회(社會)

에 대(對)하여 심력(心力)을 다하는 것인데 책임관념은 자신의 역할(役割)과 당면한 문제(問題)
에 대(對)하여 완전한 이해(理解)를 갖는데서 생성(生成)된다.

다섯째, 「용기(勇氣)」는 위험이나 고난(苦難)에 직면하였을 때 그를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心理的)인 유혹을 극복하고 전진(前進)하는 자기통제력(自己統制力)을 말한다. 그런데 용기
(勇氣)는 정신적(精神的)인 용기(勇氣)와 육체적(肉體的)인 용기(勇氣)로 양면성(兩面性)을 띠고

있으며 위험극복의 마음의 결단만으로서는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없다. 결심과 함께 육체적인
행동화가 이루어 져야 비로소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적(行動的)인 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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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집단구성원간의 힘을 결합시켜 주는 단결의 원인으로서 군대생활(軍隊

따라서 복종은 당위의무(當爲義務)의 일환으로서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여야 한다는 자각(自

覺) 아래 명령(命令)의 권위성(權威性)과 복종심은 동일원칙(同一原則)에서 출발(出發)한다는

의식체계(意識體系)가 확립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완전형(完全型)의 군인상(軍人像)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는 말
인간행동(人間行動)의 기저(基底)는 정신(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신(精神)은 반드시 생래적(生來的)인 것이라기보다 후천적(後天的)인 생활(生活)환경의

많은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도 부인(否認)할 수 없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우리 군

인의 정신구조혁신은 참된 정훈교육(政訓教育)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보다 정신적 근대화(近代化)가 요구(要求)되는 시점(時點)에서 올바른 정

훈교육의 실천이 중요(重要)하게 강조(强調)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중요(重要)한 임무(任務)를 담당하고 있는 정훈요원(政訓要員)은 사명감(使命感)

을 갖고 보다 더 임무수행(任務遂行)에 힘쓸 것이며 전장교(全將校)는 항시 병사(兵士)를 가르

치는 교관(教官)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겠다.

정신교육(精神教育)의 지표(指標)로 우리나라(국가관(國家觀) 확립(確立))와 우리의 적(敵)(멸

공사상(滅共思想) 고취(鼓吹)) 그리고 우리 국군(國軍)(군인정신(軍人精神) 함양(涵養))을 철저

(撤底)하게 교육(教育)시키는 것이 우리 군인(軍人)의 의식(意識) 구조(構造)를 현대화(現代化)
하고 나아가서 북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념(理念)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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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伸縮性) 제지(制止)에의 열쇠 C3

신축성(伸縮性) 제지(制止)에의 열쇠 C

3

- 전자적(電子的)인 측면(側面)에서 본 미(美) 공군(空軍) -

양신석(梁宸錫) 역(譯)
C3는 지휘통제통신(指揮統制通信)(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을 말하

며 미공군교범(美空軍教範) 11─1 제(第)Ⅲ권(卷)에서 「주무부대(住務部隊)의 지휘(指揮), 통제(統

制) 및 일일작전기능(曰日作戰機能)을 만족(滿足)시켜 주기 위(爲)하여 사용(使用) 되는 모든 전기
통신망(電氣通信網)」이라 정의(定義)하고 있다.

— 역자(譯者) 주(註)

미국(美國)의 신축성(伸縮性) 전략목표정책(戰略目標政策)이 현시점(現時點)에서 겪고 있는 제
한(制限)된 요소(要素)는 살아 있고 실시간적(實時間的)인 리얼타임에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해
주어야 하는 지휘통제통신망(指揮統制通信網)의 이용성(利用性)이다. 근간(近間)에 변경(變更)된

미국(美國)의 정책(政策)은 미국방성(美國防省)에서 C8 구조(構造)의 개선(改善)을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미국방성(美國防省)에서는 성서(聖書)의 시편(詩篇)에서 「인류(人類)가 멸망(滅亡)하리라는 비
전은 없다」란 말을 끄집어 낸다. 핵전략(核戰略)에 있어서 이 비전은 지휘통제통신으로 알려진

거대(巨大)하고 복잡(複雜)한 장치(装置)를 동일시(同一視)한다. 만일(萬一)，핵대결기간(核對決
期間)에 대항자(對抗者)의 비전이 선명(鮮明)치 못하면 그들이 완전(完全)히 암흑화(暗黑化)되기

이전(以前)에 모든 단추를 눌러버리려는 무서운 유혹을 받을 것이다.
미국(美國) 전략(戰略)정책(政策)의 기본적(基本的)인 수정(修正)은 핵(核)반응(反應)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이 핵위험(核危險)은 수백만의 피전투요원을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 반응을 저지(沮止)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밀도가 보다 낮은 수준
(水準)에서 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축성 제지 방법을 마련하는 주(主)된 부담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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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지휘통제체제가 지게 된다. 그 결과로 지휘통제는 위험관리의 열쇠구실을 하며, 현 시점에서
는 펜타곤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방차관급(美國防次官級)의 직능(職能)으로 새로 설립(設立)된 사무실(事務室)에서는 이 C3
기능(機能)의 통합(統合)을 강조(强調)하고 있다. 미(美) 대통령(大統領)의 견해(見解)를 반영(反

映)하는 국방정책(國防政策)의 기본적(基本的)인 변화(變化)를 분석(分析)해 보면, 미국(美國)이
민간인(民間人)에 대(對)하여 집단(集團) 보복정책(報復政策)을 쓰지 말고 최소(最少)의 민간인사
상자(民間人死傷者)를 낸다는 목적(目的)에 부합(符合)하도록 충분(充分)한 정확성(正確性)을 갖
고 정밀(精密)한 방법(方法)으로 도전(挑戰)과 위기(危機)에 대응(對應)하는 능력(能力)을 필요(必
要)로 하기 때문에 미국방성(美國防省)에서는 기본지휘통제(基本指揮統制) 철학(哲學)을 발전(發

展)시키고 있다.
미국방성(美國防省)에서 국가지휘통제능력(國家指揮統制能力)을 강화(强化)하는 관심(關心)은
FY-75에 약(約) 1억불(億弗)의 예산(豫算)을 증가(增加)시켜 지휘통제체제(指揮統制體制)를 국

방(國防)5개년계획하(個年計劃下)에 착수(着手)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계획(計劃)은 주(主)
로 지휘자료정리체제(指揮資料整理體制)의 발전(發展) 및 완성(完成)인데 이는 미니스맨 Ⅲ 미사

일에 대(對)한 목표배당(目標配當)에 더 신축성(伸縮性)을 갖자는데 있다. 이 계획(計劃)에는 추
가(追加)로 잠수함으로부터 목표궤도(目標軌道)를 변경(變更)시키고 경보(警報)정보(情報)의 처

리(處理)를 개선(改善)시키며 미사일 발사(發射)를 탐지(探知)하는 능력(能力)을 향상(向上)시키
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지휘통제체제(指揮統制體制)의 취약성(脆弱性)

미국(美國)의 신축성제지정책(伸縮性制止政策)에 대(對)하여 앞서 말한 비전이 치명적(致命的)
이라 면 「미국(美國)에는 현재(現在) 없는」 생존(生存)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제(指揮統制體制)를
필요(必要)로 한다. 이것이 실정(實情)인 한(限) 미국가지휘통제구조(美國家指揮統制構造)가 전체
적(全體的)으로 공격(攻擊)을 받으면 이에 대(對)한 있음직한 반응(反應)은 미국(美國)이 헛된 2
차공격(次攻擊)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戰略的)인 능력(能力)이 현재(現在)는 상대적(相對

3
的) 균형(均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美國)의 C 체제(體制)가 공격(攻擊)을 받지는 않을 것
이지만, 위기(危機)는 언제고 완전(完全)히 부풀은 시나리오대로 시작(始作)하지는 않을 것이며,

절벽 아래로 뚫고 나가는 길도 있을 것이나, 지휘통제체제가 우발적(偶發的)이거나 다른 이유(理
由)로 공격(攻擊)을 받지 않도록 대비(對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략적(戰略的)인 공격(攻擊)에
대처(對處)할 수 있는 지휘통제구조(指揮統制構造)를 강화(强化)하기 위(爲)한 미국(美國)의 새로

운 목표재선정(目標再選定) 정책(政策)의 핵심요소(核心要素)는 생존가능(生存可能)한 인공위성
(人工衛星)을 발전(發展)시키는 일인데 주(主)로 이것은 고공핵폭발(高空核爆發)로 기인(起因)되
는 EMP(전자기순간파동(電磁氣瞬間波動))의 환경(環境)에서도 죽지 않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주
요한 지휘통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위성을 견고히 하고 차폐(遮蔽)를 하면 생존성(生存性)을 강화(强化)하는 중요(重要)한 방
법(方法)이지만 경제적(經濟的)이고 실용적(實用的)인 면(面)에서 제한(制限)되고 있다. 가격(價
格), 중량(重量), 용적(容積) 등의 문제로 요격(邀擊)미사일에 의한 1대(對)1 공격(攻擊)에 직접(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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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충분(充分)히 강화(强化)하기는 어렵다. 대기권(大氣圈) 상
층부(上層部)에서 폭발(爆發)하는 큰 핵무기(核武器)의 EMP영향(影響)은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일시(一時)에 말살(抹殺)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1대(對)1로 미국(美國)의 C3 인공위성(人工衛
星)은 공격(攻擊)을 받게 될 것이다.

EMP는 전략(戰略) C3 체제설계자(體制設計者)들에게 해독물(害毒物)인데 그 이유(理由)는 커
다란 핵폭발(核爆發)이 EMP의 가장 큰 파괴력(破壞力)인 거대(巨大)한 전압와류(電壓渦流)를 광

대(廣大)한 지역(地域)에 확산(擴散)하기 때문이다. 대기권내(大氣圈內)에서는 약간(若干)의 감쇠
(減衰)가 일 어나지만, EMP는 공간(空間)을 자유(自由)롭게 복사부파(輻射傅播)하며 그 에너지를
상당(相當)한 거리(距離)까지 퍼뜨린다. 그 결과(結果)로 대기권(大氣圈) 바로 상층부(上層部)에
서의 수(數)메가톤 핵폭발(核爆發)은 수천(數千)마일 떨어져 있는 가시선내(可視線內)의 유연(柔
軟)한 상용인공위성(商用人工衛星)을 파괴(破壊)시킬 것이다.
예(例)를 들어 대기권(大氣圈) 위에서의 수(數)메가톤 핵폭발(核爆發)은 22,300마일의 고도(高
度)에 있는 지구(地球)와 동기(同期)된 궤도(軌道)의 차폐(遮蔽)되지 않는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심(甚)하게 파손(破損)시킨다.
인공위성(人工衛星)의 가장 취약(脆弱)한 성분(成分)은 태양전지판(太陽電池板)인데 이 판(板)
은 태양복사(太陽輻射)를 흡수(吸收)하여 전력(電力)으로 전환(轉換)시켜 인공위성내(人工衛星

內)의 전자장치(電子装置)로 공급(供給)해 주는 것이다. 이 전지판(電池板)은 최대(最大)의 에너지
를 흡수(吸收)하도록 만들어 졌으므로 핵상황하(核狀況下)에서는 그 판(板)을 파괴(破壊)시킬 정
도(程度)로 불량(不良)한 에너지를 흡수(吸收)하게 된다.
미공군(美空軍)의 생존가능(生存可能)한 인공위성계획(人工衛星計劃)은 현재방사능(現在放射
能) 동위원소(同位元素) 발전기술(發電技術)을 사용(使用)하여 이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키 위

신축성(伸縮性) 제지(制止)에의 열쇠 C3

전략지휘통제통신망(戰略指揮統制通信網)뿐만 아니 라 TRITAC TTC 39(3군(軍) 전술통신망(戰
術通信網) 상호연결(相互連結))에도 적용(適用)이 되었다.

미국방성(美國防省)과 각군(各軍)은 지휘통제통신망(指揮統制通信網)에 대(對)하여 EMP의 영
향(影響)을 꾸준히 시험(試驗)해 왔다. 문제(問題)는 취약성(脆弱性)이 라디오나 교환대(交換臺)
와 같은 하드웨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대(巨大)한 안테나로서 작용(作用)을 하는 수(數) 마

일의 통신선로(通信線路)에까지도 영향(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결과(結果)로서 폭발(爆發)
이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환대(交換臺)와 기타(其他) 단말(端末)에까지도 고장(故

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최신(最新)의 강력(强力)한 EMP 재조사(再調査)로서 얻은 정보(情報)
는 모든 새로운 장비(装備)를 구매(購買)하는 계약시(契約時) 이 EMP 사양(仕様)이 삽인(揷人)되
고 있다.

핵암전(核暗轉)

C3 체제(體制)는 거대(巨大)한 핵무기(核武器)의 영향으로 통신두절(通信杜絕)을 일으키게 된
다. 이것은 폭발(爆發)이 지구상(地球上)의 이온층(層)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게 된다. 모든
무선통신(無線通信)은 이온층(層)의 신호반사(信號反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放送)되는 파
장(波長)에 의(依)하여 그 심도(深度)는 다르지만 통신두절(通信杜絕)을 가져 온다. 기본적(基本

的)인 대처법(對處法)은 ELF(최극장파(最極長波))와 VLF(초장파(超長波)) 송신(送信)을 하는 체제
(體制)를 설계(設計)해야 하는데, 그 이유(理由)는 이 주파수(周波數) 범위(範圍)가 핵(核)으로 인
(因)한 통신두절(通信杜絕)에 덜 민감(敏感)하기 때문이다

(爲)한 조기발전단계(早期發展段階)에 있다. 2개(個)의 실험인공위성(實驗人工衛星)인 LES 8 및
LES 9호(號)는 미원자력위원회(美原子力委員會)에서 개발(開發)한 방사능동위원소(放射能同位

소련은 SS-9와 SS- X-18 미사일에(아주 무거운 무기(武器)를 운반(運搬)할 수 있는 능력(能力)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량적(大量的)인 통신두절(通信杜絕)과 EMP를 유린할 유리(有利)한 이점
(利點)을 갖고 있다. 소련은 미국(美國)과 마찬가지로 중량당(重量當) 동일(同一)한 하중(荷重)을

핵(核) 영향(影響)에 대(對)한 강화책(强化策)은 인공위성탑재용(人工衛星搭載用) 지휘통제체
제(指揮統制體制)에만 국한(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地上)에 위치(位置)한 기지단말(基地端
末)에도 강구(講究)되어야 한다. 오늘까지 이 도전(挑戰)에 대(對)한 어떤 쉬운 해결(解決)도 되지

요비상통신망(最少緊要非常通信網))인데 이는 최근(最近)에 개선(改善)되고 있다. MEECON의 기
술적(技術的)인 전망(展望)은 보안상(保安上) 설명(說明)이 안 되고 있으나, 이의 현용방식(現用
3
方式)은 가치(價値)가 있다. 미국(美國)의 현(現) C 체제(體制)는 여러 개의 초우크포인트(안테나

元素) 발전기(發電機)를 시험(試驗)키 위(爲)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방법(發電方法)은 「핵폭사(核
幅射)에 덜 민감(敏感)하므로 인공위성(人工衛星)의 생존성(生存性)을 구비(具備)하는데 주요(主
要)한 열쇠가 된다.

않았으나, 이 문제(問題)는 물을 산 위로 흐르게 하는 만큼의 의문(疑問)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분명(分明)히 이 회로망(回路網)은 모든 민감(敏感)한 전자장치(電子装置)가 인입로(引入路)를 따
라 높은 에너지 펄스로부터 보호(保護)될 필요(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논리단계(論理段

階)는 EMP가 작용(作用)할 순간(瞬間)에 이런 형(型)의 체제(體制)가 기능(機能)을 발휘(發揮)할
수 있는가를 판단(判斷)함에 있는데 이 문제해결(問題解決)은 가능(可能)하지만 실현(實現)시키
기 위하여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 있다.

그러면 딴 방도(方途)로서는 핵(核) 펄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EMP가 영향을 미칠 수(數)
밀리초(秒) 동안 시스템을 차단(遮斷)시키는 것이다. 이룰 위한 방법(方法)은 잘 알려져 있는데
돈은 꽤 들지만 이 체제사양(體制仕樣)의 통합(統合)된 특성(特性)으로서 인공위성(人工衛星)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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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彈頭)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많은 하중능력(荷重能力)을 갖고 있어 상당(相
當)한 비균형(非均衡)을 유발(誘發)하고 있다.
미국(美國)의 지휘통제(指揮統制) 생존성(生存性)을 보증(保證)하는 열쇠는 MEECON(최소긴

설치장(設置場))가 있는데 이곳이 마비되면 여러 무기 체제(미니스맨 ICBM)의 작전효과를 파괴해
버릴 것이다. 초우크포인트는 1개의 탄두(彈頭)를 C3체제(體制)의 핵무기(核武器)로부터 연결(連
結)을 떼어 버리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고 유익한 목표(目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EECON
의 목적(目的)은 이런 형(型)의 좋은 목표(目標)를 분리(分離)시켜서 적(敵)이 ICBM 사이로를 공

격(攻擊)하는것보다는 지휘통제(指揮統制) 결절점(結節點)을 공격(攻擊)하는 것이 더 이상(以上)
이익(利益)스런 공격 목표가 아님을 확신(確信)시켜 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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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ine의 중요성(重要性)

새롭고 신축성 있는 목표재선정정책(目標再選定政策)의 핵심적(核心的)인 요건(要件)은 「적
(敵)의 도시(都市)를 저당(抵當)으로 잡고 있는 전략군(戰略軍)(명확(明確)히 말하자면 미핵(美核)
잠수함(潛水艦))과 통신(通信)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다. 이 능력(能力)을 성취하는 방법(方
法)은 미(美) 공군(空軍)의 「센귄 프로젝트」로서 고도(高度)로 생존가능(生存可能)한 일방통신망
(一方通信網)의 개발(開發)인 것이다. Sanguine은 국가지휘부(國家指揮部)(대통령(大統領)과 국
방장관(國防長官) 또는 그들의 대리인(代理人)이나 후계자(後繼者))로부터 전략(戰略)잠수함 함

신축성(伸縮性) 제지(制止)에의 열쇠 C3

계속(繼續)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안테나 설계(設計)를 더 연구(硏究)하고 주위환경고려사항(周
圍環境考慮事項)을 더 추구(追究)하여 가정(假定)이 아닌 사실(事實)에 기초(基礎)를 두어 이 계
획(計劃)을 발전(發展)시킬 것이며, 70년대(年代) 말(末)에는 이 시스템이 운용(運用)될 것이다.

전방공중지휘소(前方空中指揮所)(AABNCP)

C3 인공위성(人工衛星)과 Sanguine에 추가(追加)하여 미국(美國)의 전략지휘통제(戰略指揮統
制)를 하는 3개조중(個組中)의 제(第)3요소(要素)는 AABNCP로서 이것은 군최고사령관(軍最高

대, 이용가능(利用可能)한 다른 전략군(戰略軍)과 공격(攻擊)잠수함 간(間)에 신뢰성 있고 생존
(生存)가능한 범세계적(汎世界的) 통신(通信)을 확보(確保)해 주는 것이다.
이 Sanguine의 생존도(生存度)는 이중적(二重的)이다. 이것은 현용(現用) VLF보다 20배(倍)나

司令官)의 NEACP(국가비상공중지휘소(國家非常空中指揮所))와 SAC의 새로운 공중지휘소(空中
指揮所) 역할(役割)을 하기 위하여 전방지휘통제(前方指揮統制) 및 통신(通信) 장비를 장착(装着)

(作戰)을 하도록 해준다. 또한 ELF신호(信號)의 특성(特性)은 핵(核) 통신(通信)두절(杜絶)과 강
력(强力)한 전파방해(電波妨害)를 크게 막아 준다. 재래식(在來式)의 교류주파수(交流周波數)와

해군(海軍)의 TACOMA 통신항공기(通信航空機)를 통(通)해 재송신(再送信)되는데, 후자(後者)
는 궤도비행(軌道飛行)을 하는 항공기(航空機) 주변(周邊)에 위치(位置)한 해중(海中)잠수함과 통

「센귄」이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므로 정보송신율(情報送信率)은 재래식(在來式) 주파수
범위에 비하여 제한(制限)되어 있다. 「센귄」은 짧고 긴급한 행동메시지를 보내도록 설계(設計)되
어 있는데 이것은 최후(最後)의 심판일기계(審判日機械)처럼 생생(生生)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현
재(現在)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미 명령(命令)된 것을 발사(發射)하지 말도록 하는 지시(指示)

(狀況下)에서 지휘통제문제(指揮統制問題)에 대(對)하여 국방성(國防省)에서 이해(理解)를 점증
(漸增)시키는 가운데 단계적(段階的)으로 진행(進行)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理由)와 국가전략
정책(國家戰略政策)의 변화(變化)에 시스템 능력(能力)이 부합(符合)되도록 이 계획(計劃)은 단위

定指示等)이다. 이는 또 1부(部) 또는 전체의 잠수함에게 재래식(在來式) 안테나를 가장 좋은 특정
(特定)한 시간(時間)에 내놓고 최소(最少)의 위험도를 갖고 재래식 교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다. 그리고「센귄」은 단순한 작동방법으로 전략잠수함에 위기의 상태를 통보(通報)하기도 한다.

제체제(軍事指揮統制體制)의 지상(地上) 컴퓨터망(網)의 원격(遠隔) 단말(端末)로서 사용(使用)할
수 있다. 그 결과(結果)로 공중지휘소(空中指揮所)의 전투참모(戰闘參謀)는 지상(地上) 통신망(通

더 깊이 해저(海底)로 침투(浸透)하는 ELF송신(送信)에 의존(依存)하므로 미사일 발사(發射) 잠
수함이 그들의 생존(生存) 기회(機會)를 개선(改善)시켜 주는 심도(深度)와 속도(速度)에서 작전

같은 주파수로 작동(作動)하는 Sanguine은 이온층(層)의 핵(核)교란(攪亂)에 의(依)한 간섭(干
涉)을 받지 않을 것이다. ELF 주파수에서는 지구(地球)와 이온층(層)이 거대(巨大)한 도파관역할
(導波管役割)을 해준다.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부가(附加)하여 「센귄」으로 보낼 수 있는 송신(送信) 내용(內容)은 정
보(情報) 경고(警告), 랑데뷰命令, DEFCON 상태(狀態)의 변경(變更)，목표재선정지시등(目標再選

Sanguine은 그 발단(發端)부터 민간(民間)으로부터의 반대(反對)에 부딪쳐 왔다. 전자기통신
망(電磁氣通信網)의 자연적(自然的)인 부변특성(不變特性)은 주파수(周波數)를 낮추어 효과적
(効果的)인 송신(送信)을 하려면 안테나가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Sanguine의 경우는 낮은 유전

율(誘電率)을 가진 암석지반(岩石地盤)에 위치(位置)한 약(約) 1,000 마일의 케이블을 가져야 함
을 뜻한다. 암반(岩盤)은 지구내부(地球內部)에서의 신호손실(信號損失)을 막는데 필요하다. 미

국내(美國內)에는 제한(制限)된 수(數)의 지역(地域)만이 이 기준(基準)에 부합(符合)된다. 이런 지
역(地域)에 위치(位置)를 정(定)하려 하는 데 대한 민간인(民間人)의 반응(反應)은 그 위치가 우선
순위가 높은 목표(目標)가 되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이유(理由)로 위치결정(位置決定)은 76년(年) 봄까지 결정(決定)되지 않을 것이며 과
학적인 조사(調査)만 하게 될 것이다. ELF 신호(信號)를 방송(放送)하는 시험시설(試驗施設)에서
는 수신기(受信機)를 몇몇 잠수함에 설치(設置)하여 체제(體制)가 얼마나 잘 운용(運用)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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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잉 747(Eᅳ4A) 개조형(改造型)을 말한다. 이에 덧붙여서 E-4A는 Sanguine이 운용(運用)
될 때까지 전략(戰略)잠수함에서 필요로 하는 지휘통제요구(指揮統制要求)룰 지원(支援)하여 공
백기간(空白期間)을 메꾸어 줄 것이다. 전방공중지휘소(前方空中指揮所)로부터의 신호(信號)는

신(通信)을 하기위하여 설계(設計)된 VLF 시스템을 말한다.
E-4A 발전계획(發展計劃)은 공군(空軍)에서 조심성(操心性) 있게 착수(着手)하여 연구(硏究),
발전(發展), 시험(試驗) 및 평가(評價)(RDT&E)를 주(主)로 하고 있는바, 핵전쟁(核戰爭) 상황하

별(單位別)로 나누어져 있다.
제(第)1단위(單位)는 고도(高度)의 신뢰성(信賴性)이 있는 통신(通信)과 자동자료처리(自動資
料處理)(ADP) 단말(端末)을 장치(装置)하는 것으로 그 콘소울은 범세계적(汎世界的) 군사지휘통
信網)과 컴퓨터가 연결(連結)되어 있는 한(限) 지상(地上)과 동일(同一)한 정보(情報)를 보유(保
有)하고 있게 된다.

이 외(外)에 항공기내(航空機內)의 통신처리기(通信處理機)는 송수신(送受信)되는 전문(電文)
을 해당 통신장비와 전시(展示) 장치(裝置)로 자동처리(自動處理)하도록 해 준다. 제(第)2단위(單

位)는 원격단말(遠隔端末)을 지원(支援)하는 지상(地上) 컴퓨터가 파괴(破壞)된 후(後)라도 공중
지휘소(空中指揮所)에서 단독(單獨)으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제한(制限)된 기능
(機能)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재(現在)로서는 7대(臺)의 E-4A 항공기(航空機)를 국가지휘본부
(國家指揮本部)， SAC 및 예비용(豫備用)으로 사용(使用)할 예정(豫定)이다.

최종(最終) 링크 : WWMCCS

모든 군사지휘통제체제(軍事指揮統制體制)를 연결(連結)하는 것은 범세계적(汎世界的) 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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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통제체제(軍事指揮統制體制)(WWM - CCS)이다. 이것은 지휘소(指揮所)에 널리 펼쳐진 컴퓨터
망(網)인데 단일통합작전계획(單一統合作戰計劃), 미국(美國) 전략지침(戰略指針) 및 기타(其他)

높은 우선순위(優先順位)를 가진 작전(作戰)을 집행(執行)하기 위(爲)한 것이다. 이것은 잘 수립
(樹立)된 능력(能力)의 축적(蓄積)이지만 계속(繼續)하여 최신(最新)의 상황(狀況)을 간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Honeywell 컴퓨터 35대는 성능(性能)에 현저한 개선(改善)을 가져왔지
만 그들을 운용하기는 예기한대로 힘드는 일이다.

WWMCCS를 운용하기 위하여 IBM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理由)는 이 시스템이 기계
(機械)의 집괴(集塊)이며 하드웨어를 사용(使用)하는 일련(一連)의 절차(節次)이기 때문이다. 해답
(解答)은 이 시스템으로부터 무엇을 원(願)하는가를 정확(正確)히 수립(樹立)해 놓는 것이다. 분
명(分明)히 이것은 위기(危機)를 탐지(探知)하는 절차(節次)와 이를 예방(豫防)하고 관리(管理)하
는 일차적(一次的)인 도구(道具)이다.

그러나 미대통령(美大統領)이 원(願)하는 전송전시장치(電送展示装置)를 설치(設置)하거나, 그
가 바로 합참의장(合參議長)과 전화(電話)로 통화(通話)하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勿論) 기

계(機械)가 고장(故障)일 때의 의문(疑問)이 생(生)기며 해답은 아주 복잡하게 된다. 관련(關聯)되
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집행(執行) 명령(命令), 복창확인(復唱確認)과 피해정도 등의 정보

(情報)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이중경로(二重經路) 통신(通信)이 마련되어야 한다. IBM의 도움으로
WWMCCS의 절차부분(節次部分)을 재평가(再評價)하는 동안, 가장 나쁜 상태하(狀態下)에서도
전쟁우발성(戰爭偶發性)을 관리(管理)할 용량(容量)과 능력(能力)을 구비(具備)하고 있어야 한다.

소련의 C3 能力

미국(美國) 시스템이 분명(分明)히 영향(影響)을 받는 요소(要素)는 소련이 지휘통제통신에 기
울이는 노력(努力)의 현황(現況)이다. 그것은 꽤 세련(洗練)되어 있지만 보안상(保安上) 구체적

신축성(伸縮性) 제지(制止)에의 열쇠 C3

과거(過去)에 야전용(野戰用)으로 사용(使用)한 암호장비(暗號装備)는 복잡(複雜)하며, 부정확
(不正確)한 취급(取扱)이나 장비(装備) 분실(紛失)로 인(因)한 인적(人的) 책임(責任)이 많았다. 암
호장비(暗號装備)의 기계자체(機械自體)에는 큰 비밀이 없고 장비(装備)의 부호(符號)를 자주 변

경(變更)시켜야 하는 기계적 결함(缺陷)이 있었다.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는 야전군(野戰軍)에서
음성통신장비(音聲通信装備)의 도청(盗聽)에 관(關)하여 적(敵)이 얼마나 민감(敏感)한가를 이해

(理解)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결론(結論)

미국(美國)의 수정(修正)된 전략(戰略)정책(政策)은 핵전시(核戰時)에 비전투요원(非戰鬪要員)
의 사상(死傷)을 최소(最少)로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部分)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태도(態度)
는 소련의 도전(挑戰)과 보조(步調)를 같이 하고 있다. 만일(萬一) 그들이 미국(美國)에 도전(挑

戦)해 오면, 민간인(民間人) 인구중심지(人口中心地)가 공격(攻擊)받는 것을 방지(防止)하는 방향
(方向)으로 목표(目標)를 선택(選擇)케 하고, 공격의도(攻擊意圖)의 포기(抛棄)를 강요(强要)케 하

는 입장(立場)에 서야 한다. 「목표재선정(目標再選定)」이란 용어(用語)는 적(敵)의 도전(挑戰)을
알고, 그에 대(對)하여 어떻게 대처(對處)하나를 알고, 그 결과(結果)를 평가(評價)하며 대항(對
抗)하기 위(爲)해 남아 있는 능력(能力)을 의미(意味)한다.

미국(美國)이 필요(必要)한 지휘통제능력(指揮統制能力)이 없다면 미국(美國)은 대량보복(大量
報復)이나 과거(過去)의 확인(確認)된 파괴태세(破壊態勢)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人類)가
멸망(滅亡)하리라는 비전은 없다」 C3라는 말로 미국(美國)이 맹인(盲人), 벙어리 또는 발작반응

(發作反應)을 일으키는 어느 중간위치(中間位置)에 서 있을 수는 없다

인 설명(說明)을 할 수 없다. 소련의 지휘통제체제는 단순(單純)하나 중복(重複)되어 있고, 취약성
(脆弱性)을 없애기 위하여 고도(高度)의 필요(必要)한 단계(段階)를 다 거쳤다. 그들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

여러가지 형태(形態)의 위기(危機)에 대처(對處)하기 위하여 많은 신축성(伸縮性)을 구비(具備)하
도록 설계(設計)되어 있다. 이 외(外)에 그들은 완벽(完璧)한 보안통제(保安統制)를 유지(維持)하
고 있다. 확실히 그들은 그들의 C3 시스템에 많은 시간과 노력(努力)을 소모(消耗)하여 왔다. 미

(美) 당국(當局)에서 매일(每日) 읽는 내보(內報)는 소련의 전자정보(電子情報) 노력(努力)이 무서
울 정도(程度)이다.

통신보안(通信保安)

신뢰성(信賴性) 있는 통신보안을 구비하기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만, 일일교신(日日交信)의
안전보호책(安全保護策)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많은 경비(經費)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美國)
은 이제 값에 제한(制限)을 받지 않는 아주 좋고 가벼운 보안장치(保安装置)를 발전 중에 있다. 이
의 주(主)된 특성은 디지털화(化)된 사람의 음성신호(音聲信號)를 암호화(暗號化)하여 무작위(無
作爲)의 펄스로 만들어 송신(送信)하며, 그것을 수신(受信)하여 다시 음성화(音聲化)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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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기 발명 미(美)서

— 「베르리너」가 특허 얻어 —

미국 「워싱턴」주에 살던 독일계 이민 「에밀 베르리너」가 1887년 발명해 특허를 얻었다.
시판용 축음기 생산은 1889년 독일에서 「베르리너」의 특허를 사서 시작했다.
이 축음기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취급을 받았으며 5인치 고무 「디스크」가 70 회전하
면서 유치한 음악을 간신히 들려주었다.
완전한 사이즈에 전력을 이용한 최초의 본격적 축음기는 1894년 「워싱턴」의 「그라모
혼」 회사가 생산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레코드 취입 「스튜디오」와 레코드 가게는 1897년
[휠러델피어」에 동시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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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방위(防衛)와

되어 있다. 미 공군은 이 이상의 「F-15」를 요구하였으나 재정상의 사정으로 억제되고 대신에
저가격의 보조전투기를 정부로부터 떠맡았다. 따라서 Radar 능력도 그 사용에 있어서 전천후

F-X 선정(選定) <2>

성이 없고 무장도 빈약한 것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의 공중전 특히 격투전(擊鬪戰)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이것으로 좋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F16」을 개발한 최대의 이유는 공, 해, 해병 공용(共用)

에 의한 경제성이라는 요구에 의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미 해군이

「YF-16」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F-18」을 NACF(해군용 격투전투기)로 선정함으로써 그 밑으
로부터 혼들리기 시작하고 있고, 「F-16」의 최대 판매 장점이라고 하는 저가격도 상승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삼군공용(三軍共用)의 경제적인 전투기라는 것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윤응서(尹應瑞)

General Dinamics사(社)의 「F-111」전투기라는 좋은 예가 있었는데 경제면으로부터 문관(文
官)의 힘에 눌려 개발되었으나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실패작이 되었고, 「F-111」은 그 새로운

기구로 인하여 후에 개발된 기종에 귀중한 자료를 주었다고는 하나 전투기의 목적에서는 벗어
나고 말았다. 경제성을 노린 결과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

☆ F-16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정세하(情勢下)의 유럽에서 NATO 4개국에 F-104 후계기로서 진출한 것은

General Dainamics사(社)의 F-16이다. 금년(今年) 1월에 미 공군이 F-15를 「보조」하는 격투

전투기의 개발원형기(開發原型機)로서 YF-16의 채택(採擇)을 결정한 이래 맹렬한 판매 공작이

결과가 되었다.

문관(文宫)에 의한 무기의 선정, 이것처럼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것은 없다는 좋은 결과를

남기고 「맥나마라」는 세계은행으로 전출(轉出)하고 말았다. 이러한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으로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들의 말에 의해서 절대 좌우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것을 살펴볼 때 솔직히 말해서 미 공군의 본심은 「F-15」의 보유에 있고 「F-16」

은 곁다리라고 생각된다. 「F-16」은 도리어 수출용 기종이고 이것만으로 완전한 방공(防空)이

관민공동(官民共同)으로 이루어 졌으며, 유럽측의 「미라쥬 FIE」 「SubJA37비겐」 등을 누르고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Radar의 능력이 빈약하고 지상 또는 공중지휘로

벨기에 102대, 노르웨이 72대)이고 Option은 42대(화란 18대, 덴마크 10대, 벨기움 12대)로 되어

지나지 않고 결코 독수리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미 공군 자신

발주(發注)받는데 성공하였다. 6월로 현재 발주(發注) 대수는 306대(화란 84대, 덴마크 48대,

있다. 유럽의 전투기는 결국 미국에게 패하였다.

F-16이라는 기종은「미라쥬 FIE」나 「Sub 37」에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한단계 높은 새로운
비행기이다. 설계의 연대로 볼 때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그 기종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다른 면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미 공군의 ACF(격투전투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F-15 Eagle」에 대한 보조기

(Complement) 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F-15의 보조라는 점을 잊어버리기 쉽다. F-I5
는 고성능(高性能)인 기종으로 미 공군은 729대를 발주(發注), 74~81년에 걸쳐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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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기종은 일정한 조건 이외의 때에는 정말로 눈먼 참새에
일 것이다.

미 해군이 미 공군기와 공통(共通)의 기종(機種)이라는 의회(議會)의 명령(命令)을 무시한채

「YF-16」을 물리치고 「F-18」이라는 새로운 기종을 NACF 로 선정한 것도 재고의 가치(價値)
가 있다.

「F-18」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의회(議會)나 국방성의 일부에 대한 미 해군의 과감한 반격일

것이리라. 이전부터 미 해군은 해군 독자의 기종을 주장해 왔고 이것은 해군의 특수성(공군에

비교하여)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번의 「F-18」계획도 「F-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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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에 대한 해군측의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서둘러 만들어진 기종에 달려들 정도로 미 해군이 뒤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풍문

(風聞)에 의하면 「F-18」계획은 요구성능이 아슬아슬한 선에서 선정되었다 한다. 「F-16」, 「F-17」
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대신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해군의 입장이었으리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 해군은 물론 미 공군에 있어서도 한때 떠들썩했던
High- Low. Mix 전법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 미 해군은 당초의 요구 대수가 반감되더
라도 「F-14」를 완전히 보유하는 것이 NACF보다도 경제적이고 또한 실제에 힘이 된다고 주장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될 일련의 열도작
전(列島作戰)의 주요부(主要部)는 일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은 일본(日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따

라서 일본과 미국의 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확실히 방공(防空)의 제일선으로서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리라. 일본은 여전

히 미국에 있어서 우방(友邦)이라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리라.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유럽제국
과 다른 것도 사실인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개국 이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볼 때 한때 떠들썩했고 현재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았고 전후(戰後)의 일본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어떤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점이 있

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의 추진이나 새로운 공전이론의 실증이나 여러가지 목적이 이루

(友邦)이고 일면은 불꽃 튀는 경제면에 있어서의 라이벌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전(戰前),

LWF(경량 전투기) 내지 ACF(격투전투기)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

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략(政略), 상략(商略)의 냄새가 농후한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

이다. 그러면 이러한「F-16」을 NATO 4개국이 채택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기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성립(成立)의 역사가 불과 200년 밖에

다고는 하나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점도 있었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일면 우방

전중(戰中)의 일본은 Asia에 있어서의 군사대국(軍事大國)이었어도 그 힘은 겨우 Asia의 일부

에 군림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계적인 것은 못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싸우고 그리고 패

한 후에 미국 원조하에서 자라난 전후(戰後)의 공업국 일본의 힘은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그 제

품을 보내고 Radio Autbr-bye 등 선전에 미국 제품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미국에 비

교하면 그 절대량은 적으나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 제국의 반발을 빼놓을 수 없다.
경제대국 일본의 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 되는 미국에 있어서 유럽은 부모의 나라이고, 문화의 원천이며 동시에 그것은 미국 제품의

자격지심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혹시 주변제국과 분

중요 한 시장이다. 미국의 문화와 번영은 모두 유럽에 의존해 오고 유럽은 미국의 일대 경제권

쟁이 일어났을 때 현재 일본의 힘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때를 위해 미ㆍ

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여하한 일에 있어서도 이 모두를 공산체제하에 놓아 둘 수는
없다. 현재의 경제는 미국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범위인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방위에 미 공군이 참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일 안보조약이 있다는 것으로 마음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죽림7현 (竹林七賢)」과 같은 논

란을 거듭하고 있을 수는 없다. 확실히 미국은 일본을 원조할 것인가? 그 원조가 곧 올 수 있

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적의 저지행동(沮止行動)도 있을 것이고 미국 자체가 그 병

F-15를 깊은곳에 배치했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전장(戰場)에 달려갈 수 있다. 이러한 뒷받침이

력투입의 기회를 자유로이 바꿀 수 있을 것인지도 모르고 나쁘게 생각해서 일본의 힘을 되도

아래서라면 충분한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옛부터 전해오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

의 예를 실감하고도 미국의 신의(信義)와 안보(安保)의 강점(强點)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있은 후에야 NATO 4개국에서 「F-16」을 채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F-16」도 이러한 구상

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 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과 극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지나 전쟁의 종료에 의해 미국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선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록이면 소모시켜 최후의 시각에 은혜를 베풀어 원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월남, 캄보디아

것인가?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확실히 방공(防共)의 거점(據點)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을 버리고도 미국의 존립(存立)에는 절대적(絕對的)인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과 유럽 제국의 상이한 점이다.

아시아대륙에 남겨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최후의 발판에서도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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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있어서 최량(最良)의 기종(機種)이란?

사진으로 보는 우리 부대 소식

주변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그것은 적어도 이것
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종이어야 한다.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모르나 선제공격능
력이 있고 일단 유사시에는 상륙저지를 위한 대해상 공격능력이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다시

일본의 입지조건(立地條泮)이나 기지배치(基地配置)의 실정을 생각할 때 체공시간(滯空時間)이
길고 이것을 효율적(効率的)으로 잘 운용할수 있도록 정비성 (整備性)이 좋고 Turn Around

시간이 짧은 것이 요구된다. 즉 소수기(少數機)로써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전

(一戰)을 하고 돌아와 단시간에 연료보급이나 탄약의 보급(補給), 정비(整備)를 마치고 다시
출격할 수 있는 기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 지형, 지상의 지원시설 여부(與否)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력에 의해서 접적(接敵)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상기지

가 파괴되었을 때 미 항모로부터 발진(發進)한다는 식의 가벼운 생각과 같은 것은 자멸 이외의

아무 것도 가져오지 못한다.

2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제5091부대 —

2월26일 동부대에서는 74년 7월 4일부터 76년 1월 23일까지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
과인 2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경축식 및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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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봉사활동 전개
— 제2845부대 —

동부대에서는 2월 18일 군ㆍ관ㆍ민
일체감형성의 일환으로 대민무료진
료 및 계몽활동을 실시하였다.

불우전우에 위문금 전달

— 제5426부대 —

2월 7일 불우한 환경 속의 김태동 하
사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 사기를 앙
양시켰다.

불우아동들에 배움의 횃불을
불우한 아동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제7069부대 부설 오류고등공민학교(위)와 제5305
부대 예하 531부대의 풍호중등학원(아래)의 졸업식이 각각 2월 13일, 14일에 거행되었다.

항모(航母)로부터의 작전은 일조일석(ᅳ朝一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저 큰

해상병력을 가진 소련에서도 말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국, 프랑스에서도 그 운용

과 기술의 유지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의 중(重)폭격기보다 무거운 기체를 이착함(離

着艦)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는 관계요소의 사람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평소는 지상기지를 이용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했을 때 항모(航母)를(일본의 것
도 아닌) 사용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오늘날의 자위대(自衛隊)에는 있
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혹시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사태 하에서도 항

모가 일본 근해로 항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군함은 확실히 고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
나 겨우 30노트 정도이고 항공기의 속도에 비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항공병력이

방위협의회 개최
— 제 5305부대 —

2 월 19일 동 부대에서는 효과적인 국가방위를 위한 평택군 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충실한 상대에 대한 해상병력의 위력은 어떠한 것일까 ? 그 결론은 「무사시」「야마도(大和)」가

바다 깊숙이에서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항공기로서만의 입장이 아니고 일련의 Weapon System 즉 무기체

계(武器体系) 의 하나로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기종을 보유하기 위해 그 전용(專用)의

Missile까지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못 된다. 이란과 같이 하등의 공업

적 배경이 없고 모든 것을 수입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조(製造)공정(工程)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가능한 한 기존의 기술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차원
에서나 보급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것이다. 이후에 기술의 진보에 수반하여 개발이나 도입(導
入)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시 운영면에서 보면 기종으로서는 자동화되어 있고 승무원이 적은 편이 좋은 것이 아

닐까? 복좌(複座)이더라도 그 필요성이 있는 한 그것은 그대로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F-4」의 승무원은 결과적으로 충분한 것일까? 교체요원(交替要員)을 보충하는 애로점을 교육
운영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숙지(熟知)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유지비 면에서도 직접 영향

이 있는 문제이다.

☆결론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이론의 확립과 그 운영 구성의 정립이고 방위의 본
질은 일본인 전체가 합심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각자의 방위에 대

불우가족에게 온정의 손길
— 제 7069부대 —

동 부대 장병들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군고원 김●● 여인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한 자각 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의 우선도(優先度)나 상략(商略)의 결과에서는

절대 존립 (存立)할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거액의 세금(稅金)을 투자하는 F-X 선정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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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氣象)무기(武器)와 그 문제점(問題點)

「상사(商社)의 공중전(空中戰)」과 같은 어느 외국인의 말과 같이 취급하거나 조사단(調査團)의

기상(氣象)무기(武器)와

해외파견을「Window-Shopping」이라고 비웃는 자세로는 참된 방위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
다. 혹시 해외조사 (海外調査)도 않고 탁상공론만으로 F-X 선정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금

그 문제점(問題點)

의 낭비라고 아니 할 수 없고 큰 위험이 있으며 당국은 이 태만을 문책받게 될 것이다. ‘

기종선정(機種選定)에 있어 각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완전하고 올바른 인식하에서 공평

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을 절망(切望)하는 바이다.

장용순(張瑢淳) 역(譯)

< Air review 75년 9월호에서〉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무기의 개발을 중지하도록 제안한 소련의 발언은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방성은 즉시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무기는 존재
하자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소련이 말하는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무기라는 것이 기상무기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기상무기라는 말은 군사전문가들에게는 별로 새로운 말이 아니다. 예를 들면 1970년에 출
판된 「팬타콘ㆍ캡피타리이즘」의 저자인 「사임루ㆍ맬만」교수는 「과학의 허구와 그의 귀결」이라
고 하는 하나의 장을 두고, 「팬타콘」은 이미 수 년 전부터 폭풍, 해일, 농무 그리고 지진까지
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어서 무기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팬타콘」은 최
■

박 대통령 각하 말씀 중에서

초에 이와같은 연구를 대학에 위탁하였던 것이나, 이 연구는 당시의 격렬하였던 핵무기 개발
■

◇3
 천5백만이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있
을 수 없다.

◇피
 땀어린 노력의 열매를 또다시 전화(戰火)로 송두리째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해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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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그림자에 감추어져서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얻어진 무기, 더우기 초보적인 무기로서의 제초제(除草劑)나 고엽제(枯葉

劑)는 이미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실제의 전투에 이용되어서 그 환경파괴의 위력과, 소련이 직

면하고 있는 심각한 농업문제와 결부되어 앞에 말한 소련의 발언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이와같은 무기발전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는 지구 전체의 기후 혹은 기상을 바꾸는 기술
을 가지고 전쟁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속하는 무기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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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무기란 무엇인가?
기상무기라고 하면 어떤 특수무기를 상상하기 쉬우나 사실은 종전부터 연구되어온 기상 혹

기상의 인공조작의 군사이용

기상(氣象)무기(武器)와 그 문제점(問題點)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에 관한 군사적 이용에 대한 계획은 많은 국면에서 민간계획과 일

은 기후의 인공조작기술, 즉 소프트웨어(Software)적 무기인 것이다. 예를 들면 구름에다 「드

치되고 있다. 연구개발은 온난(愠暖) 및 한냉농무의 배제, 구름의 인공조작, 비나 눈의 인공발

으켜서 얼음을 용해시켜, 해안지대에 흥수를 발생시키는 기술, 혹은 군사위성의 궤도에 방사

중에 혼입, 빙상의 유연(油煙) 배제, 산소결집의 충격계산에 대해서도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라이아이스」에 핵을 살포하여 인공강우를 발생시키는 기술, 극지대(極地帶)에서 핵폭발을 일
선 물질을 살포하여 위성의 기능을 사멸시키는 기술 등 다양한「소프트웨어」적 기술의 집합을

생, 폭우의 인공조작, 「하리켄」이나 폭풍의 처치기술을 지향하여 왔다. 또한 오염물질의 대기
「팬타콘」의 지배하에 있는 ARPA(선행적 연구 「프로젝트」국)은 기후의 인공 조작을 탐지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상무기라는 말은 오히려, 기상 혹은 기후의 인공조작기술이라고 하

고 기후의 인공조작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구의 기후 「모델」작성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는 편이 적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 기상 혹은 기후에 대한 인공조작기술은 기상 혹

기상의 인공조작은 전술무기나 전략 무기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잠재적 적성국

은 기후가 지니는 불안정성을 자극하여 대규모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

가의 안정을 범하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적으로 본 경우 기상의 인공조작의 이용방

다. 기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육지, 해양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피드백」(逆給)에 의

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성립된 것이며, 그의 「매카니즘」은 비교적 근년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에 대해서 생각되는 기술의 범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광범위

한 것이다. 즉 소규모의 농무(濃霧) 배제에서, 중규모의 호우 발생 기술, 대규모의 예를 들면,

1. 직접적 무기
2. 다른 무기와 결합시킨 간접무기
3. 공격의 지원수단

「하리켄」의 발생, 그리고 지구적 규모의 대기상층부의 「제트스트림」의 방향전환이나 극지대

4. 전장(戰場)에 있어서의 자국의 병력 및 시설의 보호수단

언 후 미국과 소련간에 체결된 합정 이외에도 이미 유엔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직접적 무기로서의 이용방법은 무수히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무의 발생이나, 폭풍우

(極地帶)의 얼음을 용해시키는데까지 미치고 있다. 기상의 인공조작에 관한 협정은, 소련의 발

한냉농무의 발산, 초한냉구름에서의 호우의 발생, 산간부의 농무발생 촉진 혹은 우박이나

의 세력을 강화하는 것은 적의 연안교통이나, 적의 함대이동의 방해가 될 수 있다. 호우의 세

진눈개비의 발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조건에 대한 가까운 장래에 기술적 합의가 얻어

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열대지역의 「정글」의 교통로를 유실시켜서 적국부대의 행동이나 보급로

질 것으로 생각된다.

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다. 강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름살포(Cloud Seeting)는 산

최근 세계 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조작에 대해서 발표한 성명서는

간부의 수송이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우박이나 진눈개비를 방지하는 기술은, 농업지대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모종의 실험은 이미 분명한 적극적 성과를 올리고 있으

우박이나 진눈개비를 오게 하는 기술로 역전시킬 수가 있다. 만일 태풍에 인공조작을 가해서

나, 기상의 인공적 조작의 실제적 이익은 연구노력의 층대에 의해서만이 실현 가능하게 될 것

강우량이나 풍력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명백하게 되면, 해안지대에 침수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

이다」. 기술 사용상의 중요한 문제점은 인공적 기상 조작을 할 경우, 결과로서 생기는 기상 현

어서 폭풍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상이 상호변동을 생기게 하는가의 여부, 혹은 기상의 인공적 조작에 의해서 계속되는 기상현
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상의 인공조작은 다른 무기와 결합시켜서 그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다른 무기의 한 예를
들면 화생무기이며 이 무기의 위력은 기상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기
상의 인공조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가장 일반적인 군사적 이용방법은 적을 공격할 때
의 지원수단인 것이다.

76

77

기상(氣象)무기(武器)와 그 문제점(問題點)

농무의 발생기술은 이동 중의 부대 혹은 보급수송을 감추기 위한 연막살포와 같은 농무의
연막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또한 사막지대의 강우는 보급상 극히 유익한 것이며, 농무의 배
제는 폭격, 함정에 의한 공격 혹은 잠수함의 목표물 탐지에 이용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상의 인공조작은 전투중인 자국의 병력 및 시설보호의 역할을 할 수가 있
다. 즉 짙은 안개의 배제는 적의 지배지역에 불시착한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낙하산으로 탈출
한 조종사를 헬리곱터에 의해서 구출하는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적에게 포위된 부대의 구출,
혹은 항공모함이나 비행창에 있어서의 항공기의 이착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전략적 이용방법으로서는, 기상 혹은 기후를 대규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
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와같은 기상 혹
은 기후를 대규모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은 유력한 전략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유
력한 무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환경하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이와같은 기술은 주로 냉전상태하에서 유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명백하여 졌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기술은 핵무기와 달라서 그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기상인공조작의 효과는 명확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에 비가역적변화(非可逆的變化)를 초래케 하여, 기상시스템에 맞게 하는 것을 제어할 수
도 없다.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호작용과 피드백(Feed Back)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략

적 기상조작은 먼저 말한 바와 같은 관점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불이익한 기상 및 기후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 하기 위해서 기상의 인공조작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
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는 인접하는 국가의 강우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방해하는 것을 알면서
도 자국 영토 내에서 구름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는 시한신관이 달린 기구(氣球)를

미리 계획된 위치에서 날려 수 백 마일이나 떨어진 바람이 부는 외국영토 상공에서 이 기구를
파열시켜, 그 나라의 강우 혹은 강설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구름살포를 할 수도 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국가는 자연의 변동를 받게 되며, 이와 같은 기상의 인공조작은 일종의 비
밀전쟁의 수단으로서 극히 적절한 것이 된다. 이 비밀전쟁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며, 기상전
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은밀한 기상 인공조작 기술의 가능성마저도 양국 간의 긴장을 고
조시켜, 분쟁의 가능성을 가일층 높이게 한다는 것이다. 기상 전쟁이 지니는 평화에 대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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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은 기상의 인공조작기술의 실제적인 행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타국이 자국에 대
해서 그와 같은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고 하는 공포와 인식에서 생겨난다.

정치문제화 된 기상
전술한 바와 같은 견지에서, 전쟁에 있어서의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 기술의 행사는 기상
및 기후조건의 정치 문제화와 연결된다. 종래에는 기후 혹은 기상조건은 자연의 섭리 혹은 불
가 항력이라고 생각하여졌었으나, 현재는 세계의 정치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타국의 기상
혹은 기후에 불이익한 변화를 주는 것은 변화가 실제적으로 생겼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
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기상 인공조작 기술이 실제로 변화를 생기게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증
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한층 곤란하다. 일단 각국이 기상 및 기후를 잠재적 무기로 간주
하였다 하면, 모든 기상 및 기후조건의 정치적 문제화를 방지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것이 되
며, 이 정치문제는 한발 혹은 홍수에 의한 농업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을 복지의 합법적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중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 즉 어떤 국가가 이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면, 적
의를 가진 다른 국가는 의심을 가지고 이 기술의 평화목적을 위한 개발과 사용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일기예보와 대기(大氣) 연구에 관한 현재의 국제협력 계획을 위험하게 하

여, 인류의 복지를 위한 기상 및 기후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
일 기상 인공조작 기술이 합법적인 무기로 인정되어졌다고 하면 현재 이미 애매한 것이 되어
있는 통상전쟁과 비통상전쟁의 구별이 더욱 불명확한 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사태는 기상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 국가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국제관계의 입장에서 보아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군사계획가들의 입장에서 본 경우라 할지라도 전쟁에 이 기상의 인공조작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들은 기상의 인공조작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막연한 예측조차도 할 수 없다. 각종의 기상 조작기술의
이용은 어떤 특정의 기상조건하에서만 유익한 것고, 이 특정의 기상조건은 1년 중의 어떤 특정
의 시기와 특정의 지역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무기로서 기상조작기술
을 구사하려는 국가의 요망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기상조작기술의 효과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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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다. 즉 그 효과는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도 되어지는 것이다. 기상의 인공

규모적인 군사적 이용, 그리고 통상전쟁 혹은 완만한 침략행위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적 이용

조작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기상이나 기후의 인공조작

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은 인접하는 중립국에 영향을 주어 분쟁을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다른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거나 혹은 침략하기 위한 데에 이 인공조작 기술 사용을 금

예를 들면 구름살포의 기술은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군사목적을 위해

지하고 있는 것은 평화 목적을 위해서 이 기상 인공조작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의 의사

서 이 기술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이 기술을 습득하

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극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국제협정에는 인공적 기상조

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그 국가는 즉시 구름살포를 행할 가능성이 짙어진다.

작의 새로운 기술개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위해서 검토절차에 관한 조항을

기상관리의 금지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국제협정에는 내전이나, 과격파의 운동 혹은 폭동에 대한 기상 인공조작 기술의 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인가. 종래에는 이와 같은 사태는 내정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기상시

전술한 바와 같은 사태를 고려하면 적대행위로서의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 기술의 사용은

스템은 국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으며, 기상의 인공조작기술의 영향은 인접하는 작은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립국가의 심리적 인식마저도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

나라 사이에는 특히 현저히 나타난다. 이 기상 인공조작기술은 기상시스템의 안전확보가 곤란

다.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자국의 악천후를 만들고 있는지의 여부의 정확한 지식보다도 오히

하게 될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고로 내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를 하여야 할 지경

려 자국의 정책에 반영되는 고로, 기상의 인공조작 기술이 평화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

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된다.

다는 보장을 하여 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적대행위로서의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정은 이러한 보충수단의 단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면 화생 무기의 금지협정의 경우에 생긴 문제와 극히 흡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전투 중에 농무(濃霧)제거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 문제를 취급할 경

우 1925년의 「쥬네브」협정에 의해서 구속되어지고 있는 최류가스의 문제와의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최류가스와 다른 독가스와를 구별하는데 대한 논쟁점은, 최류가스의 사용을 시인함으
로써 다른 독가스의 사용 시인으로의 길이 열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경우

환경에 대한 인공조작에 관한 일종의 군비제한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
다. 그러나 특히 대규모적인 환경파괴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환경파괴를 탐지할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위성에 의한 사진, 지상관측 혹은 모델링(Modeling)

기술을 사용하면 대규모적인 인공조작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적인 인공조
작을 탐지하는 것은 역시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규모적인 기상 인공조작을 탐지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 연구성과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 같이 구름살포의 기술과 본질적으로 통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농무 제거는 다른 기상조작
기술의 「에스카레이션」 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쥬네브」협정 비준시에, 조종
사의 구출과 같은 자체 방위적인 최류가스 사용을 별도의 목적사용과 구별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별은 농무 (濃霧) 제거에도 적용된다. 또한 기상에 대한 인공조작 기술에 제

기상무기의 억제문제
만일 군비제한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시에

한을 가하여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인공조작 기술의 군사적 이용만을 인정하고 「에스카레

기후 혹은 기상의 인공조작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개의 선택이 취하여질 것이다. 전략적 기상무

이션」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국 혹은 동맹국의 항공기의 활주로나 항공모함에의 착륙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 농무제거를 금지하는 조항의 대상에서 빼낸다는 착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착상(着想)에

1. 종래의 군사력에 의한 보복

서는 무기의 위력을 증대하기 위한 농무제거는 여전히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정

2. 보복의 위협이 되는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

은 기상에 대한 인공조작 기술의 은밀한 혹은 공공연한 군사적 이용, 대규모적이거나 혹은 소

3. 장기계획을 단념시키기 위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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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택에는 어떤 것이든 문제점이 있다. 대규모적인 군사력에 의한 보복의 위협은
대체로 확실성이 결여된 것이 될 것이다. 대규모적인 인공 조작에 의한 기상상의 영향이 나타

주기 위해서는 평화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국제협정 중에는 일기

예보, 대기 및 해양의 감시, 그리고 대기 및 해상(海象)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

나는 것은 1주일 혹은 그 이상의 일수가 소요되어 기상의 변화의 발생과 군사력 행사의 필요

이다. 또한 이 협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기상 및 기후의 인공 조작 기술의 개발상황을 발표하

성이 인식될 때까지에는 상당한 일수가 걸린다. 또한 인공위성의 사진이 재빨리 많은 대규모

여, 모든 국가가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 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적인 인공조작의 개시를 탐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영향에 대하여 군사력 행사의 정확한 판단을

안 될 것이다.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시 된다.

한 가지의 적절한 수단은 인간 환경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와 총회의 권고를 실시에

아마도 전쟁행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곤란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잠재 적국을 목표

옮기는 일이다. 특히 기상의 인공조작 혹은 그의 실험을 국경선을 넘어서 외국에 영향을 주는

로 하는 기상 인공조작을 자국의 기상개선을 위해서 인공조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것과 같은 경우를 위한 하나의 안내역할로서 국가간의 협의와 정보교환, 사전통고의 원칙을

은 가능 하며 또한 그와 반대로 진실한 평화목적을 위한 인공조작이 타국에 피해를 주어 피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에서 전쟁행위로 간주될는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할 수 없는 자연의 변동이 기
상 혹은 기후에 파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정황하에서 보복행위의 정당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
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기상 혹은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적인 실험 혹은 기획은 국제 사회의 승인을 얻
은 후가 아니면, 그리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상 인공조작에 영향을 받는 근접국가에 대하여 그의 근접국가가 받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경우, 그의 보상은 불가능 혹은 불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

기상 혹은 기후의 인공조작에 대한 보복은 급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해서는 적

에 인공조작을 개시할 이전에 모든 국가의 이익 보전의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절한 억제력이 될 수 없다. 침략행위의 발생시간과 침략국이 보복행위를 느끼게 되는 시간과

것이다. 이 기상 인공조작 기술의 평화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여 군사이용을 방

의 시간의 차는, 가령 그것이 몇 날이나 몇 달 혹은 몇 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의미

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즉 회복 불가능한 무기를 보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효한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외교상의 문제

를 가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완만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비가역적(非可逆的)

다. 장기간에 걸쳐서 적대관계에 있으며, 완만한 전쟁행위를 행하고 있는 두 개의 당사국 사이
에는 이 기상 인공조작 무기를 유효한 무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라나 이러한 조건하에

최근 군사목적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인공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이 나타나고 있

서 기상 조작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당사국은 적대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3국에도, 그리고

다. 이들 제안은 2개국 간 혹은 많은 국가간에 행하여 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74년 7월, 미국

자국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비가역적(非可逆的)인 기상 흑은 기후의 변
화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과 소련은 군사목적을 위한 환경의 인공조작 기술의 사용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라서 양국의 대표단은 회합을 열고, 필요한 수단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고, 그

많이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비교적 소수의 경우에서는 급속한 전략적 기후 인공조작을 억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담을 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군사목적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인공조작에서

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해류의 흐름을 바꾸도록 설계된 땜은 땜을 파괴함

발생하는 위협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기상

으로써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이상의 보복을 초래케 할 것이

및 기후의 인공조작 기술이 이미 군사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

다. 아마도 전략무기로서의 기상 혹은 기후의 인공조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은 인공

을 암시하고 있다.

조작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긴 시간차 및 장기에 걸친 인공조작의 계속은 적국에 대해서
탐지의 기회를 주어 각종의 대항책을 생각해내도록 하는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각국에게 기상 및 기후의 인공조작이 평화목적에 한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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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이미 이용 가능하게 된 기상 인공조작 기술을 전쟁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부분적인 군비제한협정은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1974년 9월 소련은 국제적 안전보장과 복지유지에 반대되는 「군사적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한」 환경 및 기후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가조약 초안을 유엔총회에 보내어 군축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하여 다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가조약 초안의 원
문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한 「군사적 및 기타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및 기타의 적대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정되어 102대 0, 기권 7로 채택되었다. 이 기권 7

또한 동 통신은 「슈화ㆍ살라」자치현의 경우, 1974년 6월 29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8차례
나 심한 우박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특수부대가 우박구름을 제거함으로써 황하양안 4,740「헥
타르」의 농토를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는 우박구름을 제거하기 위해 산정

(山頂)에서의 폭발물 사용, 구름에 대한 대포와 「로케트」의 발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대공포들로부터 발사된 은옥화물(銀沃化物)을 가지고 우박구름을 무산(霧
散)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에는 미국과 중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의 기권의 이유는 이 가조약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속단을 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공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
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의 태도는 주목의 여지가 있다.
이 압도적인 군사목적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인공조작 금지의 요망은, 우리들이 기상 및 기후
를 인류가 지배하고 더우기 그의 지배에 대한 협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
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 혹은 해양 개발의 경우와도 흡사하다.

◎ 투쟁, 정복(征服)

우주 혹은 해양에 있어서는, 이것을 평화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군비제한 협정의 검토가 진
행되고 있다. 유엔 군축위원회가 기상 및 기후에 대한 인공 조작을 의제로 취급하여 소련 및
기타 다른 나라의 초안을 검토할 때에, 다른 군비제한 교섭 때와 같이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

一 아리스토텔레스 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제한협정이 성립되지 않고 기상 혹은 기후의 인공조작에 의한 전쟁이 비밀리에

◇

자
 신을 정복시킨 사람만큼 훌륭한 정복자(征服者)는 없다

◇

정
 신은 무력으로 정복되지 않으며, 사랑과 아량으로써만 정복된다.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면 이 전쟁은 완만히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전 인류를 멸망으
로 끌고 갈 것이다.

중공, 「기상무기부대」 보유

「참고」

나
 는 자기의 적(敵)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을 더 용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자신을 극복하는 승리가 가장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이다.

— HㆍW 비처 一
— 스피노자 一

1975년 6월 19일자의 「신화사」통신 보도를 인용 보도한 같은 일자의 홍콩발 AFP — 동양
통신보도에 의하면 중공은 농작에 피해를 주는 우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포 ,「로케트」, 대공
포 등으로 장비를 갖춘 특수기상무기부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부대는 1966년에 창설되었으며 구성원은 현역군인이 아닌 농부나 남녀 민병대 그리고 과

학요원들이며, 이 특수부대는 주로 우박이 심한 중공 서부의 청해성(靑海省)에 배치되어 있으

며, 이들은 658개 장소에, 1,700개의 「로케트」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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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무기(最新武器)

장거리순양유도탄(長距離巡洋誘導彈)<1>
(Long-range Cruise Missiles)

전자부속품의 초소형화와 전자자력방사탐지기 개발의 결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장거리
조정비행체와 순양미사일의 개발과 함께 핵탄두 기술의 진보는 재래식 또는 핵전쟁의 수행방
법에 있어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장비는 새로 등장하는 무기시스템과 그 저변의 기술
적인 요소, 그리고 미국 해군과 공군에 의해 합작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순양 유도미사일이라
는 신병기에 촛점을 두고 그 실전배치의 광범위한 문제를 논한다. 제 2절에는 기술적 하부 구
조가 일반적 용어로 묘사되고 제 3절은 어느 특정 신무기와 그 예상된 성능과 특성 및 예측되
는 용도 등을 논한다. 제 4절은 이런 신종 무기의 당면한 영향과 더 넓은 군사적, 전략적 기술
및 무장조절의 함축된 의미 등을 논하고 제 5절에서는 제4 절에 근거를 두고 결론을 이끌어

한경수(韓慶洙) 역(譯)

Ⅰ.
과거 30년간 군사 기술면의 진보는 무기시스템의 발달과 전쟁수행 방법의 진보를 촉진시키
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핵탄두, 제트엔진, 미사일, 소형 원자로, 관성유도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은 최근에 배치된 주요 무기시스템의 원천을 제루고 있으

내며 새로운 기술의 원치 않는 양상에 대한 제한을 한다.

Ⅱ. 새로 등장하는 기술
정확성을 이루는 요소
재래식 또는 핵 폭발로 전술상 또는 전략상 적의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
을 필요로 한다.

며, 현대 전쟁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고 있다. 상기한 전쟁시스템의 가속적 진화와 무장의 억
제는 경이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은 군사비용의 효과성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며, 그들은 전 세계
의 방위체제의 기술관료들에 의해 단시일 내에 채택된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체계와 무장조절의 중요성은 대체로 적은 주목을 받는다. 위의 새 기술

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적 목표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② 목표물을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
③공
 격폭발물의 파괴범위보다 작은 실수범위를 갖고 파괴용 폭발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
력 등이다.

에 기반을 둔 무기시스템의 대부분이 실제로 배치되었을 때 비로소 전략가, 정치인 그리고 무
장전문가들이 위의 시스템에 내포되어 있는 상당수의 불량, 불리점을 알아낸다. 이는 실제로
이러한 새 기술의 감추어진 암시를 잘 검토치 않고 그 자체의 장점만을 채택하려고 서두르는

첫째 조건의 예외는 지뢰의 설치로서 차량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는 움직이는 목표의 지정되
지 않은 파괴물 위치와 목표물의 이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치 않다.

데서 비롯된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의 국가적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고정화 되어 있는 또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공장, 시가지, 지상의 미사일, 활주로의 비행기,

최선의 경우에도 그들의 군사, 정치적 선택이 치명적으로 제한된다. 예를 두 개만 들자면 현재

교통기관 등은 목표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경하지 않으므로 첫째번 사항은 목표의 사

의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략적 난국과 핵무기 보유국의 확장은 새로운 무기 기술을 사전에 잘

전 지식에 의해 충족된다. 그러나 탱크, 지상의 수송차량, 비행하는 인공위성 및 탄두유도탄의

분석 하고 그 이점을 채택치 않은 결과로 본다. 현대세계는 전술 및 전략적 전쟁행위를 획기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진보에 이미 당면하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무기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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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의 경우, 위치의 정보는 일단 간수되었다가 목표를 알아내고 그것에 공격을 가할 때 정

목표를 향하고 확인하여 적중하는 자동유도장치이거나 또는 그 미사일을 사람이 원거리에서

정되어 사용될 수 있고 두번째의 경우, 이미 밝혀진 목표의 계속적인 위치변화에 대하여 가장

조절하여 이루어지는 유인 유도장치이다. 첫번 경우의 무기로는 레이다 유도유도탄, 레이저 유

최근의 정보에 따라 공격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도폭탄, 적외선으로 적중시키는 지대공 또는 대공유도탄 등이고 둘째의 경우로는 요즘 우리나

제 2차 세계대전 때 교량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폭격기 전대는 교량의 위치를 결정하는
정보를 지도로 또는 사진첨부 지도로 제공받는다. 파일로트들은 지도로 얻은 지식을 통해 그

라에 입수된 유선대 전차유도탄과 TV 카메라를 갖추고 사람이 유도탄을 목표물에 유도하는
「마베리크」미사일 등이 있다.

교량의 대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과 비교하여 재인식하여 그 다리가 틀림없으면 싣고 온

유도탄이 자동조종 또는 유인조종이거나,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탐지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폭탄들을 투하한다. 그러나 만일 조종사들이 전쟁터의 탱크를 파괴하려면 그들은 그 탱크들

하는데 이는 아주 섬세하고 잘 짜진 탐지도구, 연락기구, 전자조절 기구 등을 필요로 한다. 그리

의 정확한 위치와 속력을 미리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전쟁터로 출격하여 육안으로 탱크를 목

하여 유도탄의 발사 및 적중의 정확도는 믿을 수 있고 가볍고, 작고, 비교적 값싼 전자기구들에

격하고 그 위치, 속력 및 방향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 목표에 대한 대강의 공간 및 시간의 투하

의해 정해지며 이 기구들은 폭 1미터, 길이 6미터 정도 미사일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이것

지점을 정한다. 교량 폭격의 경우 필요한 것은 첫째, 정보를 축적하는 기구 및 지도와 사진의

은 폭발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다. 거리가 멀수록 유도탄의 정확도는 감소됨으로 유도탄

보조, 둘째, 미리 얻어진 위치에 대한 정보, 세째, 조종사의 시력 및 목표물을 탐지하는 탐지도

의 전자유도 기구들의 복잡도와 크기는 그 무기의 작전한계의 대소에 따라 변화한다.

구, 네째, 목표를 확인하고 조종사의 두뇌를 통하여 폭탄의 적절한 투하를 가능케 하는 결정
기구 등이다.

그리고 만일 목표물이 미사일의 발사 지점에서 육안 또는 기구로 탐지될 수 없는 경우, 목표
확인이 더 어렵게 됨으로 더욱 더 섬세한 탐지 및 유도기구들이 요구된다.

탱크폭격의 경우 필요한 것은 첫째, 조종사의 육안을 통해서 목표물과 항상 접촉을 갖고 있

최근까지 개발된 전자기술은 장거리 순양 미사일 유도의 방도를 마련치 못했다. 소련의 지

어야 하는 일, 둘째 조종사의 두뇌를 통해서 탱크의 위치와 속력을 탐지하여 이 정보에 의해

대지 해군 비행미사일 같은 배치된 유도무기는 한계가 50km 미만이고 목표와 유도레이다 조

폭탄을 적시 적소에 투하하는 결정기구 등이다. 목표물의 파괴는 폭탄의 투하에 있어서의 실

정자 사이의 육안 릴레이식 접촉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런 무기는 비행기, 선박 또는 지상

수를 줄여 폭탄 파괴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또는 폭탄을 여러 개 집중투하시킴으로써 목표물

차량에 의해 목표물 근처까지 운반된 다음 발사되어야 한다.

의 파괴 확률은 커지며 따라서 명중률을 높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의 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성과는 똑같지는 않을 것

예외로는 발사 후 몇 분간은 관성유도 시스템으로 유도되고 그 다음은 지역의 중력계와 비
행 최초의 추진력에 의해 결정되는 탄두의 궤도에 의해 유도되는 대륙간 탄두탄이 있다.

이다. 그래서 재래식 폭발물을 사용하는 전술무기에 있어서는 그 무기의 폭발범위나 목표물에

그러나 복잡한 궤도를 따라야 하고 대기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순양유도탄

여러 개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파괴범위를 넓히

은 그 강하속도의 힘과 방향이 지역의 기후조건에 의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기 때문에 추진시

는 일 즉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의 확대는 그 무기의 중량과 그것이 파괴하는 부가적인 필요없

스템의 성능을 변화시키는 바람에 힘을 극복하여 계속적으로 유도해야만 한다. 유도 시스템의

는 물질의 비례적 증대를 뜻한다.

내부적인 불완전성과 위에서 말한 외부적 요소로 인한 미리 예정된 항로의 누적된 이탈은 수

폭탄의 양을 늘리는 것은 많은 비행기와 조종사, 서어비스 인원, 정비 인원, 전쟁터에 다량의

천킬로의 궤도를 통해서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목표물에 적중시키는데는 계속적인 유도와 지

비정확한 폭탄을 실어 운반해야 하는 수송시스템이 필요하게 한다. 아는 또한 적에 의한 아군

역의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지역의 사정을 탐지하고 목표물을 확

의 공격시스템의 파괴 및 파손을 크게 한다.

인하기 위해서 적재된 기억시스템에 사전에 비축된 정보를 현지 사정과 연관시켜 유도탄을 적

그러므로 고정적 또는 움직이는 적의 목표물에 대해서 최대의 정확성을 가진 조그만 파괴

지에 중계 유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범위의 무기가 비용절약이 되고, 다량의 비정확한 무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건

한편 고정 또는 유동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유도탄을 운반하는 항공기는 장거리, 실제 시

대 지뢰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목표에 무기를 정확하게 투하하는 일은 투

간 및 항공기가 비행하는 지형에 관한 육안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전달하며 또 미사일을

하시부터 목표에 적중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런 유도는 무기 자체가

발사하라는 명령을 접수하고 수행하여 목표에 유도탄을 유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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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계 연락기구와 자료전달기구는 복잡 세밀한 전자기구여서 최근까지 이런 기구를

파 길이에서 지상의 반사성을 기록하는 수자의 배열인 수자지도를 만들 수 있다. 지구는 우주

미사일이나 원거리 조정 무인항공기에 적재하기에는 너무나 부피가 컸었다. 대형배열의 초소

로부터 방사선을 받고 있으며 지상의 여러 지점에서의 구조상의 상이 때문에 각각 다르게 반

형회로 제작기술의 진보는 초소형 전자기구와 전자자력사출 탐지기의 출현을 보게 했다. 그리

사하고 있다. 밀림은 벨벳트가 거울 또는 종이 한장에서 다르게 광선을 반사하듯이 길이나 비

고 이러한 기술은 유도개념을 떠나서 수천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자동유도미사일과 무

행장으로부터 각각 다르게 라디오 주파를 반사한다. 지역의 함수로서 지상의 반사성을 기록

인운반항공기를 위한 새로운 유도시스템을 건조했으며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소형 터어보팬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도수자지도와 비슷한 한 지역의 반사성에 대한 지도를 마련해 줄

엔진과 제트연료의 에너지 양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수 있다.

아주 가느다란 대형과 배열, 초소형 회로는 정밀한 수천 개의 조직 전자회로를 합한 것과 같
은 기능을 발휘한다. 사진에 민감한 양극진공관 또는 양극 트랜지스터같은 25Micron 두께에
8

1㎠ 크기의 조밀도를 가진 것이 제작되었다. 이 기구는 복사된 회로의 전자기억의 1㎤당 10

조각의 순서로 정비된 정보를 비축할 수 있다. 유도탄의 유도와 조절을 위한 탐지 통신 및 유
도전자기구들은 주로 논리회로와 기억은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초소형화를

그런 지도는 X와 Y의 함수인 수의 계열과 지형의 실지 합치로 콤퓨터기억에 쉽게 기록된다.

미사일에 적재된 고도계는 지상의 x, y에 대한 고도기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F(x, y)의

계속적인 함수로 표기된다.

미사일이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미리 예정된 궤도는 G(x, y)의 계속적 함수로 표시된다. 그

래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 [ F (x, y) - G(x, y)]²가 0이면 미사일이 정상궤도에 있고 그 결과가 0

가능케 하며 자동 또는 원거리 유인조종을 통한 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섬세한 상호 연

이 아니면 미사일이 예정된 코오스를 벗어나 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사일이 제 코

락기구와 자료「링크」의 제작을 가능케 했다.

오스에 순양하도록 콤퓨터는 S=[ d {[F (x, y ) — G(x, y ) ] } 〕²의 함수를 계산하여 시간당 X
dt
와 y에 따라 S가 최소로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이런 진보는 현존하는 기구에 비해 소량의 전기 소모를 요하는 전자자력방사 다수 Mode
레이다, 소주파수 라디오미터 등을 건조해 낼 수 있게 했다.
순양유도탄은 최종 유도를 지형일치와 확인에 기초를 두며 원거리 조종의 비행기는 「와이드

이리하여 정확한 최신 광선유도시스템과 지형합치의 변경과 최종 돌입유도로서 수천 킬로

밴드」, 고장무환, 통신링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상기한 제 진보와 발달은 전술 또는 전략무기

의 거리를 순양하는 원거리 미사일은 20~30미터의 오차 밖에 나지 않게 되었다. 이번 절 첫부

의 정확한 운반을 약속하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다. 그래서 비교적 부정확하고 근거리 전술용으

분에 설명 한 인공위성에 장치된 전지구위치 확정 시스템으로는 더 정확한 성과를 장래에 거

로 생각되어 온 비행미사일과 RPV(원거리 조종 비행체)는 장래에 큰 유용성을 갖고 새롭게 등

둘 수 있다.

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자기술의 진보는 상대적인 발사지점과 목표물 지점에 상

관없이 지구상의 어디에나 7~10 Meter의 오차를 갖는 명확한 전 지구적 인공위성포지셔닝 시
스템의 배치를 가능케 했다. 이런 시스템은 1980년에나 완성될 것이며 이 인공위성의 위치조정
기능으로 대륙간 탄두탄은 10 Meter 오차의 정확도를 갖게 될 것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지형합치 시스템과 지형확인 최종유도시스템은 어떤 주어진 주파길이에 해발 또는 지상반
사성 따위의 시간적으로 독립된 지형의 함수의 수치 및 지구상의 위 치에 따라 변한다.
현재의 상업용 레이다 고도계기는 수천 피이트 상공에서 10평방피이트 물체를 보여주는 수
평선명 도를 가지며 그 수직 선명도는 같은 고도에서 1피이트까지 보여준다.
레이저 고도측정기계는 더 성능이 우수하다. 5천피이트 고도에서 이것은 수직면에 5~10cm,

Ⅲ. 공중발사(ALCM) 또는 수중발사(SLCM)의 장거리 순양미사일
미 국방성은 위에서 묘사된 운전기술과 원칙에 기초를 둔 장거리 순양유도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보조하고 있다. 이런 유도탄은 잠수함의 어뢰발사구나 항공기로부터 발사되게 디
자인이 짜져 있으며 재래식에서 핵무기로 탄두를 바꾸거나 무장 또는 점화장치, 유도 장비. 엔
진 및 연료탱크를 기준 치수에 의해 바꿈으로써 전술 또는 전략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유
도탄은 길이 246인치, 원심거리 21인치로 표준 어뢰발사구에 들어 맞는다.

수평면에 20cm 이하의 정확성을 보여준다. 이같은 기구는 지구를 도는 정찰 위성으로부터 같

여러 무장을 갖춘 추적공격용 잠수함은 상기의 유도탄을 수발 장비하고 있으며 폴라리스

은 수준의 선명도를 가지고 어느 지형에 있는 적 위치의 고도변화를 탐색해 준다. 다수의 초주

잠수함은 20여기 그리고 양용 747 제트기는 100발을 적재할 수 있다. 그것은 6백파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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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을 가진 터어보 팬 제트엔진으로 발사된다. 747제트기와 같은 상용비행기의 큰 터어보

보를 요하며 꼭 사용가능한 자료 기억은 필요 이상으로 많다. 모든 유도 부속기구의 계획된

제트 엔진이 시간당 0.3 파운드의 연료를 쓰며 한 파운드당 추진에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데

개선은 미사일이 실용단계에 들어갈 1977년 쯤에나 이루어 질것이 유도시스템의 최종부문은

반해 순양미사일에 쓰이는 보다 작은 엔진은 더 비효율적이다. 현재 한 파운드당 작전시간에
1파운드의 연료가 필요한데 큰 엔진에 비교될만큼 좋은 성능의 소형엔진을 개발하는데는 큰
비용만이 장애가 된다. 음속 이하의 속도에서 순양미사일은 그 중량에 비례하여 또 Lift-todrag 비율에 반비례하여 연료를 소모한다. 그러므로 발사로부터 적중까지의 시간 T에 소모되
는 연료량은 ∫

dM
M
=
ㆍ (SFC)이다.
dt
LID

SFC는 유도탄이 요하는 1파운드의 엔진 추진에 대한 1시간당의 연료이다. 5천킬로 사정거
리의 미사일은 그 미사일 중량의 30%에 해당하는 연료를 필요로 한다. 3천파운드짜리 유도탄

(1363kg)은 마하 0.8(691kph)의 속도로 3천km를 비행하는데 900파운드(410kg)의 연료를 요

한다. 이렇게 하면 2,000 파운드가 남는다. 전형적인 항공기 기체는 미사일 중량의 20%, 엔진
은 25%를 감당한다. 이래서 1천 파운드의 폭탄장치가 핵탄두와 유도시스템 전자기구로 쓰인

다. 현존하는 핵탄두 기술은 핵 탄두의 1파운드당 1 Kiloton의 TNT 분의 무기를 제작해 낼
수 있다.

MIRV(복수 핵탄두 대륙간 미사일)이나 「미니트맨」III 같은 200kt의 탄두는 약 2백파운드에

불과하다. 이것은 섬세한 탐지기와 상호 연락시스템에 충당하는 유도 시스템의 전자기구 800

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계산은 「키로신」(Kerosene)을 기본으로 하여 예상된 연
료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만약 진보된 초탄소(Hydro Carbon) 연료가 나온다면 같은 중량

의 핵탄두의 사정거리를 10% 내지 20% 연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Boron-hydride 혼합체와 같은 색다른 연료를 개발해 내어 미사일을 추진시킨다면
그 사정거리를 현존 엔진 효율성을 그대로 쓰면 50%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 중

에 있는 유도탄은 2개의 유도시스템을 장치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하나는 지형합일(Terrain-

지형 반사성(Terrain Refle ctivity)을 한 두 개 의 전파에 의해 탐지하고 수동적으로 운전될
Radiometer(복사계 / 방사계)에 의해 작동될 것이다. TERCOM 유도의 관성 유도시스템과 모

형 확인 종착점 유도는 1,500 해상마일(NM)의 거리에 30미터 이하의 오차를 낳게 한다. 종점
유도 시스템은 50%에서 100%의 명중률을 갖는 장거리 미사일에서 엔진과 연료능률을 개선

할 여지를 줄만큼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민감하지 못하다.
기상조건은 방사계나 TERCOM의 기능을 장애치 않고 유도탄 도착 직전에 목표지점의 원
자탄 폭발의 혼란은 종점유도를 혼미하게 만들 수 있다.
TERCOM과 지형확인 종착점 유도는 적의 전자기구의 방해로 값싸게 또는 능률이 저하되
지 않는다. 일의 종착점 유도시스템을 혼란시킬 기구를 건조해낼 가망이 있으나 그것은 비용
이 너무 들고 실용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적을 속이는 야바위방해수법을 채택할 수
도 있겠으나 이것 또한 배치하기에 너무 비싸고 적 미사일의 다량 배치에는 못따라 갈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도시스템의 순양미사일은 전자방해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미래의 유도탄에 관성지침판이 대형 레이저 나침반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칭평

환(나침반을 평행으로 하는 장치)을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관성 측정기구에는 나침반의 민감한

지침과 가속측정계는 고정된 플랫포옴에 의해 공간에 달려 있으며 플렛포옴에 의해 유도되는
비행체는 지침에 의해 우주조장에 따라 비행궤도가 결정된다. 칭평환식의 시스템에서는 나침
반과 가속계는 유도탄이 비행하는 동안 꽉 고정되어 나침반 및 가속계의 산출량을 집어넣는
다. 이 기술은 기체 내의 계산능력 및 섬세하고 정교한 기계 시스템과 기체 내의 좀 더 정교한
콤퓨터와 함께 대형 안전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콤퓨터가 섬세한 대형 플랫포옴보다 비노

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칭평환(稱平環) 시스템보다 가볍고 작고 더 간편하고 싸다. 레이저 나침

matching)에 의해 궤도 중간에서 교정되는 관성항해시스템과 제2차적 초단파 방사성 측정

반은 대형 시스템의 사용에 적절하다. 이런 나침반은, 나침반 자체의 민감한 지침에 수직인 광

중케 한다. TERCOM(지형 합치기구): Terrain-matching Device)은 탐지 기구로 보통고도

약간 다른 주파수를 가져 「똑, 똑」하는 소리를 낸다. 민감한 지침근처의 회전은 각 광선이 나

유도시스템이다. 이러한 유도시스템의 혼합은 미사일을 목표에 향하여 유도하고 확인하여 명

레이다인 Honey-well APN-194를 사용한다. 그것은 수년 전에 탄두미사일에 성공적으로 실
험되었으며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대기권 내 비행체에 의해 여러번 성공적으로 실험되
었다. 사용예정의 관성 유도지침판은 저고도 비행의 자료를 수집, 비축하는 확장된 콤퓨터 기

학적 통로의 반대방향으로 순회하게 되어 있는 2개의 레이저 광선을 사용한다. 이 두 광선은
가는 회로의 길이를 바꾼다(그것은 한 광선은 짧고 다른 하나는 길게 비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회전에 비례하여 두 광선의 상대적인「페이즈」(위상 : 位相)를 바꾼다. 이 차이는 『똑, 똑」하는
맥박을 자극하며 이 맥박은 검출되어 계수형으로 읽혀진다.

억시스템을 가진 「싱거키 어포트」AN-90이다. 지형합치「모우드」(Mode)는 주로 저주파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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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나침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광선이 나가는 광학회로의 효과적 길이를 증대시키

계속 적 강화와 다각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SALT Ⅰ협정에 의하면 미국

면 된다. 현재 이런 나침반은 칭평환시스템의 나침반보다 더 정확하다. 대형 관성유도 지형합

은 710기의 해양기지 의 유도탄을 가질 수 있게 지정되어 있다. 이 수자는 미 해군이 벌써 41

치시스템 (TERCOM) 자료 최신화 응용에 특히 적절하다.

개발의 이유와 그 예상된 사용도
SLCM(잠수함진수 순양유도탄)과 ALCM(공중진수 순양유도탄)의 초보적 개발을 위한 자금

(첫 단계에 1억불)이 확보되었으므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회에서 큰 토론을 일으키지 않았

다. 의회의 상원 국방위원회의 증언에서 「레아드」 전 국방장관은 소련의 G급 잠수함에 적재된

대의 「폴라리스」 잠수함에 656기의 유도탄을 장비하고 있으므로 공군이 54기의 TITAN 지상
기지 미사일을 해체시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해군은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범하지 않고

대당 24기의 미사일을 장비한 10대의 「제해권」(Tri-dent) 잠수함을 가지려면 현재의 폴라리스
잠수함 여러 척을 퇴역시켜야 한다.

SLCM의 개발은 오래된 폴라리스 잠수함(60년대 초기 진수)들을 고찰처리소에 보내는 대신

장거리 순양미사일로 재무장하여 사용, 편입시킬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미 해군은 SALT(전략

무기제한조약)의 협정을 깨뜨리지 않고 전략적 배역을 재강화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블라

순양미사일과 맞먹는 것이 바로 SLCM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소련제 미사일이 전

디보스톡」회의에서 41대의 폴라리스 잠수함을 사용했으니 이것은 해상기지 탄두탄 수를 증가

략적이 아닌 전술용유도탄이기 때문에 좀 빗나가지만 「레아드」장관은 미국 군사력 장래 증강

시켰다.

에 있어서 SLCM의 개발과 그 배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이것은 「레아드의 방지
책」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장거리 순양미사일시스템 개발의 2차적인 사유는 단순한 기술상의 진보가 그 개발을 가능
케 한 것이다. 다수의 우주 기술 및 전자기술업체들로서는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경제상의

왜냐하면 1972년 여름에는 이러한 무기를 개발할 확실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필수요건 으로서 최다수의 부분품을 개조해내야 하는 것이다. 대형의 배열 초소형 회로의 기

소련의 예상 외의 무기 개발에 맞서기 위해 또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대형 Trident 핵 잠수함

술이 사용가능하게 된 지금에 미국 산업계가 이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무기 제조에 많이 사용

과 함께 SLCM 및 신형 ALCM의 개발이 대두되었다.

하여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신형무기를 제조하는데 새 기술

예를 들면 「줌발트」제독은 72년 6월의 증언에서 SLCM의 개발과 배치는 소련의 잠재성 전

창안 및 고안을 응용하는 것은 다수와 국방(방위산업)회사들에는 재정적 센스다. 이 사실이 장

략 순양미사일에 대하여 좀더 안전하게 대비하고 안정한 분위기를 만들어 소련이 순양미사일

거리 순양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장거리 순양유도탄은 공급제조

을 구식 잠수함의 일부에만 적재한 것으로 미뤄 보아 소련의 신무기가 긴박한 위협을 주는 정

업자뿐 아니라 미국군자체에도 경제적이다. 「미니트맨」1 대륙간 탄두탄은 대략 10년에 1천만

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소련의 선제공격에 대비해 이런 무기를 개발, 배치한다는 것은 실용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무기시스템의 경우에는 상기한 신무기의 배치요인은 군사적인 이유보다도 새로운 무
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관료적 그리고 기술적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SALT협정(전략무기제한조약) 이후의 SLCM과 ALCM의 개발 및 배치는 미국의
방위 필요성의 이성적 비용절약성 평가의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달러의 비용과 재돌입미사일당 K=5의 역행무기력이 소요된다(K는 핵 탄두탄의 위력과 정확성

의 함수이며 이는 그 파괴력의 측정도가 된다). 고체화된 「실로」(Silo)에 반해 살상가능도(PK)는

40% 이하이다. 이에 비해 30미터 오차의 정확성과 150킬로톤의 핵 탄두를 가진 전략용 순양
유도탄 위력이 1,000이고 초고체형 유도탄에 반해 살상도(PK)가 1.0이다. 이 순양미사일의 확

보와 10년간 배치의 비용은 「미니트맨」 Ⅲ 미사일 또는 「포세이돈」 미사일보다 약소하다. 전
략군사 예산과 무기가격의 앙등으로 곤경을 겪는 현재, 값싸고 효력 있는 무기는 꽉 막힌 관

그러나 전략적 SLCM SALT Ⅰ 또는 SALT Ⅱ 회담에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의

료주의 성격인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전통적 거부심리에도 불구하고 방위업계에 큰 환영을 받을

개발결정에 큰 비중을 주었다. 사실로 같은 날의 증언에서 「쥼발트」 제독은 다옴과 같은 사실

것 같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기술적, 재정적 고려는 이 무기시스템개발에 공헌했으며 공군ㆍ해

을 분명 히 했다.

군 합작 개발계획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었다. 다년간 공군은 전략폭격기의 효능과 그 계속 유

『SALT 회담의 결과와 우리의 해상 기지의 대륙간 탄두탄의 결과적 제약 때문에 순양미사

지를 뒷받침해 줄 공중발사 순양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해 왔었다. Skybolt, SCUD 및 SCAD

일만이 해양에 기지를 둔 핵전쟁 억제책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법이다』 「쥼발트」제독은 왜

등의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자금이 주어졌으나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되고 말았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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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한 프로그램에서는 색다른 시스템이 창안되지 않았으나 순양유도탄 개발을 위한 작
은 기술관료층이 구성되었으며, 소형 능률성 터어보엔진과 기체개선 등의 기본적인 순양유도

폭격(爆擊)의 정확도(正確度) 및
그 측정방법(測定方法)

탄 기술 진보가 이루어 졌다. 해군측으로는 「하푼」같은 전술용 해상 대 해상 단거리 대전함 미
사일의 성공적 개발은 유도와 탐지시스템에 있어 상당한 수의 신개발을 전개시키고 같은 수준
의 기술자 그루우프를 양성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장거리 순양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위에 기
술한 해군, 공군의 기술적. 재정적 및 관료급의 결합은 매력적이었다. 기술면에서는 모든 인조
가공품과 개발된 과정 등이 유효하게 응용될 수 있고, 재정면으로는 그런 결합이 무기 시스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자금을 절약하게 하고 계속 오르는 군사예산을 꺼려하는 미
국 의회에서의 약점도 최소화시킨다. 관례적으로 볼 때 전략용뿐 아니라 전술용 미사일의 개

최양수(崔良洙) 역(譯)

발은 이 합동계획에 더 중요한 의의를 준다. 해군은 틀림 없이 SLCM(Submarine Lauched

Cruise Missiles)의 매력과 전술용 SLCM의 가치도 잘 알고 있다. 그 래서 이 세가지 종류의

무기를 단 한번의 개발 프로젝트에 종합함으로써 미국 의회에 의한 전략 SLCM자금조달 금지

조치 찬스를 거의 없애 버렸다.

전투조종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목표물에 무기를 투하할 것인가? 대공포 진지를 포함하
여 전투 중 조종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공망이 잘 되어 있는 적지의 철교를
편대 폭격으로 파괴가 가능한가? 또는 실패할 것인가? 이와같은 문제는 군 계획수립에 있
어서는 기초적인 것이므로 독일의 한 조종사가 파리의 주위를 비행하면서 최초로 4파운드

폭탄 2개를 수동투하(手動投下) 하고 난 후 약 50년이 지난 1960년 초에 와서는 아무도

이 대답을 아는 사람이 없는 역설적인 문제같이 보인다

공중에서의 무기투하 개념의 시조인 독일군 조종사는 그의 폭격의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같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동료들(제 1차대전 당시의 조종사들)이

한 것과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였다. 전투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은 아주 경

미하였다. 제2차대전 당시의 폭격의 정확도는 목표물의 본질과 목표물의 위치, 기상 및 전
쟁의 양상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
그 반면에 1960년대에 월맹지역에서의 공중전은 대부분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켜
야 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월맹지역에는 산업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으며 중요한 목표물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들 몇 개의 목표물마저도 정치적인 배려 때
문에 공격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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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爆擊)의 정확도(正確度) 및 그 측정방법(測定方法)

월맹지역에서 최초로 공중전이 개시 되었던 기간이나 또는 롤링전더(Rolling Thunder)

소개되고 나서는 조종사들은 지상화력권 위를 비행하였다. 그러나 “Pod” 장치를 해야 하

조차장(操車場) 간선 및 하치장(荷置場)과 교량 등이었다. 월맹지역은 강이 사방으로 흐르

셋째, 월맹의 고고도 대공포였다. 85mm와 100mm Cannone은 효력이 적었으며, 특히

기간 중에는 미 전투폭격기가 주로 폭격할 수 있는 목표물들은 적의 보급로로써 도로와

는 불편한 점도 있었으며 따라서 비행하는데나 폭격하는데 곤란을 받게 되었다.

고 있는 습기가 많은 저지대로써 교량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들 교량 등은 전투 조종사들

속도가 빠른 항공기에는 위력이 거의 없었고 37mm와 57mm 및 자동대공화기가 오히려

에게는 아주 좋은 목표물이었으나 대부분이 명중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이었다.

위력이 있었다.

만약 목표물에 정확히 폭탄을 투하하려면 다소 무리가 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월
남전의 전쟁의 본질이나 전쟁 수행 방법 또는 세계 여론의 논평은 의외로 많은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많은 폭탄들이 목표물까지 도달치 못하였다. 월

남전에서 조종사들이 준수한 교전규칙임무작전계획관(Mission Planner)이 지시한 장소에
무기를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었다.

월남전에서의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폭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
들이 논의 해야 할 문제아다

이와같은 정확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요망되는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상쇄력(相殺力)도

네째，전투폭격기가 극히 모험적으로 폭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월남전 당시 개발되
어 사용하였던 “ Stand off” 폭격 기술을 부득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가능한 한 낮은 고도에서 무기를 투하하는 대신에(물론 이와같은 낮은 고도에서 무기를

투하하면，그 정확도는 높지마는) 고고도에서 무기를 투하하였다. 더우기 목표지역에서 노
출시간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속도를 증가시켰다. 마침내 방어지역에서는 전에는 볼 수

없었고 동시에 피해가 막심한 정확도가 높은 전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공군이 최초로 전술항공기를 사용한 바로 직후에는 전투 지역에서 무
기 투하의 정확도가 아주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도의 여러 가지 가능

있었다. 이와같은 상쇄력은 적의 방공에 도움을 주게 되는 셈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적과

성이 추정되었 었지마는 미공군의 전술항공기 승무원들이 그들이 기대한 임무를 수행할

조우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공중투하 무기의 정

수 있었다고 낙관하기는 곤란하였다.

확한 조준측정에 강력 한 저지력이 되었다.

전쟁지도계획을 토대로 한 폭격의 정밀도에 관한 수치는 없었다. 전투기에서 투하한 무
기의 정확도에 대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은 폭격훈련 사격장에서 배운 것들이다.

월맹의 방공은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적의 공중위협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중시할 것은 아니었다.

조종사들은 사격술을 사격장에서 연습한다. 무기 투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동 사격

장에는 목표물이 똑똑히 표시되어져 있으며(항시 표적의 흑점이 표시되어져 있음) 조종사들이

이와같은 적의 공중위협은 대개가 귀찮을 정도였다. 그러나 F-105가 공중전을 하기 위

그 목표물의 위치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잘 식별할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매일 반

하여 폭탄을 투하했던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공중전이 시작되면 적기는 도주하는 것이 일

복으로 사격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또한 최적 조건, 즉 가장 적합한 속도, 최저 고도, 잘 알

쑤였다. 월남전에서는 F-4가 제공권을 확보하게 되어 공중위협은 점점 감소되었으며 적기

고 있는 지리적 위치에서의 선회 및 사격선에 진입 등과 같은 조건 하에서 그것도 미국의 서

는 공대공 교전을 피하였다. 적기가 공중에서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GCI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후미공격을 개시하였고 또한 즉시 격퇴시켰다.

둘째，SAM이었다. 월남전에서의 SAM의 명중률(SAM의 발사수 대 격추된 항공기 대수)은

극히 낮았다.

남방의 항상 양호한 기상생태와 맑은 시정(視程) 상태에서 사격 연습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풍향 등을 알려주는 기상 관측자들이 있으며, 물론 적의 대공포 사격은 받지 않는다.

이와같은 조건 하에서는 조종사들은 자기네들의 원형공산오차(CEP)를 산출할 수 있으

며, 동 CEP는 전투폭격의 정확도에 관한 유일한 정보를 조종사들에게 주는 것이다.

월남전에서 전투기에 장치된 ECM장비가 소개되기 전에는 전술 조종사들은 SAM을 피

항공기에서 무기를 투하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투하문제의 구상이나 또는 무기를 투

하기 위하여 SAM의 최적 고도 이하인 지상화력권 내를 비행하였다. 그러나 ECM 장비가

하하는 필요한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폭격 정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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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는 많은 변 수가 있고 오차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어떻

오가 났던 것은 이와같은 전투지역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게 정확하게 폭격을 하는가 놀래게 된다.

었다.

그 실례로써, 급강하 폭격을 할 때에는 무기의 탄도학이나, 강하각, 항공기 속도, 고도,

폭격의 정확도를 새로이 평가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필요로 하는 긴박한 입장에 었

항공기의 자세, G.나 비행균형(飛行均衡) 및 풍향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유일한

었다.

게 되는 경우가 있다. 탁상에서 조종사는 폭격조건, 즉 항공기 속도, 고도 및 강하각 등을

해서는 임무작전 계획관(Mission Planner)은 특수임무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공기 총 대

조종사 자신이 계획한 각도와 속도, 그리고 고도로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을 조준하면,

(空中飛行停止率) 또는 무기 고장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임무작전 계획관(Mission

불변수는 무기 탄도학이다. 그러나 이것도 제조허용오차(製造許用誤差) 때문에 오차를 내

미리 정하고 자기의 폭격조준기에 부각(浮角)을 계산한다.

조준조점경 (照準照點境)은 정확한 투하점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초점

경으로 목표물을 조준할 때에 이와같은 3가지 주요한 변수를 동시에 얻는데 있다. 즉 여기
에는 조종사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어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

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알고 있는 정비불량률(整備不良率)과 지상 및 공중비행 정지율

Planner)은 특수 목표물 공격의 상대 적인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상된 정확도를 토대
로 한 성공룰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 실례로써 파괴되는 율이 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목표물은 실제로 부수적인 모험을

만약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되면 이때에 강하각은 급경사를 이루거나 또

하면서까지 폭격할 가치는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꼭 폭격하지 않아도 되는 주위의 목표

는 너무 완만하게 되고 고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되면, 폭탄은 목표물에서 먼거리에

물을 공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피해와 특히 그로 인하여 우군이 부수적으로 피

투하되거나 또는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는 짧은 거리에 투하되며 또한 강하각의 Cosine

해를 받게 되는 점이다.

보다 다른 G힘 (30°에서 866G)으로 투하하게 되면 폭탄탄도(爆彈彈道)가 영향을 받게 된

다. 양쪽 Wing의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폭탄이 목표물의 좌우에 투하되고 통합비행상

우군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거리에서 99% 명중시킬 수 있는 항공기가 교전 중인 적을
공격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70%는 타당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평균적

태(統合飛行狀態)를 유지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되며 바람도 폭격선에 돌입하는 항공

으로 10번 중 3 번은 거리가 적당하지 않아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 대체로 측정방법은 공격 전 및 공격 후 사진을 사용하였다. 공격

기를 뜨게 하거나 비행기에서 투하되어 자유낙하하는 폭탄에도 영향을 주어 정확한 폭격
조종사의 경우는 소총수의 경우와 다르다. 조종사는 초점경 아래에다 목표물을 조준할
수도 있고 계속 큰 오차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훈련장의 최적조건에서마저도, 이와같은
오차를 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대전과 한국전 당시에 전투에서 폭격의 정확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 사진은 목표물이 전에 파괴되어 있는지 모든 탄흔(彈痕)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

용되었다. 물론 공격받자 않았던 목표물에 대해서는 공격 전 사진을 찍지 않았다. 이와같
은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정찰기가 목표물 지역의 사진을 찍고, 사진 판독자들은 탄

폭격의 정확도 문제를 다루어 보자. 그리고 조종사가 빠른 속도로 보다 급한 경사각으로

흔의 새로운 위치를 표시한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목표물과 탄혼과의 거리 측정에서 오

고도에서 무기를 투하하고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Pod” 장치를 하여 비행하며 그로 인하

차가 나타났다. 아와 같은 측정방법에서 결점은 실제로 목표물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

여 목표물을 식별하는데 곤란을 받고, 한 눈으로는 SAM을 감시하며 무수히 대공포가 발

던 것이다.

사되는 적정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투지역에서 무기를 목표물에 정
확히 투하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 군계획이 월남전을 토대로 해서 계획된 훈련에서 기록되었던 CEP가 실전에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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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물의 지역이 넓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 끝에 있는 Rail Chock Point의 탄흔은 만약에 조종사가 무기를 투하하
려고 노력하는 곳이 그곳이라면 직접 명중탄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반면에 수백 피이트 오

이와같이 동 카메라는 항공기가 무기를 투하하고 어떠한 기동을 하더라도 항공기에서 무
기가 투하되어 폭발할 때까지의 무기의 완전한 투하과정을 촬영할 수 있다. 합성(合成) 사
진 문제의 해결은 크게 진전을 보았고 정확한 탄착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차도 날 수가 있다. 건물이나 또는 교량과 같은 별개의 목표물일지라도 정확한 조준점을

이와같은 새로운 카메라가 생산됨으로써 Battle Scene의 훌륭한 묘사는 물론 폭격의 정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였던 전반적인 정확도보다 큰 측정오차를 나타내었다. 더

확도를 측정하는 문제에 진전을 가져 왔다. 1967년 8월, 전투임무에 대한 F-105의 카메라

우기 각기 조종사들이 서로 다른 탄착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식별하는 유일한 정보

능력을 평가하고자 Korat Royal Thai Air Base에 있는 제 388 전술전루비행단에서 시험

가 될 수 있는 즉 어느 탄흔이 어느 조종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을 한 결과 새로이 개발된 측정 방법은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하였다.

전투지역에서 폭격의 정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Joint Munitions

각 공격기의 조종사들에게는 목표지역에 대한 공격 전의 사진정보가 개별적으로 제시되

Effectiveness Manual은 폭격 거리에 대한 개발된 CEP를 인용하였고 전투지역에서의 정

었고 각자가 폭탄을 투하하려는 지점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확도를 평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강하수치(降下數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평가수

치는 훈련된 전문가가 한 것이었지만 추측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성공률에 크게 적
합하지 못한 것임을 후에 알게 되었다.

DMPI의 표시는 “ X ”표로 표시되었다.
이와 같이 「디브리이핑」이 계속되는 동안 항공기가 착륙하자 바로 떼어 놓은 Film은 약
20분 동안 작동되었다. 동 Film은 조종사의 「디브리이핑」과정을 고찰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후 전투에서의 폭격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개념을 월남전에서 새로운 카메라

동 Film의 연속된 사진을 엄밀히 분석한 결과 폭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되어 지상의 폭발지

가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었다. 동 카메라는 전투 폭격기에 장치하도록 제작된 KA-71A 및

점까지 연속으로 찍혀져 있었다. 이와 같이 쉽사리 확인할 수 있는 지상의 표시를 이용하여

그의 개조형 KB-18형이었다.

조종사들이 그들의 목표를 표시하였던 본래의 공격 전의 사진에 탄착점을 표시하였다.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보급된 카메라는 F-105의 기수에 장치되어 있었고 폭격의 정확도

공격 전 사진에 거리가 표시되었고 동 사진은 수직영상에 축척이 정해져 있었다. 탄흔이

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종사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즉 어떤 목표물을 공격하였

정확히 표시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조종사의 「디브리이핑」이 정확하게만 된다면 목표물은 정

으며 어느 정도의 파해를 주었느냐를 실증하기 위하여 장치한 것이었다. 카메라를 사용하

확히 조준 될수 있음이 이번의 최초의 연구에서 명백하여졌다. 또한 정확히 판단되었고 사전

는 주목적은 폭격효과를 즉시 평가하는 미 공군규정 95—13에 표시되어 있다.

에 전투 CEP를 판단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와같은 사진판단은 31개의 측정사항으로 되

공격기에 공격용 카메라를 장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1967년 7월에 William W. Momyer
중장이 말한 것은 서류상 방증이 필요하였다. 그 후 F-105와 F-4, F-100 및 A-37에 카메
라를 장치하게 되 었다.
동 카메라는 항공기의 동체에 장치되거나 외부의 Pod에 장치되든간에 항공기의 무기투하

버튼(Button)에 의해서 작동되며 미리 조절해 놓은 2-32초 동안 자동으로 작동한다. 렌즈

의 구경은 자동식인 내부의 Light Meter에 의해서 조정되고 매초마다 1~2번 또는 4번까지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필름의 길이는 250ft이며 약 300번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전투기와 정찰기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동 카메라는 렌즈의 전면에 회전식 Prism 장치가
되어 있으며 1/9인치의 화면, 즉 수직으로 180°, 측면으로 40°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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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후에 500개의 실례를 토대로 얻은 확실한 CEP와 겨우 8%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요약보고(Brief)의 결과가 CEP를 결정하려는 시도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므로 미 제7 공

군본부에서는 동 평가 계획을 형식(形式)화하고 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미

제7 공군 규정 55—51은 1967년 9월에 작성되었으며 이번 시험 계획에서 개발한 규정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절차를 명시하였다.

임무수행 후의 브리이핑은 조종사의 DMPI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공격용은 무

기의 탄착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모든 Data의 표정(標定)은 목표지역의 공격
전(수직)사 진상에 표시하였다. KB-18 카메라를 F-105만이 장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
과정은 Korat 및 Takhli 공군기지에 제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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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군본부에서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실제로 평가개념에

큰 변화를 시켰다. 미제 7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공군(PACAF)은 평가의 관리

권을 인계받았고 그것을 무기투하평가계획(武器投下評價計劃: WDEP)이라고 칭하였다. 그

성이 입증되었다.
폭탄투하 지점의 결정은 측정 과정이 어려운 문제였다. 사진판독자들와 판단에 의하면
25ft 이내에서 탄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편견없이 가정하

리고 폭격의 정확도에 대한 예의평가와 큰 오차거리의 해설 및 정비 보고 등과 같은 모른

여 볼때에 이와같은 측정오차는 정확한 샘플규격에 오차를 없애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Data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확대시켰다.

와같은 정확도의 측정평가를 돕는 일은 New Mexico의 Sandia Base에 있는 Joint Task

그 외에도 PACAFM 55-25는 모든 보고는 승무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비행단은 각 항공

Force Two에서 한 연구였다. 그들은 항공기 기록체제의 실현성 여부를 결정하는 노력을

기 기장의 CEP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동 계획의 추진은 정확도를 분석하는 일에서

하였고，공격 카메라 사진과 지상에 나타난 탄흔과의 오차 거리측정을 비교하였다. 그들의

부터 지휘 및 통제하는 일까지 완전히 변화되었다.

조사결과 공격카메라를 사용한 무기투하 지점 측정에서 나타난 CEP의 오차는 F-4D가 촬

비행단은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고 동 계획은 실제로 정지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 원인

영한 사진상에는 17ft였고, A 7A에서 촬영한 사진상에는 24ft로 각각 나타났었다.

의 일부는 새로운 복잡성 문제 때문이었고 현재의 주원인은 조종사 문제 때문이었다. 과거

DMPI의 결정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고 측정체제 내에서 가장 큰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

에는 보고를 악명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보고가 개인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고

었다. 그 일례로써 어떠한 특수한 목표물이든지 간에─ 작은 교량과 같은─ 조종사들이 택

있다. DMPI의 표정 (標定)에는 절대로 중요한 협조제도는 없어졌다. 그리고 제출된 Data
는 아주 낮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평가계획에 신속히 양보를 하였고, 본래의 중요한 목적이 정확도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므
로 다시 단순화 조치가 되어 보고는 익명으로 하도록 되었다.
그 외에도 목표물 지역의 수직사진이 필요치 않는 새로운 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DMPI

의 표시 및 모든 측정이 새로이 개발된 축척(縮尺)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시 촬영한 사진으

할 수 있었던 D MPI의 변화가 계속 있었다. 동 측정체제는 Mission Debriefer에게 조종
사가 정확하게 기술한 목표물에 달려 있다.

이와같은 편견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조종사는 무기탄착사진(武器彈着寫眞)을 고찰하

기 전에 자기의 DMPI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조종사는 자기의 폭탄이 명중되었다
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조종사가 그렇게 원한다면 조
종사는 보다 큰 정확도가 입증된 DMPI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로 직접 할 수 있었다. 평가계획에 새로이 소생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짧은 기간동

안에 많은 카메라가 월남에 보급되었고 동 카메라는 F-4와 F-100 및 A-37기 등에 신속하

그러나 다음과 같온 완화시키는 요소들이 있었다.

게 장치되었다. 측정계획은 확대되었고 또한 입수된 Data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월남전이

첫째，만약에 조종사가 자기의 DMPI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평가도 할 수 없다는

끝날 때 최초로 야기되었던 전투기에서 얼마나 정확히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PACAFM 55-25 규정이 있다.

확실히 해결되었다. 여기에는 카메라를 장치한 항공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뒷받침이 되

둘째, 익명 보고인데 이는 정확도를 보다 낮게 표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기준이 제시되었다.

세째, 방어된 지역에서는 폭탄투하 후 기동은 탄착점 관측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확도는 목표물이 처음에 또는 수차 공격당하여 파괴되었든 간에 목표물의 형태와 적

네째, 어느 정도까지 DMPI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만약

의 방공형태에 따라 결정되었다. AAA의 상황에서와는 반대로 SAM의 상태에서 공격할 때

에 목표물이 얕은 강이라면 목표물 아래는 알 수가 없었다.

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도는 고도, 속도 및 강하각의 기능에 따라 표시되었

다섯째, 평가임무에 관련된 승무원들의 정직함이 있었다.

다. 기상의 영향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착도가 각 무기의
형태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측정수치는 놀랄만한 것이며, 그 수치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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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체제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폭탄들이 카메라의 시계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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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러기 때문에 목표물 가까이 투하된 폭탄만이 사진에 타나나게 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월맹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동안에 동시에 똑같은 목표물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비행고도가 넓은 복역(覆域)을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의 카메라 시계(視界) 속에 폭탄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월남전에서는 1~2개의 카메라를 장치하고 보다 낮은 무기투하 고도로 임무를 수행하면

사진상의 복역(覆域)이 적게 나타났다.

이것을 보충하는 일은 조종사가 보다 낮은 고도로 공격하여 보다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

이었다.
하여간에 이와같은 측정체제는 불완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불완전은 그 한
계가 있어서 해결이 가능하였으며 동 Data는 통계적으로 타당하였고 또한 중요하였다.
기간이 5년 이상이 걸렸고 동남아사아에 있는 모든 전술 전투비행단이 참가하였던 이 평
가과정에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동 계획은 본질적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최초에
는 오직 2가 지 문제 즉, 명중시키겠다는 조종사의 노력은 무엇이었느냐?와 조종사가 투하
한 무기는 어디로 투하되었느냐?는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와같은 문제들은 확실히 해결되
었다. 처음에는 무기투하에 대한 전투조건의 노력으로 통찰되었다.
정확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의 Idea를 착상한 사람들이 전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폭격의 정확도에 관한 사실들을 얻게 되었다. 전투계획요소들은 새로이 실증된 정보를 반
영하기 위하여 개조되었다. 그 외에도 미공군의 항공전자공학과 무기 및 훈련에 관한 중대
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전투기에 사용되었던 폭격 조준기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

◎ 암호의 원조는 「줄리어스 시저」

북괴 간첩이 잡히면 대부분 그들의 휴대품 가운데 난수표(亂數表)란 것을 갖고 있다.
이 난수표란 간첩들의 암호문이다. 간첩들도 암호를 쓰지만 근대 전쟁에서는 군사기
밀의 누설을 막기 위해 또한 암호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 암호의 원조는 의외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로마시대의 그 유명한 「줄리
어스 시저」인 것이다. 그는 E를 A, F를 B, G를 C로 하는 식으로 알파벳을 4자씩 아래
로 내려서 암호문을 만들었다.
CAESAR(시저)는 GEIWEV로 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동정상환자표(移動正常換字表) 또는 원조의 이름을 따서 「시저」환자
표라고 부르며 암호작성의 기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저」이래 이탈리아는 암호 연구의 선진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독일, 프랑스에서도
성행되었다.

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즉, 잘 방어된 전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치 못하도록
제작된 장비임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은 장비의 개조가 이루어졌고 개조된 장비들은 효과
가 있었다.
주로 비유도 폭탄과 같은 무기들은 “Smart Bomb”로 대치되었고 이와같은 “Smart
Bomb”는 특수 목표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도가 좋은 무기임이 평가되었다.
또한 훈련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보다 높은 고도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경사가
보다 급한 각으로, 또 각종 공격 형태로, 보다 유사한 전투조건으로 훈련을 하였다. 결과적
으로 동 평가 계획은 무기 사용에 대한 큰 효과를 얻었고 어느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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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보호용(航空母艦 保護用)
- S-3A Viking기(機)의 고찰(考察) -

대체로 S-3A Viking기가 수행하는 미 해군의 「VSX 개념」은 항공모함이 자기 자체 방위
와 해상지역 또는 수송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이 기동부대의 접근을 알아채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적 잠수함이 해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적 잠수함의 종류를 판별하

는 능력을 가진 대잠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항모에서 이륙하는 대잠 헬리콥터(HS)가 70

마일의 작전수행 구역을 가지는데 비해 S-3A기는 수백마일의 구역을 담당한다. VS(대잠
항공력)의 임무는 PS기와 P-3 Orion기 같은 육지에 기지를 둔 장거리 ASW 항공기가 맡

아야 한다고 거론되어 왔으나 VSX는 자기 자신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952년형의 「빈타지」S-2 「Tracker기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 해군의 「VSX
개념」은 1964년에 Nimrod기와 p-3c「오리온」기들이 계수형 전술시스템과 잠항하는 잠수
함을 추적하기 위해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 최초의 능력을 가진 후부터 큰 진전을 보았다.

김남기(金南紀) 역(譯)

예전의 항공기들은 접촉이 없는 한 단지 해상표면만을 탐색할 뿐이었다. 「VSX」(대잠 능력)

를 원하는 요청은 1966년 말에 작성되어 1968년 말 항공기 산업에 그 제안을 위한 요청이

보내졌다.
최초에는 「구루만」사, 「제네랄 다이나믹」사, 「노스 아메리칸」사 ,「더그러스」항공기사 ,
「록히드」사 및 LTV 사가 7개월 동안 계획 연구에 경쟁을 벌여 G. D사와 「구루만」사는

◎ 항모의 방패 S-3 A기

IBM을 ASW시스템 리이더로 채택했고 「록히드」사는 LTV와 Univac사와 팀을 짰다. 「록
히드」사는 LTV사가 아직도 유력한 항모 중심의 분야에 새로운 동업자를 발견했다. GE의

미국 해군이 세계 어느 곳의 해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해운 항로를 보호하는 실력에 대

TF34 「터보」엔진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장비로 되어 있는 모 엔진을 위한 「아리슨」회

한 가장 잠재력 있는 위협은 소련 잠수함의 수적 증가, 성능면의 빠른 진보와 전반적인 증

사의 제안에 대항하여 별도의 경쟁을 벌였다.「록히드」사의 팀은 그 별도 경쟁에서 승리했

강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국방비용 새로운 병기가 철저히, 또 재차 정당화 되어야만 사용

으며 「록히드」사가 C-SA「갤락시」제작에서 손해를 보고 있던 중 「맥나마라」국방장관이 영

되게 되었으니 현존하는 병기는 그 실용성에 대한 의심을 면치 못한다. 또한 미 해군의 「대

감을 준 전체적 개념 이후 최초의 항공기제작 프로그램 인 S-3A기 제작은 이익추구적인 계

잠 특수항모」(CVS)는 1965년의 9대에서 1973년은 0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정 날개의

약과 함께 고정된 가격조건으로 1969년 8월 1일에 전면적 개발이 발주되었다.

있다. 강력한 CV-60 Forrestal급기와 더 큰 CVN-70 Nimitz급기는 A-7기의 격추기로서

의 개발항공기를 위한 것이고 나중의 5개는 인플레이션 조건을 협상한 고정가격 아래 함대

뿐 아니라 폭탄을 적재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며 ECM과 정찰, 조기경계 및 통

사용을 위한 179대의 작전용 항공기를 취급한다. 개발항공기 중 5대는 다시 장식되어 최

제요소를 가진 항공기로는 F-14요격기와 S-3A 대잠항공기 등이 있다.

종 작전용 기를 184대의 전대로 만들기 위한 훈련목적으로 배달된다. 부가적인 부문의 주

「대잠수함항공기」(VS) 는 새로운 Task Force 항모 함대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존재하고

S-3A기의 전 프로그램은 8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처음의 2개는 제6부문과 제2부문

현대의 해상 공중 기동부대는 적은 수의 전투함정을 요구하나 바다 밑에서, 해상에서, 그

문은 최초 비행, 최초 ASW사명과 미국 해군의 감독국과 관제국을 위해 준비된 항공기의

리고 공중의 위험지구에서 자체의 전력을 보호할 수 있다. S-3A 기는 이 새로운 전황에서

배달과 같은 프로그램의 이정표를 완수하는데 달려 있다. 모든 중요 이정표는 그 중 단 1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록히드」 제작회사는 S-3A기가 현대전에서 항공모함을 구출

개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지켜졌다. 45대의 항공기를 위한 제6부문은 지난 달 스케줄대

한다는 장담을 하게 끔 되어 있다.

로 진행되었다. 그때 40대의 S-3A기가 전달되었으며 추가적 8대가 비행테스트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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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 해군의 훈련편대기인 VS-214는 해군 항공대 기지에서 금년부터 작전비행을 하고 있
으며 최초의 작전기인 VS-41기는 1975년 중반에 최초의 항모 대동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훈련의 대부분은 완전하며, 추운 기후의 시련을 견디는 훈련계획은 추진 중에 있다.
Singer-Link비행과 탑승원 훈련모의 장치는 「노스」섬에서 사용 중에 있다. 2개의 소규모
항모 소속부대는 완성되었으며 약간의 잔류적인 손질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산업상1로 S-3A기 제작에는 「록히드」사가 주계약 체결자이고 제작되는 항공기를 조립
하여 테스트하며 이 Viking기의 70%를 조달하는 부속계약자로 되어 있다. LTV사는 항공

급강하하여 내려갈 때 정해진다.

주되는 탐색탐지기로는 최후의 확인을 위한 MAD(Magnetic Anomaly Detection: 자석

부설탐지기)와 전방을 내다보는 자외선 장치(Foward Looking Infrared)와 적의 전자방사
를 색출하고 판별하기 위한 ESM(전자지원장치: Electronic Support Measure)가 있다.

SONAR(수중음파탐지기: Sound Navigation Range), MAD, ESM, SRS와 레이다 주사변

경(Radar Scan Conversion)은 컴퓨터에 의해 걸러지며 이 컴퓨터는 접수된 신호를 결합해
뜻을 알아내고, 배후의 소음을 뽑아내고, 우방과 적군으로부터 나오는 연락흔적을 기록한

기 틀의 설계, 시험 및 제작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 중 비용의 담당은 「록히드」사가

기록부의 결과를 비교한다. 모든 탑승인원은 그들이 선정하고, 평가하고, 편집하며 정보를

41%, LTV사가 21% ,「유니박」사가 7%이며 GFE를 빼놓은 부속계약자들이 31%를 맡고 있

전달하는 전자전시기구를 갖고 있다. 종이, 연필과 머리 속 암산의 시대는 지나갔다. 착륙

다. 실제 제작은 「록히드J사가 29%, LTV사가 24%, 「유니박」사가 10% 그리고 나머지 회사

후에 비행임무가 제시될 수 있는 녹음테이프와 색출된 새로운 전술정보는 도서관 또는 기

들이 37%를 담당한다.

록부에 기 입 된다.

총 47%를 차지하는 「유니박」사와 기타 회사들의 제작품은 S-3A기와 같은 시스템에 기

S-3A기가 적재하지 않은 시스템은 핵 잠수함에 대해 필요없는 이온화된 배기 가스탐지

초를 둔 항공기에 있어서 항공전자공학과 기구들의 우월성을 보여 준다. 항공전자공학을

기와 공격용의 고정된 카메라 및 서치라이트이다. 서치라이트는 해상의 적함에게 비행기를

항공기에 부가적 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사이나 S-3A기는 우선적으로 항공전자 시스템이

맞추게 하는 표적이 되며 준비없이 센 광선에 배가 노출되면 밤눈을 되찾기 위해선 반시간

고 둘째는 하나의 항공기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새 항공기가 S-2 Tracker에 비해 477kt대

이나 걸리므로 해상무역선들은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

160kt의 비율로 작전지구에 탐 지시스템을 신속히 운송하는 것이다. S-3A기는 해발 4만피

무장면에서 S-3A기는 4개짜리 선반의 내부 무기고에 MK46어뢰와 심해폭탄 파괴기 및

이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S-3A기의 지구력은 높은 측관엔진 덕분에 모든 고

특수 핵무기를 보유한다. 모든 Viking기는 날개 밑 지시탑을 가진 채 이 밑에 외부 연료탱

도에서 동일하며 적재량은 구식기에 반해 많이 진보되었다. 그러나 운반량은 꽉 짜여 있어

크, 폭탄, 껍데기 폭탄과 로케트발사기를 달고 있다. 현재 고객이 되고 있는 서독 해군을 위

효과성에 있어서 10배의 증진에 비해 단지 8%의 항모갑판 여지를 차지한다.

해 「하푼」미사일을 수송선 파괴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 3만피이트 상공에서 탐색

무기의 방출 또는 투하는 미리 선정된 폭탄의 자동방출과 함께 컴퓨터 접근, 방출 그리
고 해상 투하지점과 충격점 예상을 하게 되어 있다. S-3A기에는 육안으로 표적을 겨누는
장치가 없다.

컴퓨터 기구를 장비한 P-3C기는 해상에 돌입하여 외부의 지원없이 해저수색을 한다.

자체의 시스템은 조종사가 언제 무기창 문을 열고 속도를 줄여야 하나를 지시해 준다.

모든 미국의 ASW 항공기들은 위치 지적과 연쇄적인 공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외부 암시

이 모든 것은 물론 Univac사와 그 외 다른 부속품 보급회사들이 계수형 콤퓨터 능력과 굉

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S-3A기는 스스로 적합한 장소를 지적해내며 목표물 위를 비행하

장히 가벼운 알미늄 기구 등을 제공해 준 노력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유니박」사의 1832

지 않고 자신의 음향부표를 흘러보내어 작동 시키는 SRS(Sonobuoy Reference Sy-stem)

형 콤퓨터는 S-3A기를 위해 특별히 건조된 것이다. 강철기구로는 2,300와트를 소모하는

를 갖추고 있어 3만피이트 상공에서 탐색이 가능하다. S-3A기는 자료링크를 가지고 자신

410파운드의 기계가 있으며, 131개의 기초지시가 있는 다수과정기구와 32개의 단어조작

의 전술적 정보를 해면의 함정이나 다른 항공기에 전달해 주거나 기지에 도착했을 때 딴

기계 등이 있다.

S-3A기에 전해주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탐색을 숨기는 일이다. 이 결정은 자동식 콤

부속품 기술은 중간 크기의 융합된 배선과 트랜지스터의 논리를 포함한다.

퓨터 조정을 최고도로 이용해 최종의 장소 파악과 공격진입을 위해 2분 내에 3만피이트를

이것은 잠재력 있는 예술적 경지에 속하는 정밀기계이다. 이 기계는 4개의 통합된 전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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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터미널을 가지고 21개의 병류의 과정을 지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갖고 있다.

혼자 다른 2개의 전자전시기구를 갖고 한 번에 16개의 음향부표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처

이 기계는 1초당 6백만 조각을 다루는 단 하나의 이중선의 고속배선을 통해 18세트의 기구

리한 것을 한 눈에 보고 또 전반적인 전술상황을 중계한다. 전술조종사는 잠수함을 잡는

를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이 현재까지 어떤 전술 항공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반 목적의 가

작전을 지시하고 모든 투입 자료를 종합하고 서로 비교하여 적 잠수함의 위치를 결정지어

장 포괄적 응용과 실제시간의 계수형 콤퓨터 프로그램을 가진 S-3A Viking기의 특징인 것

공격계획을 짜낸다.

이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3가지형이 있다. 「작전용 프로그램」은 탑승원과 함께 비행하며 전
술적 산출을 조정한다. 「무기시스템 지원 프로그램」은 사명 완수를 위한 지리적, 수로적 조
건 및 우방과 적의 음향장치와 전자사인, 무선음향부표와 운반되는 무기들의 특성 등을 기

S-3A기는 구조상 단좌석의 비행기로 생각될만큼 시스템이 간단하고 간편하나 주콤퓨터

에서 나오는 지시에 고도, 속력, 자동「스로틀」(Throttle), 공격 각도 등을 정해주는 보조역
할의 「벤딕스」 ASW 31 자동 조종사를 갖고 있다. 이 자동조종사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

록한 자료 초안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은 상황 후 보고, 훈련과 전술도서관에 첨부

기 위해 비행 전에 집단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된다. 그러므로 이륙 후 즉각 전

물 등을 위한 임무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쓰인다. 최후 2종의 「시스템 시험 프로그램」은

술조종사는 최초의 비행목적 지점을 정하고 정조종사가 전술부문에 일 할 수 있게 자동조

함상에서 비행 전 또는 비행 중 전 시스템의 가동 또는 불가동을 결정짓는데 또는 전자기준

종사가 비행회로 조정을 맡게 한다.

치수(Module) 단위까지 불가동의 결함지적의 미비를 진단하기 위해 쓰인다. 탑승원들은 가
장 자주 필요한 예비 「모듀울」을 운반하며 비행 중 고장시에는 대체 수리를 한다.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콤퓨터 기능은 많은 실수를 하고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 넓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눈큼이 짜여진 제동장치가 있다. 연습목적을 위해 공중에
서 전술적인 이동과 결정을 연습하게끔 녹음된 실제 탐지반응기가 있다. 같은 내용의 정보

S-3A기에 있어서 주요 탐지시스템은 수중음파탐지기이다. 이것은 탑승원이 바다의 소
리를 빨아들여 잠수함의 싸아 싸아하는 비밀성 소리를 걸러낸다. 로파의 저주파수 분석
과 녹음부표(Recording Buoy: SSQ-41)는 지금은 구식으로 여겨져 Difar의 지시적 피동
부표로 대체되고 있다. 공격 전 최종 위치결정에 쓰이는 능동부표로는 Cass(SSQ-50)와

Dicass(SSQ-62)가 쓰인다. 어떤 부표는 수중에서 그들의 수중경청기를 300피이트에서 30

는 지상의 탑승원 모의장치를 통해 전달된다. 정비를 위해서 S-3A기의 항공 전자 시스템은

피이트로 낮춘다. 자체 콤퓨터는 3만피이트 상공에서도 각종 부표의 착수지점을 산출해

「이너셜 항해기」와 레이다 부분을 빼고 CV항모가 F-14기와 E-2C기를 함께 봉사하는 해

낸다.

군의 VAST와 비교할만하다.
S-3A기의 많은 부분이 해석적이고 계산적인 작업이므로 이들은 라인상의 산출과 도표
또는 서면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전시되므로 S-3A기가 네 사람이 7시간을 뼈 빠지게 일하

ASW시스템 개발상의 가장 큰 위험은 항공체 전역에 13개날의 Aerial의 모형을 통해서
정상무선음향부표의 신호를 접수하는 VHF「인터페로미터 기술을 사용하는 네모난 상자의
무선음향 부표 참조 시스템(SRS)과 각 무선 음향 부표의 위치를 지적하여 그것의 표류를

는 작업의 최선의 대체방법으로 등장했지만 네 사람에 의해 되는 복잡한 작업을 간단한 작

기록하는 주 콤퓨터 안의 「칼만」형제 계산방법이다. 이것들이 3만피이트에서 보여지지도

업으로 전환, 즉 일의 정밀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임무와 탐지기들이 깨끗이 정리 되

않고 들리지도 않게 하는 기구들인 것이다.

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일단 무선음향부표의 모형이 선정되고 콤퓨터에 의해 진수되고 Sonobuoy Reference

탑승원들은 조종사이며 Mission Co-mmander이며 전술조종사(TACCO: Tactical

System에 의해 장소가 지적되고 작동되면 S-3A기의 31개의 수신기들은 들어오는 신호들

톨링 볼, Symbol Controlles(상징 조종 기구) 그리고 Key Board에 의해 수행된다. 조종사

루어져 계수형의 모형으로 전환되고 드럼 창고에 저장되고 걸러진다. 스펙트럼은 분석되어

Coordinator)며 탐지기기사(Senso: Sensor Operator)이다. 이 네 가지 기능은 전자전시와

을 다루기 시작한다. 16개의 Multiplexer는 16개의 부표로부터의 신호를 분리하여 잘 다

의 전시는 그가 자기 행동을 중계하고, 주요 지휘명령을 접수하도록 전술적 상황을 도표와

그 내용물이 뽑혀져서 16개의 도표음향흔적의 시리즈로 탐지기의 튜우브 얼굴에 전시된다.

서면의 형태로 보여준다. 약간의 조종역할과 기정업무의 시스템을 돌보는 한편 부조종사

이것은 별개의 콤퓨터인 음향자료 처리기에 의해 전시된다. 유입되는 신호들은 콤퓨터의

는 또한 항해사이며 비음향적 탐지기를 작동하며 광범위한 통신을 관장한다. 탐지 기사는

자료통과 비교되어 새로이 고쳐지며 탐지기는 여러 차례의 부표회신에 의해 식별할 수 있

주로 수중음파탐지 시스템을 돌보나 다른 탐지기를 작동하기도 하고 연락도 취한다. 그는

는 모형을 탐지해낸다. 끝으로 주 콤퓨터의 피동음향분류 프로그램은 함대 범위로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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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양초계로부터 축적되는 녹음테이프 도서실에 비축된 소리 모형들을 비교한다. 피동청

해 낸다. 상당한 출력의 통신능력이 이런 탐지기들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된 주파수

음단계가 활발한 타동적 위치확정단계로 들어갈 때 청각자료 처리 기구는 목표물 위치를

는 UHF와 HF인데 HF는 1㎾ 전력에 28만 회로를 가지며 UHF 시스템은 평범하고 안정된

산출해낸다.

목소리를 잡는 조정앰프수를 맞출 수 있고 Link 4A라고 불리우는 후원항모 착륙인도를

S-3A기의 다른 탐지기들은 비음향적 기구로 구분되나 그들 중 몇 개는 주 콤퓨터를 모

위해 접수용의 주파수 변동의 요소와 자료의 분명하고도, 안전한 전달을 위한 주파수 조정

형식별과 도서실 비교용으로 사용한다. IBM-47 전자지원조치 시스템(Electronic Support

이다. Link 11이라고 불리우는 주된 자료전달기구 시스템은 콤퓨터의 정보저장에 큰 요구

협의 정도를 확정지어 평가하고 다시 부조종사나 탑승원의 전시판에 도표로 나타나는 상

S-3A기는 링크 4A와 마찬가자로 1분당 2대씩 항공기를 자동적으로 항모갑판에 착륙

황을 전시하기 위해 그 신호들을 비축된 도서실의 기록과 비교하여 그 방향을 탐색해 낸

시키는 SPN-10/42 레이다 자동착륙시스템을 위한 수신기를 가지고 있다. 전술적 상황은

다. 콤퓨터를 사용하는 또 다른 피동시스템은 S-3A기의 후미로부터 돌출하는 19피이트

자연스럽게 지상의 기지에 보고되어야 한다. S-3A「바이킹」기가 종합적 항해 시스템을 갖

Measure: 이것은 피동적 ECM이다)은 광주파 스펙트럼으로 보내는 신호를 접수하고 위

의 움츠러지는 「붐」(Sensing Boom)을 가진 Taxas 도구 ASQ-81 자석이상탐지기(MAD:
Magnetic Anomaly Detector)이다.

를 청하는 과정인데 자동적으로 자료를 서면화하여 HF나 UHF에 전달해 준다.

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다. 주된 요소는 「리톤」사의 ASN-92 항모항공기 「이너

셜」 항해 시스템이다(CAINS: Carrier Aircraft Inertial Navigation System). 이것은 항모

후미 구조는 자석적으로 청결하며 필요치 않은 자석현상을 억제하는 9개 조문의 「콤팬

의 IN시스템으로부터의 자료링크에 의해 항해치 않고 있는 항모의 갑판에 신속하게 가담

세이터」가 있다. 항공기 자세 변화를 위한 자동 교정기구와 자동조종사의 MAD 비행 「모

한다. 이때 자료링크의 연결이 다르게 되면 항모에 착륙이 느리고 어렵게 된다. 또한 부가

드」가 있다.

적으로 ASN-92는 비행 중 연결이 되는데, 이는 함대 라디오 침묵시에 참으로 유용하다.

접수된 자석 흔적은 Display에 점이 찍혀지며 주 콤퓨터에 처리되어 접촉이 신속히 추정
되고 거리와 베어링이 뽑혀지도록 해석되어 전시된다. MAD는 낮은 단위로부터 최종의 위
치확정과 분류 보조로서 사용된다.
S-3A기의 탐지기 중 2개의 사실상 시각적인 것이 아니면 시야적이다. 피동적인 것

정규적 항해는 과정이 끝난 산출정보를 전술 및 비행시스템에 집어넣는 주 콤퓨터는 「라

이안 도플러 레이다(Ryan Doppler Radar)」에서 나오는 속도산출량과 IN 신호를 집어넣
는 것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CAINS는 자기 자신의 콤퓨터를 가지며 주 콤퓨터 상태와 상

관없이 항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환은 「리어 시글러」자세와 AHRS (Attitude and

은 전시관에 텔레비전 영상처럼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방관측 적외선 기구이다(FLIR:

Heading Reference System), 쌍나침반 그리고 「벤딕스」쌍계수 항공자료시스템을 통해

장치를 가진 원거리 「줌」렌즈를 통해 본다.

S-3A기가 APU 「스타트」에서 지상이륙을 할 때까지는 30분이 걸린다. 이륙 시에는 운전

Forward Looking Infra-red). 이것은 정상의 15도에서 20도의 원추형을 보거나 자동초점
FLIR은 물론 어둠 속에서 볼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안개, 아지랭이를 뚫어볼 수 있다.
이것은 사방을 둘러볼 수 있으며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한다. FLIR은 열을 추적하여 잠
수함 또는 함정의 엔진이 꺼져있나를 알아낸다.

된다. 양 기구는 보통 비행기구로서 작동하여 IFF/SLF는 고도보고 시스템을 도와준다.

테이프가 실려야 하고 비행 전 테스트 정규점검이 끝나 있어야 하며 CAINS가 연결되어 있
어야 한다.
기체를 위한 경금속 개발과 합성은 S-3A기 개발프로그램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능동의 시각탐지기는 방사선의 주사가 탐지될 수 없고 또 상관없을 때 사용되는 APS-

의 하나였다. 「유니박」사는 Rye Canyon에 특수 경금속실험소와 생철 시설을 건설했다.

116 코레이다이다. 레이다는 보통 주파수 기민성을 가진 240도의 전방 범위를 주시한다.

동시에 비행 및 정비훈련원들이 육성되었고 P-3A기는 미 해군에 의해 1971기년에 비행시

그리고 장거리의 시계를 가진 항해탐색 또는 해상표면 탐색 모오드를 가진다. 사진은 텔레

험베드로 개조되었다. 최초의 모의장치는 1973년 12월에 접수되었고 최초의 정비훈련기는

비전 형태를 가진 연출을 위해 주사된 것이 영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APS-116은 평온한

1974년 2월에 완성되었다. 경의의 순간은 「록히드」사가 미 해군에 항공기에 대한 모든 발

바다에서 잠수함의 전망대를 발견할 수 있고, 거칠은 바다에서도 짧은 거리 내에서는 대단

행물, 여분의 자원과 훈련기능을 이전한 1974년 말이었다.

히 밝은 연상을 보이고, 500r.p.m으로 회전하는 빠른 주파수를 가지고 작은 함정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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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문제에 대한 아주 교묘한 해결책이 된다. 기체는 장비로 꽉 메워져 있지만 거의 모

보조와 축적되는 주 착륙장치를 형성하고 전 항공기 뼈대의 가장 큰 단일부분이 된다. 착

든 것이 사다리 없이 손에 닿게 되어 있고 주된 임무의 전자기구는 비행 중 사용 가능하다.

륙장치는 항공기의 무게가 거의 같은 LTV A-7기의 개조형이다. 코, 발끝의 항모의 비행기

공기 역학적으로 15도의 「쿼타 코오드」의 뻗음은 매우 온건하나 허용할 수 있는 속도는

사출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447kt에서 80kt의 정지속도에까지 거의 6:1의 한계를 취급한다. 낮은 고도의 탐색 속도는

사고 발생시 탑승원의 탈출은 벗겨지는 천장뚜껑을 밀치고 로케트추진의 힘으로 탈출시

풍파의 격돌없이 60도의 경사를 2g으로 끌 수 있게 퍼진 일단제 보조익을 가진 160kt이다.

키는 「맥 도날 더그러스』사의 Escapac IE 좌석에 의해 된다. 지휘관의 탈출시 뒷좌석이 앞

S-3A기는 함대에서 가장 민첩한 비행기로 명성을 얻고 있다. 후미의 날개가 짧은데도 안정

좌석의 탈출 0.5 초 전에 먼저 튀어오른다.

성이 좋다. 100kt의 속도로 항모를 접근할 때 구체적인 평행유동선은 항모에 착륙시 사고

S-3A「바이킹」기의 비행체 구조의 미래의 개조는 분명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ASW 역

가 전혀 없었던 A-6 Intrude r기에 기초를 두고 제작되었다. 그 결과는 아주 활기찬 끝손

할에 5만2천 파운드의 중량 마진이 있는데 그 중 1/3은 콤퓨터 저장 여분의 능력이고

질이고 날개 위의 하경선회능률을 좋게 하는 Spoiler는 억제되었다. 단순한 프로펠러의 앞

Omega는 항해 기구로 추가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예비기구의 저장소도 만들어져 있

쪽 늘어짐은 「파울러」식 보조익과 혼합되었다. 두 보조익 중 하나는 전동식이고, 다른 하
나는 수압동력으로 운전된다. 조정은 해안기지의 도착에 편리하고 적합한 수동전환장치를
가진 복식동력 「부스트」이다. 날개 접는 주축은 높이를 낮추기 위해 접혀졌을 때 나란히 겹
치는 외부 날개 널판이 서로 맞게 각도가 짜여져 있다.
「스포일러」부분은 날개 위와 밑에 장치되었고 보조익처럼 각각 다르게 펼쳐있다. 정규연
료탱크는 고정된 중앙 날개의 Torsion통 속에 짜진 2개의 복합탱크에 달려 있다. 외부탱크

다. 이미 선정된 것은 날개 앞에 70인치 「플러그」가 끼워지는 COD장치(Carrier onboard

Delivory)이다.

탑승원과 항공전자기구의 방과 무기고 등은 여객과 화물을 위해 정해진 공간에 들어간

다. 아주 새로운 동체를 가진 COD장치제안은 거절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ECM(Electronic

Computing Measures)과 AEW장치가 설치될 것이다. 서독 외에도 S-3A기의 미래의 좋은
고객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는 무기지시탑에 달려 있으며 공중급유파이프는 그것의 틀에서 전면에 돌출되어 있다.
환경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후미 기체에 집중되어 있다. 탑승원 선실의 고도는 셔츠
를 걷어올리고 일하는 환경권인 11,500피이트에서 4만피이트까지 차츰 높혀진다. 임무의
전자기구들은 각 상자 안에 찬벽을 데우기 위해 합성 냉각 송수관을 가진 특별 선반 위에
올려져 있다. 부분 바람이 엔진과 날개와 꼬리 부분의 어느 것을 막아주는데 쓰이므로 상
당한 양의 공기가 필요하다
전력은 75KVA짜리 엔진이 있는 발전기와 5KVA APU로서 공급되는 490Hz의
115~120V이다. 수압은 1평방인치당 3천파운드이다. 구조상 S-3A「바이킹」기는 직선이다.
날개는 기계 상부와 하부 표면에 기초를 둔 Torsion상자이다. 한 대당 9,280파운드의 추
진력을 주는 GE사의 TF34-GE2「터보 팬」 엔진은 발전소가 30분에 바꿔질 수 있도록 신
속 방출장치도 지시탑에 달려 있다.
LTV사의 경험에서 크게 덕을 보는 기체는 코부분에서 뒷꼬리에 이르는 이중내용골과
90톤의 중량을 적재하고 방출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날개 상자 전면은 튼튼한 기
체의 측면 널판의 손잡이를 부축해주나 주된 날개 중량은 날개상자의 뒷면과 나란히 선
육중한 그리고 기계화 된 동체 틀에 의해 부축된다. 이 형태는 후면 압력의 큰 부분과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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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 섭(鄭雲燮)

<방위성금 팬텀기 헌납>

<용 꿈>

저 친구 신년 초부터 기상하자마자 어디로 가는거야!

온 국민이 저 정도니 올해도 남침하긴 틀렸군!

<긴급축하>

노총각 김대위가 진급하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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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하는 해>

김 대위님 새벽부터 웬 일이십니까! 올해는 최선을 다하는 해야! 그래서
나의 님을 사랑해 주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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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주의(主義)의 종교(宗敎)비판(批判)과
기독교(基督敎) 신앙(信仰)

마르크스 주의(主義)의 종교(宗敎)비판(批判)과 기독교(基督敎) 신앙(信仰)

「마르크스』의 종교비판(宗教批判)은 역시 「포이에르바하(L.Feuerbach)」에게서 배운 점이 많

다. 「포이에르바하」는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별(區別)치 않고 비판(批判)했다. 그는 하나님이 사

람에게 사람이 되었다(Deus Homini Homo)는 기독교의 성육신의 교리(教理)를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었다(Homo Homini Deus)로 바꾸어 생각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人間)이 바라는 것

을 투사(投寫)해 놓은 것에 불과(不過)하다고 했다. 따라서 「포이에르바하」에게서는 「칸트」(Kant)

가 구별(區別)했던 것처럼 종교(宗敎)와 윤리(倫理)의 구별(區別)은 사라지고 윤리(倫理)만이 남게

목사(牧師)

김두식(金斗植)

되었는데, 그 윤리(倫理)도 결국(結局)은 무제약성(無制約性)이 애매해지고 선(善)과 유용성(有用
性)이라는 범주도 희미해졌다. 만일 종교(宗教)가 망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인간(人間)의 욕구불
만(慾求不滿)의 투사물이라면, 그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問題)는 전혀 뜻이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하」의 종교비판(宗教批判)을 인계받았다. "인간(人間)이

종교(宗教)를 만드는 것이지, 그 종교(宗教)가 인간(人間)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기(初期)

의 「마르크스」사상(思想)에서는 「포이에르바하」가 크게 작용(作用)한다. 「포이에르바하」 외(外)

독일(獨逸) 개신교(改新教) 「아카데미」에서 위촉(委囑)한 소위(所謂) 「마르크스」주의(主義) 위

에는 자유(自由)와 진리(眞理)에 도달(到達)할 길이 없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포이

Gollwitzer)」교수(教授)가 1958년 10월 2일과 1959년 3월 3일에 각각(各各) 연구발표(硏究發

적(非歷史的)이고 비변증법적(非辯證法的)이다. 또 그에게는 회심(回心)도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

원회(委員會)(Marxismus Kommission)가 주최(主催)한 두개의 강연회(講演會)에서 「골비처(H.
表)한 것을 보충(補充) 정리(整理)해서 낸 글이 「마르크스」주의의 종교비판(宗教批判)과 기독교

신앙(基督教信仰)이란 것인데, 여기서 그 내용(內容)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책은 기

에르바하」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포이에르바하」의 인간(人間)은 추상물(抽象物)이요, 비역사

는 것이고, 따라서 종말론(終末論)이 결여(缺如)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마르크스」는 종교(宗教)

를 심리발생적(心理發生的)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발생적(社會發生的)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독교(基督教)와 「마르크스」주의(主義)와의 대화(對話)에 있어서 선구자격(先驅者格)인 「바젠」의

그는 종교(宗教)가 발생(發生)할 수 있는 여건(與件)을 갖추고 또 그런 종교(宗教)가 필요(必要)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종교(宗教)를 반대(反對)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및 「레닌」도 반

였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종말론(終末論)이 대두하는 것이다. 「포이에르바하」에게서는 종교비

教) 반대론(反對論)이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일차적(一次的)인 관심(觀心)은 아니다. 공산주의(共

비판(宗教批判)이 변두리로 몰려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종교반대론(宗

아직도 공산권(共産圈) 안에서 제거(除去)도 동화(同化)도 되지 않고 건재(健在)하고 있는 유일

타난 것 이다.

「프리츠리에브(Fritz Lieb)」교수(教授)에게 70회 생신기념(生辰記念)으로 헌정(獻呈)된 것이다.

대(反對)했고 그 후의 공산주의(共産主義)에서도 종교(宗教)를 반대(反對)한다. 그러나 종교(宗
産主義)는 소위(所謂) 인생고(人生苦)를 해결(解決)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라고 본다. 그런데

(唯一)한 ‘객관적(客觀的) 정신(精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종교(宗教)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주의(共産主義)에 있어 서도 종교(宗教)는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종교(宗教)의 시대(時代)는 지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주의(主義)가 생각해 낸

것이아니다. 이런 생각은 이미 영국(英國)의 이신론자(理神論者)들 및 「꽁뜨(Comte)」에게서 배
운 사상(思想)이며, 계몽기(啓蒙期) 사상(思想)에 관련(關聯)된 것이다. 계몽사상(啓蒙思想)이라

면 현대정신(現代精神)의 의식과정상(意識過程上) 첫번째 정점(頂點)으로서 기독교와 대립적(對

立的)으로 계시(啓示)와 이성(理性), 신앙(信仰)과 지식(知識), 성속(聖俗)의 구별(區別) 등(等) 대

한 사회(社會)의 상태(狀態)를 극복(克服)하기 위하여 혁명적(革命的) 행동(行動)에 호소(呼訴)하

판(宗教批判) 그 자체(自體)가 그의 사상(思想)의 중심(中心)이었으나, 「마르크스」에게서는 종교
教反對論)이 조금도 약화(弱化)된 것은 아니고 도리어 종교박멸(宗教剝滅)의 방향(方向)으로 나

「마르크스」가 종교(宗教)를 비판(批判)하는데 있어서 특히 신관(神觀)을 논의(論議)했는데, 그

는 「헤에겔」적(的) 정신(精神)의 신화적(神話的) 관념(觀念)(Mythologumenon)으로 밖에는 신

(神)의 존재(存在)를 인정(認定)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기(破棄)하고 자연(自然)과 이웃만을
의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휴머니즘」은 자기자신(自己自身)을 상실(喪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主義)가 종교(宗教)를 비판(批判)하는데는 변화(變化)가 없었으나 종교정책(宗

教政策)에는 변화(變化)가 있었다. 특히 「레닌」주의에서는 군국주의적(軍國主義的) 무신론(無神

립(對立)을 빚어냈다. 「마르크스」주의(主義)는 계몽사상(啓蒙思想)에 근거(根據)한 합리주의(合

論)으로 등장(登場)했다. 종교(宗教)와 미신(迷信)을 구별(區別)없이 박멸(剝滅)하는 정책(政策)

性)을 인정(認定)치 않고 다른 사상(思想)과의 병립(竝立)으로 상대화(相對化)되기를 거절(拒絕)

割)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 사회혁명(社會革命)에 방해(妨害)가 되는 존재(存在)라는 것이다. 「마

다. 즉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종교(宗教)를 용납(容納)할 수 없는 것이다.

(理由)는 다음과 같다.

理主義)의 강한 물결을 타고 현대과학(現代科學)에 편승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可能
한다. 이 점은 유유자적하면서 관용(寬容)할 줄 아는 시민적(市民的) 무신론(無神論)과 전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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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택(擇)한 것이다. 종교(宗教)는 사회(社會)의 현상질서(現狀秩序)를 유지(維持)시키는 역할(役

르크스」주의적(主義的)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종교(宗教)에 반대(反對)하고 투쟁(鬪爭)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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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주의(主義)의 종교(宗敎)비판(批判)과 기독교(基督敎) 신앙(信仰)

1. 위
 로해 주는 거짓된 소망(所望)을 부수고 사회혁명적(社會革命的) 행동(行動)에 동기(動機)

(對)하여 싸운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信仰)과 「마르크스」주의(主義)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

成)하려면 종교(宗教)를 박멸(剝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신관념(神觀念)을 자기억

혼히 기독교는 원죄(原罪)를 주장(主張)하는데 대해서 사회주의(社會主義)는 인간(人間)의 선

를 주기 위하여 물질주의적(物質主義的)인 무신론(無神論)은 절대목적(絕對目的)을 달성(達

제(自己抑制) 및 타성에로 이끌어 가게 한다고 한다.

성(善性)을 내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주장(主張)

標)가 달성(達成)된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의 창조(創造) 대신(代身)에 인간(人間)의 자기창

(善)하지 않다고 보고 도리어 나쁜 인간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 나쁜 면(面)은 제거(除去)되어

2. 「 마르크스」주의(主義)는 기독교의 종말론(終末論)과는 달리 이 역사(歷史) 안에서 목표(目
조(自己創造)가 등장(登場)한다.

3. 인
 간(人間)의 활동(活動)은 역사(歴史)의 지배(支配)를 목표(目標)로 삼는다. 즉 자연(自然)과

을 수정(修正)하여 현재(現在) 존재(存在)하는 계급사회(階級社會) 안에 있는 인간(人間)은 선

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도 창조(創造)의 선(善)과 타락의 악(惡)을 말하는 면(面)에서 「마르크
스」주의(主義)와 병행(竝行)한다. 「마르크스」주의(主義)의 계급투쟁사회(階級鬪爭社會)는 기독

역사(歴史)의 법칙(法則)을 인식(認識)하면 력사(歷史)의 지배(支配)가 가능(可能)하다고 믿

교의 구속사(救贖史)와 어느 정도(程度) 병행(竝行)하는 것이 사실(事實)이다. 즉(卽), 원시공산

는 것이다.

의(利己主義) 때문이라고 「엥겔스」는 주장(主張)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쁜 충동(衝動)이 어디서

고 주장(主張)한다. 사회(社會)를 움직이고 있는 익명(匿名)의 권력(權力)을 유지보존(維持保

또 다시 사회변경(社會變更)은 인간(人間)을 선(善)하게 만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기독

있는 것이란다.

Iniquitatis ’라고 생각한다. 「바르트」(K . Barth) 도 악을 부가능(不可能)한 가능성(可能性)으로

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主義者)에게는 세상(世上)의 신비(神秘)가 존재(存在)할 수 없

4. 「 마르크스」주의(主義)의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하려면 사회(社會)를 인식(認識)해야 한다

存)시키는 기능(機能)은 종교(宗教)의 전통주의(傳統主義)와 보수주의(保守主義)가 가지고

5. 「 마르크스」주의(主義)는 개인(個人)을 사회목표(社會目標)를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동원(動
員)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人格的) 관계(關係)는 의미(意味)가 없다. 인간(人間)은 오직 사

회(社會)를 위한 노동(勞動)에만 헌신할 것을 주장(主張)한다. 종교(宗教)는 부필요(不必要)

주의(原始共産主義)에서 계급시대(階級時代)로 타락한 것은 소유욕(所有慾), 권력(權力), 이기주

왔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사회변경(社會變更)이 인간(人間)을 악(惡)하게 만든 것처럼

교에서는 악(惡)을 합리적(合理的)으로 설명(說明)하지 않고 불의(不義)의 신비，즉 ‘Mysterium
보았다.

장래(將來)의 사회(社會)에도 악(惡)은 여전(如前)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종교(宗教), 「마르

크스」주의(主義)는 진보사상(進步思想)만을 고수(固守)하여 기독교 신앙(信仰)과는 다르다. 유토

한 것이라고 한다. 、

피아에 제한성(制限性)이 있다는 것과 「마르크스」주의(主義)의 「메시아니즘」적(的) 요구(要求)와

성(精誠)을 바친 사람에게 오는 복(福)은 내세적(來世的)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그 복

는다. 즉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무신론(無神論)은 현대정신(現代精神)

6. 「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이 세상(世上)에서 완전성(完全性)에 도달(到達)하기 위하여 온 정

는 모순(矛盾)된다. 기독교의 복음(福音)은 인간(人間)의 자명(自明)한 소유(所有)가 아니라고 믿

(福)은 구체적(具體的)이고 물질적(物質的)인 복(福)이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精神)은 물질

에 있어서 자명(自明)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입장(立場)이다. 이러한 무

관계(生産關係)의 반영(反影)이요, 종교적(宗教的) 관념(觀念)은 환상(幻想)이며 종교(宗教)

기독교의 내세소망(來世所望)은 기독교 신앙(信仰)에 대(對)한 하나의 심판(審判)이라고 보아야

르크스」는 기독교를 완결(完結)된 초월성(超越性)의 철학(哲學)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현세

的)인 한(限)에 있어서 공산주의(共産主義)를 반대(反對)하지 않는다는 입장(立場)이다. 그가 공

(根據)가 된다. 유신론적(有神論的) 종교(宗教)는 배격하게 마련이다.

「메시아니즘」을 철폐하려는 것이고, 공산주의(共産主義) 투쟁(鬪爭)이 정말로 사회적(社會的), 정

(物質)의 소산(所産)이요, 의식(意識)은 뇌(惱)의 소산(所産)이라고 하며, 이념(理念)은 생산

와 형이상학(形而上學)은 현실(現實)을 꿈에다 희생시키는 쌍동이 형제(兄弟)라고 한다. 「마

적(現世的) 종말론(終末論)과 「메시아니즘」은 무신론(無神論)을 교리화(教理化)하는 근거

「마르크스」주의(主義)는 「메시아니즘」을 통(通)하여 과도(過度)하게 「유토피아」를 기대(期待)

한다. 기독교는 세상이 개량(改良)된다고 믿지 않으나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사회혁명(社會革

命)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 사상(思想)은 「플라톤」주의화(主義化)한 기독교의
잘못이 었다. 이러한 차이(差異)는 「플라톤」주의(主義)와 「마르크스」주의(主義) 사이에 있는 차

이(差異)이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차이(差異)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信仰)은 이
세상(世上)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회의심(懷疑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망(所望)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믿고 이를 위하여 신앙(信仰)은 불운(不運)과 타성과 망상(妄想)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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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신론(無神論) 때문에 기독교의 보편타당성(普遍妥當性)이 무너졌다. 아편과 압제 이념으로 화한

할 것이다. 「골비쳐」는 혁명적(革命的) 운동(運動)이나 사회(社會)의 진단과 치료가 합리적(合理
산주의(共産主義)에 대(對)하여 반대(反對)하는 것은 다만 ‘혁명(革命)의 종교(宗教)’, 즉 혁명의

치적(政治的) 투쟁(闘爭)의 수준(水準)에만 머물게 하려는 것이며,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종교(宗

教)와 경쟁(競爭)하는 상대자(相對者)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뿐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 투쟁

(鬪爭)을 분쇄하는 것은 종교(宗教)의 임무(任務)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반대(反對)되는 정치(政
治)가 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절대주의(絕對主義)로 기울고, 다른 종류(種類)의 확신(確信)을 용납(容

納)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共産主義)가 「메시아니즘」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장점(長點)이 아니

라 약점(弱點)이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려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대
로 내려버 두는 것이지 결코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종교비판(宗教批判)처럼 기존사회(旣存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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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를 유지(維持) 보존(保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信仰)은 항쟁(抗爭)과 박멸(剝滅)
뿐만 아니라 인내(忍耐)와 헌신도 필요한 것이다.

종교(宗敎)비판(批判)

기독교와 무신론(無神論)과의 만남세 있어서 특기(特記)할 일은 사회주의(社會主義)에서 「메

시아니 즘」으로 넘어가는 소망(所望)은 결국(結局) 기독교적 신앙(信仰)에 근거(根據)를 둔 것이

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所望)은 결코 예후판정(豫後判定)이 아니다. 기독교도 고칠 수 있는 것
은 고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世界)를 자족(自足)한 것으로 보고 있

으나 인간(人間)은 항상(恒常) “세계(世界)가 우리에게 충분(充分)치 못하다”고 외친다. 「메시아

니즘」이 신관념(神觀念)을 부인(否認)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세계(世界)

는 자족(自足)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세계해명(世界解明)이나 현존재(現存在)의

의미(意味)를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存在)가 불필요(不必要)하다고 하면서, 신관념(神觀
念)이 생길 위험성(危險性)에 대비(對備)하여 하나님의 현실성(現實性)은 불가능(不可能)하다고

주장(主張)한다. 현재(現在) 과학(科學)도 만일 폐쇄된 체계(體系)로 발전하면 과학적(科學的) 명

목사(牧師)

제(命題)는 교리적(教理的) 존재론적(存在論的) 의미(意味)를 갖게 된다. 「마르크스」주의(主義)가

김종호(金鍾浩)

단순히 사회적(社會的), 정치적(政治的) 내지(乃至) 과학적(科學的)인 주장(主張)으로 끝나지 않
고 절대화(絕對化)하여 종교(宗教)를 대신(代身)하고자 하는데 문제점(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마르크스」주의(主義)와 만난다고 할 때에는 긍정적(肯定的)인 면(面)도 있

다. 즉，기독교가 공산사회(共産社會)에서 박멸(剝滅)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 남아

서 기독교의 진리(眞理)를 고백(告白)하는 일이다. 여기서 「골비쳐」는 몇 가지 신학적(神學的) 과
제(課題)를 제시(提示)한다.

1. 신
 학(神學)은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종교비판(宗教批判)의 허위성(虛僞性)과 잘못을 지적
해야 한다.

1. 서 론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종교(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한히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

2. 신
 학(神學)은 전통적(傳統的) 변증적(辨證的) 신학방법(神學方法)으로 자연신학적(自然神學

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과 역사적 사회적인 조건들을 배경으로 하

3. 임
 기응변의 신관(神觀)(Deus ex Machina)은 고대(古代) 형이상학(形而上學)의 산물(産物)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마르크스」는 자신

的) 신존재(神存在) 증명(證明)같은 것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고 있다.

이며, 제약(制約)된 것에서 무제약적(無制約的)인 것을 추론(推論)해내는 것이므로 받아들여

의 종교비판을 「헤겔」의 철학과 「포이에르바하」의 인간학을 근거하고 거기에 19세기의 유물

4. 종교(宗教)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인간(人間)이 더 중요(重要)하다고 하나, 기독교는 종교

「마르크스」이후 「레닌」에 와서는 그 당시 교회와 신학적인 심령주의에 대한 극단한 반감이

서는 안 된다.

(宗教)와는 달리 우리를 위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事實)을 중요시(重要視)해야
한다.

5. 「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신학(神學)에다 학문성(學問性)을 인정(認定)하지 않으나, 신학(神

學)은 학문성(學問性)과 아울러 학문(學問)의 제한성(制限性)을 인정(認定)해야 한다. 즉 영
과 글자를 혼동하면 안 된다.

6. 신
 학(神學)은 공산세계(共産世界) 안에서도 물질주의(物質主義)를 논박하고 하나님의 은혜
(恩惠)를 강조(强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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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특히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대로 반영되어서 종교적인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2.「포이에르 바하」의 철학적 인간학의 입장에서 출발
공산주의차들의 종교비판에 대하여서는 먼저 「포이에르바하」의 인간학을 이해하여야 한다.
「포이에르바하」의 인간학은 비판적인 철학의 의도가 신학과 형이상학적 철학에서 되돌리어
놓는데 있었다. 그것은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변과 추상적 환상 등이 잘못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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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고 철학적 정당한 출발점이 구체적인 표현관계가 의식구조 속에서 인간관계와 사
랑이라는 것이다.
「포이에르바하」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 의식은 인간의 자아의식이며 신 인식은 인간의 자
아인식이다. 그의 신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 인간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의 신을 인식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은 하나이다. 신은 인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인간이 신을 표상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마르크스」의 종교비판

간의 게시된 내적 세계이며 인간의 자아 표현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의 내면에 숨은 참됨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의 종교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종교비

의 표현이며 내적인 사렴의 고백이며 사랑의 비밀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포

판에 있어서는 「포이에르바하」보다 더 혹독하게 비판하였으니 「포이에르바하」는 신 의식이 인

이에르바하」는 현실적인 사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라

간의 자아의식이라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인간이 종교를

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학의 대상이 되는 “신”이나 철학적인 사변의 대상이 되는 ”절적대 정신”

만든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점에서는 「포이에르바하」와

등은 바로 인간이 주관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객관화해서 그려본 것에 불과하다

일치한다.

고 말했다.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척인 표상들의 근거를 인간의 개인적인 심리 속에서 찾으려 한다. “인

그런데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종교는 스스로를 아직 성취하지 못했
던지 혹은 스스로를 상실해버린 인간의 자아의식 또는 자아 감정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그의 하나이다.’’ 그리고 「포이에르바하」가

추상적인 혹은 이 세계 밖에 걸려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서 인간이란 인간들의 세계, 국

1842년에 쓴 잠정명제에서는 이 이후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종교비판과 비슷한 내용들

가，사회를 말한다.

이 발견된다. 곧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존재를 앞세우는 것, 신의 속성은 인간의 성격을 실
체화한 것이라는 것,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현실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존재가 의식에
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포이에르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에 나타난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마르크스」와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 서문에 나타난 종교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매우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사회가 종교를 생산한다. 곧 잘못된 세계관을 생산한다. 그러한 국가, 사회 자체
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마르크스」의 종교비판의 원칙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전도된 의식을 생산하는 것이며 종교는 전도된 사회가 스
스로를 변경하는 구실이며 억압당한 사람들의 탄식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종교는 현실적인 불행의 표현이면서 또한 현실적인 불행에 대한 항거이다. 종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는 억눌린 피조물의 탄식이며 냉혹한 세계의 심장이며 얼빠진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

『신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절규이다. 예술가들은 인간들의 눈물을 묘사하면서 스스로의

의 아편이다. ”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통을 토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대상화함으로써 위로를 받는다.
인간은 그의 영혼을 억누르는 괴로움을 고백하고 표현함으로써 그 괴로움을 가볍게 한다』
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절규와 영혼의 고백과 괴로움의 표현 등이 바로 신이다. 신이라는 표
상은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흩어진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고통 때문에 사후에 평안한 삶을 위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삶
의 멍에와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억압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종교를 산출하였으며 여기 시민적, 장치적 압박에서 돌출하려는 것이 곧 종교라
고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적인 신앙一지성적이고 감정적인 근거一은 인간와 삶에 고통과 인간 존
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한다.
「포이에르바하」는 다른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의식구조를 전도시킴으로
써 인간을 그러한 거짓된 표상들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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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에 의하면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사회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그 잘못된 사회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잘못된 사회를 정상화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라고 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관심을 현실사회에서 피안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력하다 할지라도 종교가 현실적인 붙행에 대한 항거로 남아 있으면 아편은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이 세
계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은 먼저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철학의 과제이다. 인간의 거룩한
소외상을 비판한 다음에 인간의 사회적인 소외상을 비판하여야 한다.
하늘에 대한 비판은 땅에 대한 비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곧 종교에 대한 비판은 법률에 대
한 비판으로 변화되고 신학에 대한 비판은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변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혜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이 1843년 출간되었을 당시 종교비판을 다루었는데 그 시대는
아직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착상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프롤레
타리아」의 혁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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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共産主義)와 종교(宗敎)비판(批判)

「마르크스」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시작된 종교비판이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는 간접적으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인간적 사회의 꿈을 꾸면서 종교가 불

로 계속된다. 그는 자본론의 제1장에 유명한 상품의 물신숭배성과 그 비밀에 대한 설명이 있

필요한 현실 사회를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곧 사회적인 인간들의 인간적인 사회가 신

는데 여기에서 종교적인 소외의 문제가 직접 다루어지고 있다. 상품생산의 사회에서는 인간과

의 위치에 대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과의 모든 관계들이 물질들과 상품들과 그들의 시장에서의 유통법칙들에 의존한다는 것
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품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곧 상품은 인간에게 그의
노동의 사회적인 성격을 물품의 사회적인 성격으로서 반영해 준다. 따라서 생산자들의 전체

4.「레닌」의 종교비판
「레닌」의 종교비판은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격과 경험에 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도 인간으로서의 생산자들과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물품들의 사회

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종교는 인민을 위한 아편이다. 종교는 일종의 정신적인 「후셀」과 같

적인 관계로서 반영한다.

아서 그 속에서 자본의 노예들이 인간적인 체면을 잃어버리고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

이러한 혼동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상품이 된다.” 또 이어서 ”하나

한 요청마저 잊어버린다.

의 다른 유비현상을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세계의 환상적인 두뇌의 산물

여기에서 「마르크스」와 「레닌」과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데 대한 뜻있는 차이점을 발견하

곧 신이 마치 스스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인간과 상호관계를 가진 자존의 존재처럼 나타난다.

게 된다. 「마르크스」가 말한 인민의 아편이란 반면에 「레닌」에게 있어서는 더욱 혹독하게 인민

상품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것을 나는 물질숭배성이라 부른다. 이 물질숭배성은 모든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에

을 위한 아편이라고 표현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인민이 그의 불행 속에서 스스로 창조
한 것이 종교라고 하였다.

게 붙어 다니는 것이며 따라서 상품생산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같고 있다.” 「마르크스」가 여기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서는 종교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 수단으로의 도

에서 말하는 상품의 물신숭배상과 상품세계의 자존성은 그것을 분업적으로 생산하는 개인들

적으로 인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종교가 지상의 생활에서의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는 것은

에게는 그들의 인간성 곧 자연스러운 자주적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소외의 원인이 된다는

그 때이라는 것이다. 종교는 다만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현대의 상품생산의 사회가 종교적인 소외의 원인이라면 옛날의 원시사회에서
는 어떻게 종교적 의식이 발생했겠느냐는 물음이 나타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종교들과 모든 교회를 그리고 모
든 종교적인 단체들을 언제나 시민적인 반동의 기관들로 간주한다. 그것은 착취를 엄호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신을 마비시키는데 봉사한다”

여기에 자연종교와 민족종교 대신에 이제 기독교가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생산의 사

그러나 이와같이 격렬한 종교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략가로서의 「레닌」은 필요에 따라서는

회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적합한 형식의 종교라고 한다. 그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들의 종교적인 선입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신론적인 선전도

“인간이 자기가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의 상품가치로서 관계하고 이러한 형식

다만, 착취자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계급투쟁이라는 최고의 과제에 이바지하는 한에 있어서만

이 곧 상품의 형식으로 개인들의 노동들이 서로 관련되는 그러한 보편적, 사회적 생산관계를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가진 사회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인격을 경배하는 개신교와 이신론 등의 형식의 기독교가 가장
적합한 종교이다.”

그러므로 「레닌」의 종교에 대한 증오는 대단하다. 「레닌」이 그의 친구, 곧 매우 자유로운 비
정통적인 종교적 신앙을 가진 「막쉬음골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모든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다만 개신교, 이신론 등이 자본주의적인 상품사회에 적합한 종교형

종교적인 이념, 모든 신들에 관한 이념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병이다. 민주주의적 부르조아지

식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의 지양은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는 이 병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병이고 매우 경계해야 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마르크스」는 자유롭게 연합된 개인들이 생산과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그
러한 사회질서 속에서는 현실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환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전염병이다. 수많은 죄악과 비열과 폭력과 육체적인 병독도 이 교활한 정신적인 가면을 쓴 화
려한 세계관의 겉치레에 싸인 하나의 신에 대한 이념보다는 쉽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
험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종교를 타도하는 것이 의도도 과제도 아니고 그보다도 종교적인 의식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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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마르크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레닌」의 종교비판은 결국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이
된다.

크리스찬의 입장(立場)에서 본
공산주의(共産主義)

첫째로 종교는 불행하고 불투명한 사회의 산물이다.
둘째는 종교는 아편으로써 이 사회의 불행에서 내세의 생애로 관심을 돌리게 한다.

목사(牧師)

이건명(李建明)

세째로 종교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몽된 사회에서
는 사라진다.
네째로 종교는 과학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원시적인 환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결코 종교에 대한 참된 이념이 유물사관적, 미래적 복지사회건설을 목
적으로 과학적 세계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 자체에 적중하는 것은 어떤 형
태로서의 종교를 대상하여 종교가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내세에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라면 사
실에 있어서 현실적인 세계와 내세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모든 크리스
찬과 온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기독교가 과거에 어떤 종교였던가

필자는 크리스찬과 그리스도 교회가 공산주의와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에 대한 설명이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어떤 종교가 될 것인가에 결단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한국의 정황에서의 크리스찬과 교

므로 기독교가 어떤 삶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사실 아편이 될 수도 있고 참다운 인간
성의 해방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실천과 연결된 종
교비판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삶의 결단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회의 과제를 복음의 원리에 입각하여 언급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과 같은 마취제라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국가에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할 뿐 아니라 그를 말살시키는데 주저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와 가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가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소련 및 동유럽의
여러 공산국들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세기에 있어서 전 인류가 놀람으로 보는 한 역사적 현상은 공산주의란 것이다. 1840
년대에 베를린 대학의 한 학생이었던 「칼ㆍ마르크스」의 머리에 떠올랐던 사상이 그같은 힘
으로 오늘날까지 존속하여 아직도 막강한 힘으로 세계의 반을 석권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
리를 경악케 한다..
1917년의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실험할 수 있는
지반을 획득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제2차 대전을 겪고 난 뒤에
는 세계의 반의 영토를 장악하며 서방의 제 민족을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더우기 한국은 국토분단의 비극을 선물로 받고 또 6ㆍ25의 쓰라린 경험을 하였으며 아직
도 침략을 꾀하는 공산세력과 휴전선을 가로 놓고 대치하고 있어서 그 공산주의 세력의 존
재는 온 국민의 위협일 뿐 아니라 크리스찬과 그리스도 교회의 긴급한 관심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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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토대로 한 이론 체계다. 그것의 중추를 이

교회는 심령주의와 부흥회를 통하여 사회 혁신의 환상으로부터 전향하여 타계적인, 심령적

루는 것이 종교비판과 유물사관이다. 또 그것은 계급투쟁과 폭력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

인 제단으로 도피하여 갔다. 이 경향은 삼일운동 이후의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가속화되어

고 있는 공격적 세계관이어서 쉬지 않고 힘을 몰아 자기의 왕국을 배타적으로 건설하려는

그 후 수십년 동안의 한국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말았다.

실천적 이론이므로 안이한 비판만으로 그 세력을 견제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혼히 공

이러한 전향기에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열을 사로잡고 전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의 의욕

산주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와 신앙의 원수라고 결

을 보여주고 끈덕진 지하운동을 통하여 세력을 굳힌 것이 공산주의였다. 그것은 「볼셰비

론짓고 있다.

키」의 러시아 혁명을 발판으로 하여 「시베리아와 만주를 온상으로 한국 본토에 침투하여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교회는 결코 기존세력과 자본주의의 변호자는 아니다.

독서회와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민족주의의 대변자가 되었다. 물론 그리스도교도 국내에서

공산주의는 한 사상 체계이며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민족문화의 보존자요 계몽운동과 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 공격에 대비하여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지휘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
으므로 외적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교회는 예언자적 안목과 인도적 정

어떤 정치적 사명을 띤 조직체를 소유하지 못했고 지도자의 단일적 노선이 없었다. 그동안
그리스도교가 구축했던 민족주의적 정신 지반을 손쉽게 탈취하는 역할을 한 것이 공산주
의였다.

열과 정확한 사회, 과학적 지식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앞에 닥칠 위험을 경고하며 정당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자. 그리스도교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유물주의고 폭력에 의한

반공을 호소할 수 있다. 크리스찬은 적어도 편견없이 양심적으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혁명을 도모하고 인명의 살해와 파괴를 일삼는 악랄한 사상 체계라고 판단하고 대결하려

참된 그리스도교적 지성과 심정을 고취할 의무가 있다.

고 하지만 그것이 민족주의라는 공통된 지반에서 추파를 던진다면 단순히 대립의식과 적

한국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선교 초창기에 있어서 크리스찬 선각자들이 목표한 것은 봉
건적 사회와 전제정치의 체제를 종결시키고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생활체제를 확립해
보자는 것이었다.

대 감정을 지속할 이유를 잃을 수 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 교회가 공산주의와의 접촉에서 가장 난중한 정황에 들어가는 것은
이 민족주의란 것이었다.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 선각자들이 일으킨 운동은 독립협회 결성과 독

1847년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지배 계급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만국의

립신문의 창설로써 한국의 정치, 외교, 교육 또 사상에서 외국에의 의존을 배격하여 민주적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쳤지만 서구의 여러 나라가 민주화에 성공하고 노동자들의 지위

인 자주정신을 확립하려는 데서 생겼다. 그들은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에 개화와 혁신이라

가 향상됨에 따라 그 부르짖음에 잘 호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레닌」

는 정신을 민중에게 설득하고 민중의 계몽과 정치적 세력의 형성이라는 두 임무를 자각하

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일대 수정을 가하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제국주의 시대

였다.

에 있어서는 피지배민족과 식민지 민족의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주

그러나 당시의 부패 정치세력의 방해로 말미암아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직접적인 운동은

체세력이 된다고 하였다.

좌절되었다. 그래서 다음에 취한 방향은 정치 혁신보다는 인격 도야를 통한 사회 혁신이라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전술은 거의 이 이론에 근거하여 실천된다. 제 2차 대전 후

는데로 전향하게 되었다. 안창호, 이승훈, 이상재 등의 지사들은 개인의 자아 혁신과 인격

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가 대결해야 한 것은 이 민족주의였는데 교회는 민족주의적 색채

도야라는 기치로써 그리스도인적 사회 참여에 정진하였다. 그러나 굴러가는 역사의 바퀴는

를 탈피하지 못한채 최근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히려 선수를 써서 민심을 이

이러한 개화의 정신을 몰아 궁지에 넣었고 마침내 을사조약과 한일 합병이라는 민족의 비

끄는데 이른다. 그것은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구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는 점점 퇴색하게 되었다.

인류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

1919년의 삼일운동까지 앞에서 언급한 개화의 정신은 민족주의에로 변모해 갔고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믿었다. 그동안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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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깃들인 「유토피아」의 기대는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된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과학적

오늘날 근대화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 가운데 빈부의 급격한 차이와 점점 늘어나는 비인

이라는 말은 진보적이며 확실한 것이란 대명사다. 환상적인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참된 비

간화의 과정과 많은 근로자의 현실에 대하여 그리스도교가 몸을 바쳐 하는 일이 없이는 그

판 정신과 사회 정의의 실천이 방파제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만일 진보적인

곳에 침투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막을 길이 없을지도 므른다.

과학 정신의 변호자라면 더욱 사회 정의 실현과 비판 정신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깃은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공산주의와의 관계에서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독재와 폭력으로써 우리의 것을 빼앗고 무신론적 세

비판과 사회 개혁의 의도를 전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에밀 부른너」는 공산주

계를 세우려는 사람과는 아예 교섭할 것을 단념하라는 태도는 「바리새」인이나 죄인들의

의를 인류 역사상 가장 포악한 전체주의이며 권력욕에 광란하는 악마적 세력이라고 고발

정당성 이상의 것이 못된다. 원수를 아직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써 원수를 해소시킨 사람보

하고서도 그들의 주장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며 그 전열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

다는 강하지 못하다.

엇일까 자문하면서 그 진리성을 캐려고 한다. 세계 인구의 반 수 이상이 기아 임금으로 노

「니이버」는 외치기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또 그같이 하지 않

동하여 인권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한편 부자들은 사치와 풍요 속에서 향락과 욕구를 마

으면 사회의 악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하고 동

음대로 채운다. 이러한 부정의한 사회 속에서 정의와 자유에로의 부르짖음이 높아지고 「마

시에 죄되다.

르크스」의 사회 정의의 호소가 경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 그리스도인
은 이 사실에 눈감아서 안 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집권자들에 대한 책망과 부자나
사회의 특권 계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퍼부은 예수의 부르짖음은 바로 「마르크스」가 눈
여겨 본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었다.
현대의 그리스도교의 대 신학자 「라인홀드 니이버」나, 「존 벤네트」가 정의로운 사회의 건

이것이 함께 참되기 위해서는 남을 자기와 같은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그의 자유가 성립
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창달하는 길을 과감히 실천하여 인간의 본성을 글자 그대로의 민
주주의적 의욕에서 밝히 나타낸다면 공산주의를 따르려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고 성령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설을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과제로 호소하게 됐고 공산주의로서는 혁명과 폭력에 의한 독

1930년대에 이르러서 종교사회주의자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비인간화

재적 악마적 정치체제를 산출할 수 밖에 없었으나 사회주의적 노력으로서는 그리스도 교

과정이나, 전체주의적 권력의 폭력화를 그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의 단

회가 겨레에게 그리스도 정신의 좋은 면을 공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적 정치가들은 회색분자나 용공주의자의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제 1 공화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철저한 반공 정책으로써 공산주의자와 사회주

계를 훨씬 넘어 공산주의를 전체악(全體惡)으로 몰아댔다. 「라인홀드 니이버」는 "공산주의
는 왜 그렇게도 악한가?” (Why is Communism So Evil? ) 란 논문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악의 화신으로 나타난 공산주의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철저히 비난했다.

의자를 함께 지면에서 쓸어 버리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진보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호전적 「유토피아」사상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이룩

주의적 기독교 실천가들은 다 사회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공산주의가 민중에게 파고 들어

하기 위하여 전투적 단체를 만들고 전위적 전사로서 투쟁한다. 그들의 투쟁은 계급없는 이

갈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정의와 실현을 노동사회나 정치 풍토에 공헌하며 크게 성

상사회의 건설에 있으므로 어떠한 수단 방법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프롤

공하였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는 오늘의 사회 안정이 얻어질 수 없었을

레타리아」의 운동을 거룩한 「메시아」의 구원운동으로 착각하였다. 기실 「메시아」왕국을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혁명의 신학자” 들이 바로 이 역할을 맡아 새로 전개되는 혁명의 시
대에 혹인의 반란이 빚어낸 참상과 젊은이들의 항의의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호소
할 수 있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한다. 흑인들의 반란은 중산계급의 왕국, 미국에 대하여 그들

그들의 손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환상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오점(汚

點)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소치다. 여기서 악의 씨는 자라났다.

둘째, 권력의 독점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누르고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의 생명 재산을 노리며 파괴와 살륙을 자행하는 또 하나의 세계의 존재에 눈뜨게 하였다. 기

성향이 있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부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권력자를 우상화 내지 신격

아와 부정에 시달리는 저소득 근로자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어야 할 도의심을 가져야 했다.

화시키기 마련이다. 또 한편으로 재산을 전부 사회화하는 경우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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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정치력 및 경제력을 독점하면, 나아가서 세계 위에 군림하여 위세를 떨치려 한다. 이것
은 독점 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전체주의적 악을 빚어 내기 마련이다.
세째，비합리성과 독단론이다. 그들의 교리는 녀무 철저하므로 융통성이 없는 매우 불합
리한 것이 된다. 더우기 그들의 독단론은 자기들의 교리나 학설 밖의 다른 계보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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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심한 독단론은 “역사적 결정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권태정(權泰錠)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에 의하여 참역사가 창조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
적 필연”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1976년이 밝아왔다!

이상에서 보는대로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건실하고도 현실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
간관에 토대한 그리스도교적 사회이념의 확립이 약하다. 지금 기술과학의 발달은 우리들에
게 미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그리스도교는 사회의 본질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새 사회건설에
비견과 실천적 전략을 제시해야 함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해가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지난날을
살펴보며 좀 더 잘 해야 할 것을 못한 것 같아 후회스럽고 자신의 나

태함에 안타까와 하는 것처럼 나 또한 지난 한 해를 허송세월(虛送歲月)한 것 같아 나 스스
로에게 역겨움을 느끼며 무능(無能)한 자신(自身)을 힐책해 보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75년(年)은 국제정세면(國際情勢面)에서 곳곳의 국지분쟁(局地紛爭)이

Detente를 무색(無色)케 했고 특히 인도지나 반도의 공산화는 우리에게 남의 일같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또한 경제면(經濟面)에서도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의 대두로 인

한 석유 파동은 세계적 경제불황을 몰고 왔으며 계속된 석유값 인상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던져준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북괴의 남침기도에 대처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총력안보태세를 다져왔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 부조리 제거에 힘써 왔으며 부강한 조국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땀흘려 왔었다. 정말, 75년은 문자(文字)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병진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지난 해보다 더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강
요할지 아니면 번영과 행복의 벅찬 감격을 안겨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는 지난날의 어려
움을 거울삼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각자 자신의 꿈을 설계해야겠다. 실효성 없는 거창한
말만 늘어놓고 한 해가 지나면 또다시 한숨과 아쉬움으로 후회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능성 있는 설계로 생활(生活)의 보람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

우리들 군인으로서의 궁극적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필승공군의 전력극대화에 이바지하

는 것이며 그에 따른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데 내가 공군에 입대한 후 3년반 동안 조사하고 느낀 일이지만 공군 입대자의 마음의 자세

136

137

수•필

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대동기의 Negative 성(性)이다. 즉

공군 입대자의 대다수가 그들의 공군 지원 동기를 조국의 영공수호 임무를 내 손으로 하겠

다는 자발적 참여의식이나 확고한 신념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제복의 아름다움이라든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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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외출이 잘 되는 이유, 심지어는 타군에 비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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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龍)해에 용(龍)꿈을
신인재(愼仁宰)

했다니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그런데 기존 장병 또한 이러한 사실이 당연한 것인양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아직 군대가 어떠한 것

용(龍)해의 밝은 해가 솟았다.

인지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공군 지원의 동기를 그들의 무사 안일주의대로 표현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려한 사람들을 공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후 그들의 의식구조를 공군이

어른들께 세배를 다니며 신년 인사를 드릴 때면 으례 「올해는

필요로 하는 정병(精兵)으로 얼마나 전환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초기의 교육

용꿈을 꾸었느냐?」고 물어본다.

별로 좋은 꿈을, 아니 전연 꿈을 꾸지 못하고 신년 용(龍)의

기관에서 군인정신을 불어넣고 각 부대 정훈장교들이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확고한 정예공군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부여한 사명감을 중분히 일깨워 주지 못

해를 맞이한 나에게는 그렇게도 신기하다는 용꿈의 해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는 점이다. 때때로 느끼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지휘관들이 정신전력 극대화의 필요성

노인들은 「꿈 속에서 용이 대나무 올라가면 장차 큰 인물이 되어 출세를 하며」, 「잉어가

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훈

구렁이나 용으로 변하면 이 꿈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세도 빠르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교육에 있어서 지휘관의 관심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휘관의 보다 높은 관

「용이 자기의 몸을 감는 꿈을 꾸면 유부녀의 경우 장차 큰 인물이 될 아기를 잉태할 태몽

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많은 공군장병들도 단순히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주어진 복

이요, 처녀는 훌륭한 낭군을 만나서 시집갈 꿈이고, 권세가는 더 좋을 운을 맞이한다」는 훌

무연한을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해 무언가 유익한 일을

륭한 꿈들로서 대부분이 길몽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용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

이루어 놓고 나가겠다는 마옴가짐 아래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게 되면 그 사람은 크게 벼슬을 하지만 곧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흉몽도 있는 것이다. 그래

투철한 군인정신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생관이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싸움에서의 승
리를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월남전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각자의 꿈
을 설계하기 전에 확고부동한 정신자세 확립을 촉구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

서 대개 큰 시험이나 큰일들을 앞두고 는 돼지꿈이나 용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자기의 노력이 없이 이 좋은 용꿈만을 꾸어서 출세도 하고 재물도 모을 수 있다면야
그 얼마나 불로소득의 좋은 꿈이겠는가마는 세상 만사에는 길흉이 양립되어 있는 것이다.

세로 임한다면 우리 모두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모두

꿈만이 아니다.

력해야 하겠다.

용(龍)자가 하나만 되어지면 「불과 꼬리, 발톱이 있는 용(龍)모양의 상형(象形)」이며, 용

가 군생활(軍生活)에서 보람을 찾고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스럽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노
오늘 하루를 나의 최선(最善)을 다해 충실(充實)히 살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부단(不斷)히 노력할 때 나 자신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백전필승의 정예 공군이 존재한
다는 자각하에 우리 모두 새해의 멋진 꿈을 설계하고 알차게 매진하여야 하겠다.

용해니만큼 용(龍)자를 보아도 그렇다.

(龍)자가 나란히 씌어지면 「날아다니는 용(飛龍)을 나타내고, 용자 셋이서 위에 하나, 밑에
둘로 씌어지면 이 글자는 용이 가는 것'을 나타내며, 두 글자 모두가 「답」자로 읽어진다.

그리고 용(龍)자가 네개 즉 위에 둘과 아래로 둘로 써어지면 이 글자는 한자에서 가장 획

이 많은 64획이 되고 뜻은 「말이 많다」가 되며 발음은 「절」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꿈에 못하지 않는 글자의 조화도 무궁무진하며 재미있는 말거리를 만들어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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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좋은 재해를 맞아 또 우리의 주변에는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가? 국가적으로는
세계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유전 개발의 가능성이 짙어져 우리들도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에
살게 될 희 망과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생활의 주름살을 펴게 되기도 하지 않는가?

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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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敎養)과 인간(人間)
김연구(金淵球)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일들 속에서도 유독 우리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는 것이 있
으니 그게 바로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북한 괴뢰들의 남침야욕이다.
최근 미국의 NBC-TV 등 유력한 「매스콤」에서도 금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분쟁가능성
국 중에 한국을 꼽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 바로 “용해”였으니만큼,
만일 북괴의 기습적인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초전부터 그들의 야욕을 꺾고 온 민
족의 최대 염원인 남북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외세의 침략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나, 항상 그 어려움을 인내와
슬기로써 극복했다.
또한 그들을 설득도 했고, 굴복도 시켰지만, 그들에게 송두리째 우리의 땅과 뜻과 얼을
내어주거나 빼앗기지는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끈질긴 강압에도 끝까지 버티어 우리의
삶과 번영의 터전을 잃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우리는 금년이 번영과 도약을 위한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것을 믿는다. 까닭은 슬기로운
민족이 슬기로운 용의 해를 맞았으니 금상첨화의 쾌거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일한 꿈 속에서 용의 힘과 은덕만을 믿지 말고, 보다 더 노력하고 보다 더 분발해서 우리의
알찬 번영과 슬기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더욱 힘있게 잡아보자. 그래서 훌
륭한 용해에 용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教育)의 분야(分野)에서 교양(教養)이라는 말

처럼 자주 또 즐겨 쓰이는 말도 드물 것이다. 교육(教育)을 협
의(狹義)로 학교교육(學校教育)에 국한(局限)시키거나 광의(廣
義)로 사회일반교육(社會一般教育)으로 확대(擴大)시켜 생각

하거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인(現代人)은 스스로나 교양인(教養人)이 되고자 하는 간

절한 소망(所望)을 갖고 있으며, 또 현대(現代)는 과거(過去)의 어느 때보다도 절실(切實)하

게 교양(教養)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다지도 교양(教養)에 대(對)한 갈망(渴望)이 큰 것일까. 왜

현대(現代)는 이다지도 교양(教養)을 문제(問題)삼는 것일까? 문제(問題)는 바로 여기에 있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극성스럽게 교양(教養)을 문제(問題)삼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은 아마 현대(現代) 그 자체(自體)가 본질적(本質的)으로 반교양적(反教養的)인 요소

(要素)를 지니고 있는 까닭이 아닌가 하는 역설(逆說)도 나올 수 있으리라.

아닌게 아니라 현대(現代)는 현기증이 날 지경으로 다극화(多極化)의 시대(時代)이다. 극

단(極端)의 분업화(分業化)는 인간(人間)으로부터 작업(作業)의 기쁨이라는 것을 앗아갔고,

인간(人間)의 특기화(特技化), 부분품화(部分品化) 그리고 기계화(機械化) 경향(傾向)은 인

간(人間)의 전인성(全人性)을 여지없이 파괴(破壞)함에 이르렀고, 인간(人間)의 해체(解體)

내지 인격(人格)의 분열(分裂)을 결과(結果)하였고, 정신적(精神的) 공유물(共有物)을 소유

(所有)함으로써 비로소 형성(形成)되는 공동사회(共同社會)는 드디어 공통(共通)의 광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이렇게도 풍성한 문명조건(文明條件) 속에서도 대화(對話)의 길을 잃
고 누구나가 각자(各者)의 성벽(城壁) 속에 감금된 채 고독(孤獨)하기만 하다. 이 고독(孤

獨)의 성(城) 속에서 현대인(現代人)은 갈수록 전체사회(全體社會)와는 등지고 급기야 인

간성(人間性)의 상실(喪失), 또는 불협화(不協化)의 병리현상(病理現象)만이 일어난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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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現代人)의 병적(病的) 성격(性格) 또는 현대사회(現代社會)의 병적(病的) 구조(構造) 일

의 극(極)은 좁혀지는 길에로 들어설 것이며, 해체(解體)된 인격(人格)이나 나무밖에 볼 줄

날로 번영(繁榮)해만 가는 「희피 왕국(王國)J은 바로 그러한 병리현상(病理現象)의 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축(構築)되는 쌩빠니(Sympathie)의 광장은 심신(心身)과 영육(靈肉)

현대(現代)를 지배(支配)하는 힘은 이미 어떠한 종교(宗教)의 절대자(絕對者)도 아니고 그

자유론외(自由論外) 숱한 명문(名文)을 남긴 JㆍSㆍ밀은 무척 좋은 말을 했다. 즉(即) 「경

체(一體)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事實)에 원인(原因)을 갖는다. 미국(美國) 사회(社會) 안의
표현(表現)에 불과(不過)한 것이다.

모르는 미시적(微視的)인 눈은 숲을 보게 되고 세계(世界)를 발견(發見)함에 이르고야 말

의 조화체(調和體)로서의 순수(純粹)한 인간(人間)이 새로 탄생하는 산실(產室)이 된다.

렇다고 인간(人間) 또는 위대(偉大)한 지도자(指導者)냐면, 그건 더욱 아니고 현대(現代)의

제학(經濟學)만 아는 사람은 경제학(經濟學)도 모른다」고. 그렇다. 넓은 교양(教養)이라고

이다. 오늘날 인간(人間)은 그 절대자(絕對者) 앞에서 맥을 못쓰고 열등감(劣等感)에 고민

제학(經濟學)은 사회과학(社會科學) 전반(全般)과 사회과학(社會科學)은 정신과학(精神科

교양(教養)이 필요(必要)한 것은 바로 현대(現代) 그 자체(自體)일는지도 모른다. 현대(現

式的) 측면(則面)으로서의 수학(數學)은 물론(勿論) 학문외(學問外)에 종교(宗教)며 도덕(道

로 현대(現代)가 가지는 고질적(痼疾的)인 증상이고 보면, 현대(現代)와 그 병(病)을 치유(治

(歷史)와 더불어 우주전체(宇宙全體)를 불문(不問)하고서는 하나의 학문(學問)으로서 설 수

신(神)이라고 일컬어지는 화폐(貨幣)와 기계(機械) 또는 통계숫자 따위의 마술이 바로 그것

(苦悶)하며 허무주의적(虛無主義的)이며, 또 염세주의적이다.

代)처럼 교양(教養)이 풍성한 둣하나 빈곤(貧困)한 시대(時代)도 없다는 이 배리(背理)야말

하는 기름진 땅에 뿌려지지 않는 씨는 그 꽃도, 그 열매도 허풍선이기 일쑤다. 예컨대 경

學) 전반(全般)과 정신과학(精神科學)은 철학(哲學)과 자연과학(自然科學) 및 그 형식적(形
德)이며, 예술(藝術)과도 깊은 관계(關係)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생(人生)과 그 역사

癒)할 수 있는 처방(處方)이 무엇인가는 절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병균을 제거(除

없는 것이다. 일체(一體)는 역사적(歴史的), 사회적(社會的) 현실(現實)의 산물(產物)이며, 하

人)의 교양실조증(教養失調症)을 바로잡아 주는 일뿐이다.

성(人間性)의 조화적(調和的) 발전(發展)에 의하여 형성(形成)되는 전인(全人)을 떠나선 학

양(教養)을 「넓혀, 분업화(分業化)된 자기 자신의 도그미의 유리성(城)에서 탈출(脫出)함으

(化)해 버리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전공(專攻)과 광활한 교양(教養)이 하나의 인격

(世界)에 대(對)하여 이해(理解)와 존경(尊敬)과 대화(對話)의 창문을 열고, 타계(他界)와의

건전(健全)한 신체(身體)속에 깃 든 건전(健全)한 정신(精神)의 소유자(所有者)로서 전체인

去)하고 정신적(精神的) 건강(健康)을 회복할 수 있는 영약(靈藥)을 단 하나뿐 현대인(現代
이 다극화(多極化)의 시대(時代)에 각자(各者)가 교양(教養)을 통(通)하여 다시 말해서 교

로써 세계(世界)를 그 품안에 안으며 각각(各各)의 이질적(異質的) 다양적(多樣的)인 세계

다양적(多樣的)인 접촉을 통(通)해서 고독(孤獨)과 독단(獨斷)과 단절(斷絕)과 자기절대시

(自己絕對視)의 미망(迷妄)을 깨뜰고 백가쟁명(百家爭鳴)하는 광장에 나와 세계(世界)와의

나의 학문(學問)은 하나의 인격(人格)을 갖는 세계관(世界觀)에 착안(着眼)하여 있고, 인간
문(學問)도 지식(知識)도 기술(技術)도 권위(權威)도 무기(武器)도 한낱 흉기(凶器)로만 화

(人格) 속에 하머나이스된 교육(教育)이야말로 건강교육(健康敎育)이며 이를 통(通)해서만
간(全體人間)이 될 것이다.

공서관계(共棲關係)를 맺어야 할 것이다. 현대(現代)의 자기구제(自己救濟)는 바로 인간(人

間)들이 다양적(多樣的)인 세계(世界)의 광장(廣場)에의 적극적(積極的)인 참여(參與)에 의
해서만 길이 열린다. 세계(世界)의 광장(廣場)은 다양(多樣)의 조화(調和)의 광장(廣場)이며,

다(多)의 통일(統一)의 광장(廣場)이다. 다중일(多中一) 일중다(一中多)의 공감(共感)의 세계

(世界)에선 세분화(細分化)된 각자(各者)의 전공분야(專攻分野)는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도

공통(共通)의 지반(地盤)을 찾을 것이며, 고립화(孤立化)된 유일자(唯一者)는 자기 부정(否

定)을 통(通)한 차원(次元) 높은 긍정에로의 길을 모색(摸索)할 것이며, 양(洋)의 동서(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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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誣告) 속에서 자기를 방아하는 노력이 힘겨웠다. 알고 보니 명예란 뜬 구름과도 같은 것

다섯가지 선물(膳物)

이었다. 그는 명예에도 지쳤다.

요정(妖精)은 다시 남은 두 개의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번엔 부(富)를 택 했다.

유상량(劉相亮)
보라빛 인생(人生)의 새벽에 요정(妖精)이 다섯 가지의 선물(膳物)을

가지고 나타났다. 부(富)ㆍ명예(名譽)ㆍ연애(戀愛)ㆍ쾌락(快樂)ㆍ사(死) 그

리고는 말했다.

「이 가운데서 하나만을 택하시오」 서슴없이 쾌락(快樂)을 골라 잡았

금은보화(金銀寶貨)를 가득 쌓은 창고를 가진 궁궐같은 집에서 수십인의 하인들의 시중

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부(富)란 이를 지키기 위한 고통(苦痛)이 그것을 버는 고통(苦痛)보

다 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이웃속에 부자로 사는 것은 적(敵)에 둘러 싸여 사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렇다

고 해서 이웃의 가난을 해소(解消)해 주자고 하니 부자가 되면서부터 천성(天性)이 되어버

린 인색근성(吝啬根性)이 끈덕지게 방해했다. 부(富)가 빚어내는 비극이 가난이 빚어내는 비
극에 못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가난한 사람의 틈에 부(富)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다. 그러나 쾌락(快樂)이라고 해서 겪어 보니 그 내용은 너무나 허황했다. 쾌락(快樂)으로선

고통을 절실하게 알았다.

(快樂)의 결과는 고통(苦痛)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쾌락(快樂)에 지쳤다. 그러던

수 없다는 결론(結論)을 얻었다. 동시에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의 태도(態度)에 의혹(疑惑)을

도저히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의 공간(空間)이 넓게 깊게 되어갈 뿐이었다. 거듭되는 쾌락

어느날 요정(妖精)은 다시 나타나서 나머지 네 개를 보이면서 말했다.

「이번엔 현명(賢明)하게 택하시오. 인생(人生)이란 짧은 시간(時間)이니까.」

깊이 생각한 끝에 연애(戀愛)를 택했다. 그랬는데 한 시간(時間)의 사랑을 위해 수십 시간

부(富)로써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으되 꼭 필요한 것, 즉 진실(眞實)한 행복(幸福)만은 살

느꼈다. 마누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자신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 는 부(富)

가 아닐까.

자녀들이 자기를 존경(尊敬)하는 것도 자기의 인격(人格)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

을 허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랑을 하자면 노예(奴隸)의 심성(心性)에 익숙해야 한

지고 있는 부(富) 때문이 아닐까. 친구들에게도, 하인에게서도 이런 의혹(疑惑)은 번져갔다.

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상대방(相對方)의 비위를 맞추려면 일류(一流)의 명연기자

게 되자 그는 완전(完全)히 지친 사람이 되었다.

(總裁)와 권력기관(權力機關)의 장(長)과 스포츠맨의 체력(體力)을 겸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는 것은 가져오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던 네 가지만을 눈 앞에 늘어 놓았다. 그는 놀라며

다는 것을 알았고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爲)해 일국(一國)의 국방(國防)을 걱정할 정도의 신

(名演技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사랑을 오래 붙들어 두자면 은행(銀行)의 총재
알았고 드디어는 사람엔 꼭 이별(離別)의 고통(苦痛)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관 옆에 망연자실하고 남아 있었다.

다시 나타난 요정(妖精)은 나머지 세 개의 선물을 놓고 이번에야말로 현명한 선택(選擇)

을 하라고 일렀다. 심사(深思)하고 숙고(熟考)한 끝에 명예를 택했다. 그의 이름은 전세계

(全世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공원에 산책을 해도 보도인들이 모여들었고 자기집 내실(內
室)까지 방문객이 밀아닥쳤다. 고독(孤獨)할 수 있는 자유(自由)마저 빼앗기고 나자 중상과

심지어는 자기가 부(富)의 주인이 아니라 부(富)가 자기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하

그는 다시 요정(妖精)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다시 나타난 요정(妖精)은 그가 바라

물었다. 「나는 죽을 수도 없는가」고.

요정(妖精)은 「그렇다」고 했다. 「죽을 수도 없고 노추(老醜)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상은 마아크 투윈의 「인생(人生)의 다섯 가지 혜택(惠澤)」의 줄거리다.

진실(眞實)로 하나만을 택(擇)해야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택(擇)해야 할까. 지칠듯한

생(生)의 와중에서 가끔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모략이 연이어 발동(發動)하기 시작했다. 명예(名譽)를 향유(享有)하는 기쁨보다 모략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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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촌(官舍村) 새마을
축구(蹴球)대회(大會)
문종진(文鍾珍)

었다. 극성스런 축구팬 (?)들인 아주머니들도 나와 더한 이채를 띠웠다. 아마 세계 축구사

상 눈밭의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예도 우리 관사촌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닐는지 모르

겠다.
경기는 먼저 부대정비대대와 야전정비대대로 시작되었다. 대대장들이 직접 참가하는 이
경기는 게임 시작부터 강인한 투지와 불꽃튕기는 공방전으로 용호 상박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기였다. 연령적으로 보나 부대정비 대대가 약간 젊었다. 그러나 투지로 맞서는 야전
정비는 처음부터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는가 하더니 드디어 1분만에 선취점을 올렸다. 부대
정비의 허술한 방비를 틈타 야대의 좌측 「인너」가 슬쩍 밀어넣은 것이었다. 부대정비도 수

백옥같은 서설이 질편하게 쌓인 X-MAS 날이었다. 하늘은 더없이

비와 공격의 대형을 정비하고서 다시 게임에 들어갔다. 워낙 그라운드가 눈밭이고 얼어서

청명하고 백설에 뒤덮인 대지는 평화와 고요로 성탄절을 축복하는듯

미끄러운 탓으로 선수들의 볼 콘트를이 좋지 않았다. 부대 정비는 수차에 걸쳐 슛팅 찬스

했다.

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고울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반전은 야전정비가 한 고

75년을 보내는 관사촌(정비사) 연말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다. 하필

울을 선취한 채 경기를 끝냈다.

이면 쌀쌀하고 기온이 가장 낮은 영하의 날을 택했는가는 잘 모르겠

후반전 킥ㆍ업이 되었다. 예상대로 젊고 투지에 찬 부대정비는 공격위주의 짜임새 있는

지만 이 날은 마침 크리스머스의 경축일이요 정비사의 부담없는 휴무일인데다 때마침 내린

경기로 야전정비 문전을 위협했다. 전세는 야대가 불리했다. 패스가 좋고 발이 빠른 부대는

백설로 운동장은 아름다운 백설상의 자연의 운치를 그대로 조화되었기 이 대회의 개최가

후반 10분만에 우측 윙이 센타포드의 롱 패스를 받아 그대로 「논스톱 킥한 것이 꼴 네트에

더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꽂고 말았다. 전세를 회복한 부대정비는 사기가 충천하여 파상적인 공격에 야대는 지리멸

1년 365일을 오직 점검 정비에만 몸바쳐 왔고 겹치는 연중휴무에도 아랑곳없이 직장에

렬되어 수비에만 급급했다. 부대는 다시 한 점을 넣었다. 센타포드의 롱 킥을 좌측 윙이 멋

서 비상대기, 가정에서 마음을 죄며 홈 아랏트에 심신을 긴장으로 녹이며 지내온 영외 장병

있는 헤딩 슛으로 연결시킨 것이었다. 스코어는 2대1로 부대가 역전승하였다. 야대는 완전

들이었다.

히 지쳤고 부대는 계속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고울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게임을

그런 반복된 생활의 권태 속에서 지내다 보니 일상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화음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 뜻있는 지휘관들의 특별배려로 금번 연말 동계축구대회를 열게 된 동기
였다. ,

끝냈다.
두번째 경기는 무장정비와 정비과의 대전이었다. 처음부터 밀고 밀리는 범전만을 치루었
다. 치열한 공방전의 경기가 아니라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 내는 경기였다. 선수가 공을 차

이른 아침부터 빙상의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각 대대의 명예를 걸고 출

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는 것이었고 공을 몰고 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쉬는 것이다. 사

전하는 30대 후의 장년들이 산뜻한 유니포옴에 운동화를 신고 화기에 찬 웃음들이 터져

람의 몸을 잡고 늘어지는가 하면 공은 저만큼 놔두고 애매한 눈만 발길로 차는 것이었다.

나왔다.

전후반 50분을 무위로 끝낸 두 팀은 숭부킥으로 결정짓기로 했다. 선수 5명씩을 차출하여

먼저 대회장의 개회사와 훈시로 시작된 대회의 규정은 총 50분 경기와 무승부일 때는 승

11미터 승부킥을 한 끝에 무장정비가 2대1로 승리했다.

부킥으로 결정짓기로 되었다. 그 서기에 찬 태양은 이곳 백설 운동장을 은빛색으로 눈부셨

결승전에 올라온 부대정비와 무장정비는 부대정비의 패기에 찬 팀 플레이로 완전히 제공

고 개구장이들은 저마다 소속되어 있는 아빠들의 대대를 응원하가 위해 환호성을 치고 있

권을 잡고 줄기찬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구력과 경험이 많은 무장정비는 수비에 치중하

146

147

독후감(讀後感)

수•필

고 번번이 부대정비의 공격을 물리쳤다.
전반전을 득점없이 끝낸 양팀은 후반전에서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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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워낙 공격진이 우수한 부대정비는 경기 시작 10분만에 우측 인나가 롱ㆍ슛팅으로 고울
인시켜 승세를 굳혔다. 필사적인 무장정비의 공격도 무위로 끝나 부대 정비는 우승의 월계

이광수(李光洙) 작(作)

관을 차지했다. 2위는 무장, 3위는 야대, 4위는 정비과의 전적으로 대회는 끝냈다

선우행지(鮮于幸枝)

오늘 이 하루의 친선경기가 내일의 전력증강에 밑걸음이 되고 관사촌의 인화 단결을 도
모하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 힘, 완력
 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產物)이다. 힘이 적으면 작게 이루고, 힘
◇세
이 크면 크게 이루고,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일은 하나도 이룰 수

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목적(目的)을 달성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길러야 한다.

- 안창호(安昌浩) -

 력(活力)은 관철하려는 능력(能力)에서 뿐만 아니라 뛰어넘으려는
◇활
재능(才能)에서도 나타난다.

 혜없는 힘은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쓰러진다.
◇지
 은 책임과 함께 자랄 것이다.
◇힘

- F. S. 피츠제럴드 - 호라티우스 -

 은 희망(希望)에서 느껴지듯 실망(失望)에서도 느껴진다.
◇힘
 신의 힘을 각성하면 겸손해진다.
◇자

- T. 테일러 - 호메로스 -

- P. 세잔느 -

내가 수많은 책 가운데 특히 흙을 택하게 된 동기는 요즘 대대적으로 국가가 벌이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적극 호응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직접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평범한 주부
의 한 사람으로 책을 통해서나마 새마을정신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우리나라는 인재가 부족해서 못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많이 뒤떨어져 따라가려 할 때는 자기 몫은 물론 남의 몫
도 힘껏 도와 쫓아가지 않으면 따라 갈 수 없는 줄 안다. 남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
기에 앞서 우리 모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수십척 깊이 묻혀 기초공사에 쓰이는 한덩
이의 단단한 돌이 될 때에 우리 국가의 앞날은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
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로도 이 책 흙은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반드시 읽을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녔다고 믿어 이 책이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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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적으로 빈약하고 살 재미없는 환경 속에 태어남을 원망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

부인 정선은 지금까지 타던 불쾌의 불길이 다스러지고 그 속에 슴어 있던 깨끗한 혼이 깨

용이 있겠는가?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같은 운명의 동포들을 서로 사랑하며 선

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단지 농촌사업 때문에 떠났었구나 생각하며 허숭을 사랑

진국의 문명을 습득하여 우리 민족고유의 힘을 기르고 나 하나 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말

하고 이해하게 되어 허숭의 병을 간호한다. 병이 나으면 서울로 가자는 부인 정선의 말에

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노력하자는 민족주의 사상과 농촌 계몽

숭은 농촌에 살기를 주장한다. 농민은 무지한 백성으로만 알고 있는 정선에게 서울의 잘난

운동의 부르짖음이 아주 열정적으로 잘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한다

듯한 사람들보다 인생가치로는 더 높다는 것과 우리 조선을 망쳐놓은 것은 양반들이며 여

이제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하면 때는 삼일운동 이후 국내 문화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

태까지 농민의 피땀으로 살아왔으니 우리도 농민을 위하여 생활하자고 설득시킨다.

압이 심할 무렵 주인공 허숭은 농촌출신으로 자기 조상의 피땀이 섞인 농촌을 사랑하며 이

서울 가서 재산을 처분해 곧 시골로 돌아오겠다던 정선은 냉정히 숭을 생각한다. 자기

조그마한 땅덩 어리 조선에서 양반 상놈의 관례적인 계급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세계적인

사상과는 달리 전 조선을 목표로 삼고 생활하는 그는 위인은 될지 모르나 좋은 남편이 될

시골뜨기이니 오직 조선사람이라는 한 이름 밑에 뭉쳐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생

것 같지는 않았다. 남편 숭의 인격은 사모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가슴 비임

각으로 그의 뜻은 농촌에 돌아가 농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칠 각오를 하며 조선 민족의 뿌

을 느낀다. 정선이 괴로움의 갈등 속에서 많은 친구들과 모여 잡담으로 세월을 보낸다.

리요 줄거리 되는 농민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보다 힘있고 보다 안락한 백성을 만들자고 맹
세한다.

여기 이 여자들의 대화 가운데 급격히 밀려 들어온 서양의 근대화 문명의 물결에 치여 제
대로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소위 교육깨나 받았다는 인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작 받

허나 그도 인간인지라 그와 같은 사명감 즉 양심과 인격의 명령을 저버리고 서울의 명문

아들여야 할 그들의 근면ㆍ절약의 정신은 외면하고 허영과 사치 성문란 등 지금도 양심있

윤참판 딸과 결혼하여 이기주의요, 개인주의로 전락한다. 허숭은 부인 정선의 금욕과 향락

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마치 지식층과 현대인의 특권인양 행세하는 몰지

을 제일로 삼는 근본 사상과 허숭의 인간의 존엄을 믿는 인생관이 서로 상반되어 결국 변

각한 장면들이 독자로 하여금 울분을 자아내게 한다. 마침내 정선이 남편의 친구와 탈선행

호사직도 버리고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허숭은 비참한 농민의 식

위를 하며 남편을 속이려 하나 숭이 이를 목격하고 괴로워한다. 허숭은 타오르는 분노를

생활, 「만주 조밥에 구더기 끓는 된장국」 너무도 슬픔을 많이 경험하여 감수성이 무딘 사

억제하고 부인과 친구를 용서한다. 부인을 용서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동포를 어

람들! 인생만사를 다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이나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순

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박한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해보자고 다짐한다. 내 힘으로, 이 농촌을 얼마나 잘 살게 할 수

에 부정한 친구에게 그 재능과 포부를 동포와 나라를 위해 바쳐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있는가? 얼마라도 나아지나 해보자. 첫째 할 일은 무참히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의사를 데

다. 부인 정선도 다리를 잃었지만은 남편 허숭의 숭고한 인격과 사랑에 감동되어 남은 생

려오는 일, 둘째로는 양식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는 일, 세째로는 죄없이 잡혀가

을 허숭의 농촌사업에 반려자가 되길 약속한다.

도 말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의 석방 등 일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열심히 자신을 불사르
며 뛰기 시작했다.

친구 갑진도 허숭의 뜻을 따라 훌륭한 농촌의 일꾼이 된다. 여기서 만일 허숭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기심으로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허숭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그 아까운 인재들

어느 세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뒤따르기 마련인 정의에 대한 갖은 박해와 괴로움 속에

이 다 파멸을 맛보았으리라 생각할 때 허숭의 깊고 이지적인 인류애에 다시금 감동되어진

서 때로는 회의와 자포자기에 결심마저 좌절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도 모든 것을 의지력으

다. 허숭의 인격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도해 준 분이 계시니 그는 돈

로 감내하며 참아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자신을 얻게 되었을즈음 과로가 겹쳐 마

도 명예도 지위도 없는 청년 지도자 한민교 선생님이시다. 그는 밤낮없이 참된 젊은이를 만

침내는 장질부사로 눕게 된다. 그 때 숭을 사모하며 도웁던 유순이 허숭의 부인 정선에게

나서 조선의 이상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청년의 사명을 말하고 조선의 힘 있고 참된 청

급히 의사를 데려 오라고 알린다.

년을 구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은혜 갚음이요, 조선을 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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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讀後感)

책명(冊名)「흙」

한국(韓國)과 미국(美國)

의 오직 한 길이요, 자기 일생을 값있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많은 청년들의 삶의 지표를 제
시해 주었다. 그도 후엔 농촌으로 돌아와 실생활에 산 표본을 보여주었다.
이 책을 읽고 독자로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도 결코 비관만 하지 말자! 마
치 자기 자신은 이방인인양 뒷짐짓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이러한

김기대(金基大)

말을 하는 자신이 한국을 못살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우리는 한
국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직접 일선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
는 국민이 될 때에 우리 앞에 서광이 비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작가 이광수 씨의 아름다운 문맥의 흐름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눈 앞에 삼삼하
게 펼쳐지는 농촌 풍경의 묘사라든지 농민들의 소박한 인간성의 섬세한 표현은 마치 「노

1976(一九七六)년(年)은 미국(美國) 독립(獨立) 이백주년(二百周年)이 되는 해다. 이 이백주년(二百
周年)을 맞는 미국(美國)은 우리 역사(歷史)와 관련(關聯)한 인물(人物)과 사물(事物)이 너무나 많

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여사의 작품을 읽는 기분이 들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한편 우리

다. 특히 육(六)ㆍ이오(二五)를 전후(前後)해서 한국(韓國) 속에 심어 놓은 사물(事物)이야말로 영

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평가받을 수 있는 기

원(永遠)히 잊을 수가 없어 우의(友誼)를 돈독(敦篤)케 한 인물(人物)과 사물(事物)을 기억(記憶)하

회가 하루 속히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여 여기 새삼 되새겨 본다.

- 편집자(編輯者) 주(註) -

1. 인물(人物)
윌슨 (1856〜1924)

약소민족의 민족자결주의를 제창, 일제하(日帝下)의 식민통치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는

구원의 횃불처럼 여겨진 때도 있었으나 역사적(歷史的) 평가는 한낱 강대국의 「외교놀음」에 불

과했다는 결론을 주었을 뿐이다. 아뭏든 3ㆍ1운동 등 민족저항의 원동력을 만들어 주기도 한

장본인. 미국 2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선에 이르는 동안 세계 제1차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 했고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국제연맹설립에 관한 조항을 삽입한 주역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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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ㆍDㆍ루즈벨트

국부 「워싱턴」, 「링컨」에 이은 미국 역대의 인기 대통령. 숙부인 「데오돌ㆍ루즈벨트」도 26대

대통령을 지냈으니 한 집안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온 셈. 1932년 민주당후보로 32대 대통
령에 당선된 이래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4선이 됐으나 2차대전 승리를 눈앞에 두고 대전수행
중 순직했다.

재임 중 「뉴ㆍ딜」정책을 써서 세계적(世界的) 불황을 타개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신화적(神話

的) 경지로 끌어올린 장본인.

특히 「카이로」, 「얄타」회담의 주역자로서 우리 민족에겐 숙명적인 전후변동의 입김을 불어

넣었다.

트루맨 (1884〜1972)

2차대전중 「루즈벨트」대통령의 서거로 33대 대통령이 된 그는 전쟁을 승리로 끝맺은 역사

의 행운아가 됐다.

또한 6ㆍ25 때 북괴군(北傀軍)의 남침을 격퇴,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후에 「페어ㆍ딜」정책을 내걸고 외정(外政)에는 반소(反蘇)ㆍ반공(反共) 정책을 수행, 냉전시

대의 얼음장을 걸어온 정치인(政治人).

아이젠하워 (1890〜1969)

「노루만디」 상륙작전의 영웅으로 전승장군의 영광을 얻었다. 「콜롬비아」 대학총장 등 명예

한국(韓國)과 미국(美國)

JㆍF 케네디(1917〜1963)

「뉴ㆍ프론티어」의 기치를 내걸고 미국 내외에 혁신적 기풍을 일으켰던 젊은 대통령은「텍사
스」주 「댈러스」시에서 있은 한 방의 총성으로 끝내 대망을 이루지 못한채 숨져 갔다. 그때 나

이 46세 사인(死因)은 「카스트로」제거(除去)보복설 등 갖가지 추측에 얼기설기 얽힌채 아직도

풀리지 못해 「케네디」의 원혼을 달래지 못할 정도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사후 「재크린」부인

의 「스캔들」, 동생 「로버트」의 연이은 피살 등 「아인랜드」이주민의 명문은 멍들대로 멍들어버
렸다.
그러나 그의 선풍적 인기는 사후 12년이 지났어도, 좀체 식어지지 않는다.

닉슨 (1913 〜)

권력에의 무한정한 욕망이 끝내는 대통령직이란 최상의 권좌에서 축출을 당하도록 강요된

불운을 맞았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발단된 「닉슨」에의 총공격을 무질서하게 남용
한 관료들에 대한 「시민적 매도」라 할 수 있을 게다.

월남전(越南戰)을 계기로 「닉슨ㆍ독트린」을 시행한 것이나 스스로 중공(中共)과의 「데탕트」

에 과감히 뛰어든 외교력은 평가되고도 남을 듯 강한 의지는 「불사신」.

덜레스(1888〜1959)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장관 때 강력한 「롤백」정책과 반공정책을 실시한 정치인으로서

직도역임. 1952년에는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한국(韓國)에도 두 차례나 다녀갔다.

지금의 「키신저」만큼 재임 당시 입김이 세었다. 세계 47개국을 방문, 냉전시대 미국외교를 펴

남겨주고 있다.

국(韓國)을 방문한 일이 있으며 SEATO를 조직하는 등 「아시아」반공체제(反共體制)를 형성하

「아이크」란 애칭과 함께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그의 독특한 미소는 아직도 깊은 인상을

맥아더 (1880〜1964)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1951년 「유엔」군 총사령관직을 해임당
한 뒤 은퇴하면서 남긴 말은 명연설의 귀절로 남겨져 있다.

나간 활동력으로 따지면 「키신저」의 비상외교(飛翔外交)도 족탈부급(足脫不及). 6ㆍ25 직전 한
는데 공헌이 컸다.

존ㆍ무쵸 (1900〜)

초대 주한미대사(駐韓美大使). 3년 7개월의 재임기간(49.4〜52.11)중 6ㆍ25 동란을 맞아 우

2차대전 때 태평양(太平洋)지구 총사령관으로 일본(日本)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 「미조리」함

리 정부와 같이 임시 수도로 피난을 다녔으며 이승만(李承晚) 대통령과의 친교는 각별. 50년 6

작전을 지휘, 북괴군(北傀軍)을 격퇴시킨 공적을 남겼다. 군인으로서의 위풍당당한 그의 모습

는 「맥아더」장군을 마중나갔다가 「맥아더」착륙 30분전 갑자기 북괴(北傀) 「야크」기 1대가 나

상에서 항복조인식을 받은 것을 비롯, 6ㆍ25사변 때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인천(仁川)상륙

월 29일 이(李)대통령, 임병직(林炳稷) 외무부장관과 함께 수원(水原)공군기지에 비래(飛來)하

은 동상으로도 조각되어 인천(仁川) 자유공원에 세워져 있다.

타나 폭격을 가하자 「무초」 대사는 이(李)대통령을 감싸안고 진흙탕 속으로 몸을 숨겼다는 일

루는 반공(反共) 「아시아」권(圈) 구상은 그 「도미노」 이론(理論)에도 영향을 줘 미국의 대(對)

장 전규홍(全奎洪)씨 등과는 막연한 술친구로서 술자리에 앉으면 「위스키」3병 정도는 예사로

인퇴의 원인이 된 중공(中共)본토 공격론은 1951년 당시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나 골자를 이

뒤 「아시아」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준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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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있다. 총각 대사이던 「무초」는 주량도 대단. 당시 체신부장관 장기영(張基永)씨, 총무처

비웠다고. 작년에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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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플리트 (1892〜)

한국전(韓國戰)의 대부분의 기간(1951〜1953)을 주한(駐韓) 「유엔」군(軍) 및 미(美) 8군(軍)

을 지휘 한 사령관으로서 한국인에게는 가장 인상깊은 미군(美軍). 「리지웨이」장군의 후임으

하지(1893〜)

한국(韓國)과 미국(美國)

보병전과 「정글」전에 정통한 전형적 무골(武骨). 제1차대전시 「프랑스」참전을 시초로 2차대

전 때는 태평양지역 대일전(對日戰)에서 용명을 높였다. 육군중장(임시)으로 주한 미군사령관

로 한국(韓國)에 온 「덴플리트」는 특히 이승만(李承晚) 대통령과 깊은 친교를 가졌고 퇴역 후

에 부임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식(移植)을 담당한 주역.

대장(大將)이 되기까지 그는 기관총 대대장(大隊長), 보병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등

의 청산을 뒷날의 숙제로 유예. 해방직후 항간에선 『우리나라 독립을 언제 시켜주시겠읍니까』

에도 여러번 한국을 찾아온 지한파(知韓派). 1915년 「웨스트ㆍ포인트」를 졸업. 1951년 육군
온갖 지휘관을 역임.

월터ㆍ매카나기 (1908〜)

제 5대 주한미국(駐韓美國)대사. 1년 5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59. 12〜61. 4) 근무했으나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 보았고 또산 이 「드라머」에 깊이 관여한 인물.

능률을 명분으로 총독부 조선인 관료를 신생공화국의 관료층에 흡수시킴으로써 식민지 잔재

하면 『하지 곧 하지』하는 등 목마른 독립(獨立)에의 갈구와 「하지」 중장의 이름과를 관련시킨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러치

2대 미군정장관(美軍政長官)에 취임한 육군 소장(少將)의 직업군인. 전임지(前任地)는 「버지

60년 4월 19일 저녁 경무대(景武台)로 이(李)대통령을 방문, 요담한데 이어 21일 상오 10시 이

니아」 대학 내의 육군군정학교장 전임 「아놀드」의 재임 기간이 해방의 감격이 가시지 않은 전

「실지내용」은 그 뒤 「대통령 하야(下野)권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李)대통령 하야(下

심한 사상대립으로 민족지도자들이 「테러리즘」의 제물화(祭物化)된 것도 이때. 좌익(左翼) 인

命)길에 오를 때 에는 「비자」발급(發給) 등 미국(美國)대사가 베풀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

순직. 태극기에 조기를 달아 애도를 하기도 했다.

(李)대통령을 재방(再訪), 「4.19 사태수습을 위한 미(美)측 견해」를 전달했다. 이 「견해 전달」의
野)(4월 26일) 후에는 허정(許政)과도 내각에의 지지를 천명했고 이(李)박사가 「하와이」망명(亡

했다. 그 후 국무차관보(國務次官補)와 주(駐) 「파키스탄」및 중국(中國)대사를 역임. 66년 은퇴
후 지금은 「애틀랜터」시에 살고 있다.

알렌 (1858〜1932)

구한말 입국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갑신정변 이듬해 한국최초의 국립 병원이자 근대적

의료기관인 광혜원(廣惠院)(뒤에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을 설립하였고 관립의학교를 창설하

여 우리나라에서 서구 근대의학의 보급과 의료사업에 공헌. 고종의 시의(侍醫)와 외교고문을

겸하여 당대의 외교행정(外交行政)에 깊은 관계를 가졌으며 뒤에는 미국의 주한전권공사(駐韓
全權公使)를 역임하기도 했다.

언더우드(한국명(韓國名) 원두우(元杜尤) (1859〜1915)

미국의 의학자ㆍ선교사. 경신(儆信)학교, 연희(延禧) 전문학교를 설립. 우리나라 교육사업에

헌신한공로자, 저서에「영한사전」과 「한영사전」. 서울 출신의 그의 아들 (Horace Horton U.
원한경(元漢慶))도 의학ㆍ문학박사로 경신학교교사, 조선 신학대학 교수, 학장 등을 역임하였
고 그의 장손(원일한(元一漢)씨)이 현재 연세대학교에 봉직함으로써 3대에 걸친 봉사활동으로
한국인에게는 가장 친숙한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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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轉換期)라면 「러치」의 재임 시기는 신생공화국의 탄생을 앞둔 진통기였기도. 좌우익의 극

사(人士)의 대량검거와 남한군정(南韓軍政)의 가능성이 시사된 것도 그의 재임중이었다. 47년

2. 사물(事物)
M1 소총(小銃)

6ㆍ25 동란(動亂) 때 미국(美國)이 우리나라에 제공(提供)한 군원(軍援)의 대표적(代表的) 품

목(品目). 여러가지 많은 품목(品目)의 군사원조(軍事援助)가 있었지만 『전쟁(戰爭) 에서는 역시
총(銃)』이 으뜸간다는 것을 실증(實證)해 준셈.

1930년대(年代) 초기(初期)에 미군(美軍)은 여러 종류의 소총(小銃) 「모델」을 「테스트」한 결

과 미국(美國)발명가(發明家) 「존ㆍCㆍ개런드」가 고안한 M1이 가장 우수(優秀)한 것으로 판단,

1936년(年) 미군(美軍)표준장비로 채택하고 그때까지 사용해온 「스프링필드」 소총(小銃)을 폐
기 처분했다.

자동연발식이라고 소위 북괴(北傀)인민군이 자랑하던 「따발총」도 몇발의 연발사격을 하고

나면 총신(銃身)이 뜨거워지고 사정(射程)거리는 짧아지는 결함을 가져 명중률과 반자동을 자

랑하던 M1의 위력앞에 맥을 못추었다. 그러나 M1 소총(小銃)은 월남전(越南戰)을 계기로 개

발된 M16 때문에 이제는 빛을 잃고 군사(軍事)박물관에나 나가야 할 운명이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괄시할 수 없는 반공무기(反共武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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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C(General Motors Corporation)

해방후 미군(美軍)이 진주하면서 갖고 들어 온 군용(軍用) 「트럭」의 대명사처럼 쓰인 GMC

한국(韓國)과 미국(美國)

행해 온 「스트래트메이어」미극동공군(美極東空軍) 사령관에게 『공군(空軍)의 애로(隘路)사항

은 무엇이냐』고 묻자 「스」장군은 『평양(平壤)폭격에 관한 0.K』라고 대답. 「맥아더」는 즉석에

는 73 년(年)까지 세계 제1위의 매상고를 자랑해온 세계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74년도(年度)

서 『폭격하라』라고 지시함으로써 B-29가 출격했다. 또한 대구(大邱)가 적의 포위로 목을 졸리

「달러」를 「마크」한 「엑산」석유(石油) 등에 눌려 제3위로 떨어졌다. GMC가 우리에겐 「트럭」으

(江岸)의 적을 침묵시키기도 했다.

판매고는 3백15억 「달러」로 73년(年)(3백 4억 「달러」)보다 11억 「달러」가 늘었으나 4백 20억
로 익히 알려졌지만 미국(美國)에서는 출세(出世)의 「심벌」인 「캐딜택」「메이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군수품을 생산해온 GMC는 현 재 「탱크 미사일」 우주개발에
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72년(年) 신진(新進) 자동차(自動車) 회사와의 합작으

고 있을 때 99대의 B-29가 낙동강(洛東江) 전선에 등장 이름도 현란한 「융단폭격」으로 강안

쌕쌕이

F-86 「세이버ㆍ제트」기의 한국별명(韓國別名). 번개같이 날면서 『쌕쌕』하는 소리를 흘렸다

로「GM 코리아」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상륙(本格上陸).

고 해서 붙인 별칭. 1947년에 처음 제작된 단일석(單一席), 단일(單一) 「엔진」의 「쌕쌕이」 는 ①

모체가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리라.

1천 2백km 이상)한 최초의 미국(美國)전투기이고 ③또한 소련 「미그」15기와 사상 최초의 「제

폐차처분된 GMC제 「트럭」이야말로 전후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총아가 된 『버스」, 「트럭」의

「셔만」호(號)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미국이양선(美國異樣船). 1866년(고종(高宗) 3년(年)) 7월 중국천진

(中國天津)에 체류중이던 「셔만」호(號)의 선주(船主) 「프레스톤」은 영국(英國) 「메도우스」 상사

(商社)와 결탁. 비단, 유리그릇, 천리경(千里鏡), 자명종(自鳴鍾) 등의 상품을 「셔만」호(號)에 싣
고 대동강(大同江)을 거슬러 평양(平壤) 경내로 들어와 통상(通商)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셔만」호(號)는 한국(韓國)의 거절을 무시한 채 만경대(萬景臺), 한사정(閑似亭)까지 올라와서

한국전(韓國戰)에서 처음 취역(就役)(50년 12월)한 「제트」전투기이며 ②음속(音速)을 돌파(시속
트」기 공중전을 벌인 기록들을 갖고 있다.

6.25동란 때 「잽」과 「훅」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했던 「쌕쌕이」와 B-29

는 찬란한 영광을 간직한 채 오래 전 퇴역(退役).

달러 (별칭 「그린 백」)

「달러」화의 색깔이 녹색이라 「그린백」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암시장에서는「요」

로 불리운다. 「달러」보다 「사이즈」가 큰 일화(日貨)(원(圓))는 「이불」. 「달러」의 어원(語源)은

는 조총(鳥銃)과 대완구(大碗口)를 쏘아대고 강변의 평양군민(平壤軍民)은 돌팔매, 활, 소총(小

1519년 「보헤미아」의 「요하임스탈」이란 마을에 있는 은광(銀鑛)에서 주조한 은전(銀錢) 「요하

모래톱에 얹히자 선원들은 약탈 총포격(銃砲擊)을 자행했고 이에 격분한 평안도관찰사(平安

한 것. 미국경제의 「얼굴」로 등장한 「달러」는 「스털링」지역의 「파운드」화와 더불어 금환본위

銃)으로 대항. 싸움이 8~9일 계속되는 동안에 비로 불어있던 강물이 빠지고 「셔만」호(號)가

임스탈러」에 있지만 미국통화(美國通貨) 단위로 설정된 것은 1792년의 「주조령(鑄造令)」에 의

道觀察使) 박규수(朴珪壽)는 화공(火攻)으로 배를 불사르고 선원은 모두 타살(打殺) 또는 소

(金換本位) 시대의 국제무역의 주요결제수단이 됐고 영국경제(英國經濟)가 차츰 약세를 보임

신미양요(辛未洋擾)를 유발.

本) 등지의 경제력이 신장하는데 따라 「달러」는 열세에 몰리고 「종이 호랑이」라는 불명예스러

사(燒死).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1871년 미국(美國) 「아시아」 함대 3척이 강화도에 쳐들어 온

B -29(일명「수퍼포트리스」)

2차대전 당시 미군(美軍) 최대의 폭격기였으며 전쟁(戰爭)을 미국(美國)의 승리(勝利)로 이

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45년 3월 2백 76대의 B-29가 일본동경(日本東京)에 2천t의 폭탄

을 투하 15.8평방 「마일」을 파괴하고 18만 5천명을 살상, 8월 6일에는 「에놀라ㆍ게이」라는 이

름의 B-29가 사상최초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 이 원폭(原爆)을 서태평양(西太平洋)

「마리아나」기지에서 일본(曰本)까지 실어나르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종(機種)이 B-29

였다고. 우리나라에는 6.25 발발 4일후인 6월 29일 평양시가지(平壤市街地) 폭격에 등장했다.
일본(日本)에서 전용기(專用機)로 수원(水原) 공군기지에 비래(飛來)한 「맥아더」장군이 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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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따 「달러」는 단연 세계화폐로 위력을 과시했다. 서독(西獨)을 비롯한 EEC지역과 일본(日
운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썩어도 준치』이듯이 「달러」는 역시 「달러」-

돈과 「달러」의 연구에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세계적(世界的) 석학(碩學) 「밀튼ㆍ프리드

만」교수 는 『오늘날의 세계 통화체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달러」 본위제』라고 대

미백과사전(大美百科辭典)(75년판)에 기술(記述)하고 있다.

코카ㆍ콜라

『만약 핵전쟁(核戰爭)이 일어난다면 지구상에 남을 것은 「코카ㆍ콜라」 빈 병뿐…』 세계 1백

30여개국에 자(子)회사 및 판매망을 가지고 일년매상 3백 60억을 판매한다는 「코카ㆍ콜라」가
드디어 68년에 한국(韓國)에 상륙, 우리 혓바닥에 침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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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애틀란타」의 약제사 「존ㆍ팬버튼」이 청량음료의 하나로 「콜라」엽(葉)과 「콜라」 과실

(果實)의 추출액을 주원료로 하여 창제(創劑)했을 당시에는 그 자신도 이 단순한 상품이 후일 미
국식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의 세계적 진출을 상징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열대의 북아(北阿)사막에서 「알라스카」오지(奧地)에 이르기까지 『인간있는 곳에 「콜라」다』

는 철저한 「마케팅」전략과 「원액(原液)을 본사에서 제조하여 해외지사에 판매하는 비밀주의상

혼(秘密主義商魂)으로」 「코카콜라나이제이션」 (Cocacolanization)이란 신조어(新造語)를 낳

기도.

헐리웃 영화

「헐리웃」영화는 우리에게도 역시 대중문화의 영향을 크게 끼쳐주었다.

연평균 강우량이 가장 적고 일조량(日照量)이 많다는 자연조건이 야외촬영에 적합하다는 이

유에서 영화 촬영소가 건립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헐리웃」이 탄생하게 된 시초 영화의 상

업성(商業性)을 간파(看破)한 미국 영화자본(영화는 자본주의 시대에 탄생한 유일한 예술양식이
다)이 이곳에 정착했던 1915년경부터 이후 60여년 간을 「헐리웃」은 미국 중산충의 생활 윤리
와 미국적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관(傳道舘)으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스타ㆍ시스템」

에 의한 영화제작방식으로 세계의 영화관객에게 「신데릴라」적 꿈을 안겨주던 곳. 「헐리웃」 영
화산업의 사양(斜陽)이 영화자체의 사양화(斜陽化)로 오해될 정도로 오래동안 「헐리웃」 영화
는 영화 그것이었다.

블루진

「리바이ㆍ스트라우스」사(社)의 광부용(鑛夫用) 청색 노동복. 1850년을 전후한 「골드ㆍ러시」

의 부산물.

질긴 면직의 천과, 헤지기 쉬운 요소 요소에 달린 동(銅)단추가 간판.

창안자인 「리바이」조차 이 청바지가 관리사회의 총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다. 한국

전쟁 이후 「하우스보이」나 양공주를 통해 소개된 이후 근면, 실질의 미국식 실용주의를 상징
하는 대표적 상품. 초기에는 전쟁고아나 거리의 불량배들이 즐겨 입음으로 해서 인상이 좋지

않았으나 기성체제(旣成體制)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세계적(世界的)인 유행이 되자 재빨리 이

양공주(洋公主)

양갈보를 비꼬아 이르는 말. 어원(語源)으로 보아 미군정(美軍政) 이래의 산물이겠으나 본격

화된 것은 역시 한국 전쟁부터이므로 전쟁(戰爭)의 부산물임에 를림없다. 요즈음 외국인 상대

의 「콜ㆍ걸」과는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부터가 다르다. 오직 주둔군 상대의 그것.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화했다는데서 한국전쟁의 가장 슬픈 경험의 하나.

화려한 화장과 대담한 의상, 「츄잉검」의 상용(常用) 등 「아메리카」적인 소비문화의 전도사

(傳道師)로서 전래(傳來)의 생활(生活) 규범타파에도 전위적(前衛的)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점
에선 기지촌과 표리의 관계, 혼혈아(混血兒)의 사회적응 문제 등 당시의 후유증이 전후 20여년

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아 아직도 전후(戰後)시기는 끝나지 않았는가 보다.

고아원(孤兒院)

한국전쟁(韓國戰爭)과 관계해서 생각하는 한 양공주와는 일란성쌍생아(一卵性雙生兒)ㆍ원

생의 주류는 혼혈고아(混血孤兒)이었다.

35만(萬) 이상의 외군(外軍)이 투입된 전쟁(戰爭)의 결과 30만의 전쟁 미망인과 10만의 전쟁

고아를 뒤로 남겼다. 이중 고아원에 수용된 인원은 극히 적은 수. 고아원이 외국재단(外國財

團)이나 구호기관의 구호물자로 운영되었던 당시이니 혼혈고아(混血孤兒)의 우선적 입원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적령(適齢)을 지난 미취학아동(未就學兒童)의 수가 격증함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전시

에 고아원을 거쳐 나간 세대들이 이미 성년(成年)을 지난 지금 고아원의 어감(語感)도 점차 소
원해지고 있다.

레이션 박스

『「레이션ㆍ박스」로 다닥다닥 이어붙인 난민촌…』 항도 부산(釜山)에서의 피난시절을 기억하

고 있는 세대에서는 언제나 연상되는 상투형의 하나다. 2차세계대전의 전승국이자 총과 칼로
독립을 쟁취한 이래 그 역사에 한 번도 패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엄청난 국력을 실감

시킨 것은 실은 「레이션」의 그 화려한 식단(食單)이 아니었을까?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오는 음식물의 종류보다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

에 편승한 상혼(商魂)에 의해 일약 유행의 첨단이 되었다. 한때 노동복이었던 「블루진」의 착용

을 준 것은 오히려 그 포장품의 다각적 용도였다.

예. 「블루진」은 어디까지나 「블루진」. 「패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블루진」은 너무너무

용지난의 해소에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을 중산층(中産層)의 가치(價値) 의식(意識)에 대한 고의적인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한

편하기 때문에.

한국(韓國)과 미국(美國)

깡통은 가내수공업품의 총아가 됐으며 포장지는 재생지(再生紙)의 원료로서 전시의 극심한
깡통의 다각적 이용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시내 「버스」의 「보디」에 이르기까지 둔갑되어 이용

되는 바람에 공급자인 미국인조차 그 천재적 이용숫법에 경탄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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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 죽

피난민들의 생의 현장이었던 부산(釜山)국제시장이나 피난민수용소 주변에서 호구(糊口)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전시(戰時) 모듬요리.

비상시에 미식(米食)과 분식(粉食)의 구별이 있을 리 만무한 전란의 터전에서 주로 미군(美

다이아진

한국(韓國)과 미국(美國)

해방과 미군정을 계기로 상륙한 화학 요법제 제1호 「설폰아미드제」. 화농성 질환과 모든 세

균성 질환에 효과가 좋아 당시에는 만병통치약으로 공인(?)되었으며 「됴고약」과 「활명수(活命

水)」가 지배하던 시대의 의약계를 일신시켜 생약(生藥)의 퇴락(退落)을 재촉했다. 기지촌을 중

軍)들 식당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한데 긁어모아 끓인 것으로 쌀, 빵, 국수, 고기, 채소는 물

심으로한 미군 부대에서 유출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됨으로써 무원칙한 약사행정과 함께

로서 영양학적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편승하여 「다이아진」은 해방직후 남북교역(南北交易)의 주요한 인기품목으로 등장, 흥남(興

론 군용 「레이션ㆍ박스」에서 나온 「소시지」, 절인 콩, 「베이컨」, 「햄」, 「버터」도 들어가는 요리

비위생적이고 보기가 흉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 같다고 해서 「꿀꿀이 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
날품팔이 일꾼이나 지겟꾼, 「검」팔이,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의 허기를 메우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메뉴」였다. 의지와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 이같은 종합영양식(綜合營養食)으로 건
강을 유지해 가면서 착실한 「또순이」, 「아바이」로 성공, 「꿀꿀이 죽」의 추억을 안기도 한다.

츄잉점

키와 코가 유달리 큰 「양키」 병사가 「츄잉검」을 씹어대는 모습은 해방직후의 우리에게 이양

선(異樣船)이나 본 만큼의 이색적 풍경이었다. 그것은 무해무익(無害無益)의 씹는 과자로 남미

후일의 분별 없는 화학요법제 및 항생제 남용의 심리적 원인이 되기도. 당시의 이러한 인기에

南) 비료공장의 염산 및 초산과 교환되었다.

그로부터 30년, 당대의 총애를 한몸에 모았던 「다이아진」은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폐기 처

분되어 한시대를 증언하는 화석(化石)이 되었고.

DDT

1948년 「스위스」의 「뮬러」(P. Muller)에 의해 제조된 유기염소계(有機鹽素系)의 살충제로

전형적인 접촉독제(接觸毒劑). 2차대전 당시 열대 밀림지역에서 작전중인 미군(美軍)의 「말라

리아」, 「티브스」 등의 예방에 공헌함으로써 널리 일반화 되었다. 미군(美軍)이 진주하는 곳엔

으례 DDT가 뿌려져 해방 후 이 DDT의 덕분으로 수천년 동안 우리네 전통생활에 기생해왔던

산(南美産) 천연 「치클」과 설탕 향료가 원료의 전부.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진주와 함께 보급

이의 존재가 말살되었다. 원시적인 방역방법에 주로 의존하던 한국전(韓國戰) 당시 DDT의 소

액(침)의 분배를 촉진하여 가벼운 소화불량증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미끼. 전쟁

와선 인체에 해로운 발소성(發瘙性) 물질이 생성될 염려가 있다 하여 사용제한 또는 금지령을

되어 가장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생활「패턴」화한 것이 「콜라」와 츄잉검」의 상용(常用)이다. 타

(戰爭) 당시에만 해도 「츄잉검」은 머리 염색, 긴 손톱과 더불어 양공주의 상표(商標)와 같았던

것. 그것은 어느 틈엔가 일반화되어 남녀노소(男女老少),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락(同樂)
하게 되었다. 미국(美國)이나 일본(日本)의 경우 단일품목(單一品目)으로 전제과업계(全製菓業

界)의 「톱ㆍ메이커」가 된 업종도 「츄잉검」 외에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세브란스

미국인(美國人) 선교사 「에비슨」(0. R. Avison)이 1900년 서울에 「세브란스」병원을 세우고

개는 해충의 구제(驅除)에 혁명적 전기를 이룩함으로써 「원자탄」이란 별명을 얻었고. 근래에
내린 국가가 많아졌고, 권위있는 미국(美國) 식품의약국(食品醫藥局)에서도 사용금지 품목에
삽입시킴으로써 그 역사적(歴史的) 소명(召命)이 끝날 운명.

기지촌(基地村)

OFF LIMIT YELLOW LINE 「퀀셋」과 철조망, 마약에 매음 등으로 표상되는 주둔군의 점

령지를 중심으로 후조처럼 모여든 전쟁(戰爭)실향민들의 집단취락. 전황이 고조되어 해외참전

군이 36만을 상회하였을 당시에는 전국에 산재한 기지촌(基地村)도 「붐ㆍ타운」을 이루어 전시

동병원에 근무할 의사의 양성을 위해 1917년 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한 것이 「세브란스」란 이름

의 이상경기(異常景氣)를 구가하였으며 인문지지(人文地誌)를 바꾸어 놓았다. 비생산적이고 저

로써 서양 근대의학의 대중전파에 공헌. 1957년 연희 전문과 병합하여 현재의 연세대학교로.

입(流入)에도 공과가 너무 컸다. 휴전 이후 전시체제의 청산, 주한외국군의 점진적 칠수에 따라

과의 첫 대면(對面). 기독교적 박애정신(博愛精神)으로 수많은 환자에게 인술(仁術)을 베풀므

「세브란스」는 「에비슨」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快擲)한 미국인(美國人)의 이름.

속한 「아메리카」상업문화의 전파를 위한 전진기지였기도 하며 군수물자, 범칙물자의 후방 유

기지촌의 「이미지」도 퇴색일로. 지금의 기지촌은 한 때의 영화를 회억하고 사는 퇴기(退妓)의
안간힘 같은 표정. 한국전(韓國戰)의 가장 아픈 상흔이었으며 역사적(歴史的) 유물화 할 날도
머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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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의혹(疑惑) - 세이여즈

의혹(疑惑)
세이여즈 작(作)

앓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병에라도 걸리면 사무소가 곤란해지는 것은 고사
하고, 무엇보다도 「에셀」이 몹시 걱정할 것이다. 「매머리」씨로서는 아내 「에셀」에게 걱정을
끼칠 바에는 자기의 그다지 신통치도 못한 인생 따위는 서슴치 않고 내동댕이쳐도 좋을 것
같이 생각했다.
「매머리」씨는 소화제를 한 알 입에 넣고─요즘 노상 몇 알씩을 지니고 다니기로 했었던

것이다. ─신문을 펴들었다. 별로 신통한 뉴우스도 있을 성 싶지 않았다. 하원(下院)에서 정
부가 사용하는 타이프라이터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황태자 폐하, 친히 전영국 신 발전

기차 안의 공기가 담배연기로 어지러워짐에 따라 「매머리」씨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어쩐
지 잘 내려가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은 없다. 「모오닝 스타」지(紙)의 건강란에서 권하고 있는, 비

타민이 충분한 검정 빵과 맛있게 볶은 베이컨과 알맞게 익은 수란(水卵) 그리고 「새튼」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을 성싶은 근사한 커피 이것뿐이다.

그런데 그 「새튼」이라는 가정부는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 고마운 일이다. 아내
「에셀」은 올 여름, 신경쇠약에 걸린 다음부터는 오자마자 나가버리는 익숙하지 못한 젊은
하녀를 참을 수 없다고 투덜거린다. 가엾게도 요즘에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아내 건강에 영
향을 끼치는 것 같다. 차츰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매머리」씨는 제발 자기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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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테이프를 끊다.……자유당은 더욱 분열의 위기……경찰에서는 「링컨」일가 독살사건

용의자를 여전히 수사" 중.....공장 소실(燒失), 소녀 2명 소사(燒死)……은막 스타, 네번째의

이혼 등등.

「패러곤」역에서 내린「매머리」씨는 시전(市電)을 바꿔랐다. 가슴아 답답하던 증상은 뚜렷

한 구역 질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참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사무소에 닿을 수 있

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책상 앞에 앉자 동료인 「브르크스」가 위세
좋게 들어왔다.
『여어, 벌써 왔군, 「매머리」군』하고 여느 때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어떤가, 굉장히
추운 걸』 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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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고맙네. 아뭏든 곧 나아서 또 함께 어울리게 될 걸세. 의사는 일을 해선 안 된다구
말하더군. 이것저것 걱정해선 안 된다구 말일세─근심 걱정이 제일 나쁜 모양이야. 마음 놓
고 쉬는 건 좋지만 뛰어다니거나 일을 너무해선 안 된다는 거지.』
『물론 그렇겠지. 정신을 안정시켜야 할 테니까. 나는 훨씬 전부터 걱정같은 것은 아예 하
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과 이걸 보게나! 벌써 쉰살 고개를 넘었는데도 이처럼 팔팔하
지 않은가.
그런데 어째 자네 얼굴 빛이 덜 좋은 것 같네 그려?』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게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닐세. 간장(肝臟)이라두 좀 상했지.

아마』

『그럴 거야, 그건 틀림없이 간장이야』 「보르크스」씨는 익살을 부릴 기회라도 만났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인생 만사는 배짱 나름이라니까. 핫핫하! 그럼 좀 일이나 해볼까. 그 「펠리비」의 토지

차용(借用) 계약서는 어디 있더라?』

더 지껄이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았던 「매머리」씨는 한시름 놓으면서 일에 손을 대어 약

30분 동안은 부동산 업자로서의 그의 사무를 묵묵히 처리했다. 그러나 이옥고 「브르크스」
씨가 또 말을 걸었다.
『헌데 자네 부인은, 일 잘 하는 요리인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
『정말 그래. 이렇게 추워서야 어디 해 먹겠나』하고 「매머리」씨는 대답했다.
『굉장한 추윈 걸. 자네 집의 구근(球根)은 죄다 심어졌는가?』

『웬걸，아직두 심지 못했어』하고 「매머리」씨가 말했다. 『실은 요즘 좀一』
『그건 안 돼. 일찌감치 심어둬야 하네. 우린 지난 주에 심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의 자그
마한 뜰두 봄에는 그림 같은 꽃밭이 될 걸세. 시가지의 뜰치곤 그렇다는 거지만, 자네처럼
교외에서 살고 있는 친구한텐 당할 수 없지. 역시 이런 거리 복판보다는 살기가 좋을 테지
응? 여기서도 한길 끄트머리에 나가면 맑은 공기를 들이킬 수 있네만 헌데 부인은 요즘 좀
어떤가?』
『고맙네, 훨씬 나은 것 같애.』
『그건 잘됐네. 참 종겠군. 아뭏든 올 겨울엔 건강해지셔야지. 부인이 없으면 연극협회는
꼼짝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이지 작년의 〈「로맨스」〉 때에 보인 부인의 명연기는 잊을 수
없는 걸. 부인과 「웰베크」의 아들이 온통 인기를 독차지했으니까. 아. 참, 어저께도 「웰베
크」가 부인의 용태를 걱정하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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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거야. 요즘엔 여간 구하기가 어려워야지. 우리 집에서두 얼마 전에야 간신히 마음
에 드는 사람을 구했다네. 설마 자네 집에 오래 전부터 있던 요리인이 나가겠다는 건 아니
겠지?』
『설마!』하고 「브르크스」씨는 명랑하 게 웃어댔다. 『그쯤 되면 주인이나 마찬가질세. 지진
이라도 생기기 전엔 흔들리지 않네. 우리 집이 아니라 「필리프슨」의 집에서 구하고 있지. 자
금 있는 하나가 시집간다나. 역시 곤란하거든, 젊은 사람은. 난 「필리프슨」에게 말해줬지
─” 조심하게나, 신원을 잘 아는 사람을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루즈」인가 하는

독살마(毒殺魔) 같은 걸 걸머질테니까. 아직 얼마 동안은 자네 집에 화환(花環)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말일세” 그 친구는 웃었지만 이건 웃을일이 아니니까 똑똑히 말해줬지.

정말 뭣 땜에 세금을 내서 경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벌써 꼬박 한 달이 되어 오는데
아직도 잡지 못했다니! 그리구 말하는 꼴들을 보게나. 요리인으로 일자리를 구할는지도 모
른다”고 하니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자네는 그 여자가 자살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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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살이라구? 농담이 아직도!』

국화꽃을 손에 든 채 복도를 지나 부엌문을 열어보았다.

「브르크스」씨는 거친 목소리로 공격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릴 믿어선 안돼 . 물 속에서

요리인 밖에는 없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다가오는 기

건져냈다는 그 웃도리는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지. 그 따위가 자살할 리가 있나. 그런 족
속이』
『그런 족속이라니 ? 』

『그런 비소(砒素) 미치광이 말일세.

그놈들은 자기 몸을 지키는데는 여간 아니거든. 이를테면 여우처럼 교활하다고 할까. 제

발 다음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경찰에서 잡아줘야겠는데. 「필리프슨」에게도 말했지만一』
『그럼 자네는 역시 「앤들루즈」라는 여자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군?』
『물론이지. 물론 그 여자가 한 수작일세. 자네 얼굴에 코가 달려 있는 것만큼 확실한 일
이야. 처음에 늙은 자기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다는데 그 아비는 죽고─ 자그마한 재산을
남겼다는 거지. 그 후에 어떤 늙은 신사 집에 가정부로 들어 가자 그 신사두 역시 죽어버렸
어. 그 다음엔 이 번 사건의 부부야. ─ 비소 중독으로 남편은 죽고 마누라는 중태에 빠졌
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집의 요리인이 자취를 감췄다네. 그런데두 자네는 그 여작가

색을 알아차리고는 송구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
『주인님이세요─깜짝 놀랐어요.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마님은 어디 갔소? 또 나빠지지는 않았겠지?』
『네 그런데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시더니 곧 잠이 드셨읍니다. 네시반에 차를 끊여서 드
렸읍니다만, 성미가 그러시니 어디 들으셔야지요.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모양이어서 뭔가 하
고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지. 자네가 나른 건 아닐세. 「새튼」. 잘 돌봐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그럼 좀
2층에 올라가서 보고 와야겠네. 잠이 들었다면 깨울 필요는 없지만. 헌데 오늘밤의 요리는
뭔가?
『네. 아주 맛좋은 고기 「파이」를 만들어봤는데요.』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당

장에라도「신델레라」식으로 호박으로나, 사두마차 (四頭馬車)로라도 고쳐 버릴 것같은 말
투다.

한 짓이냐고 묻는단 말인가? 내기를 걸어두 좋아. 그 죽은 아비하고 늙은 신사를 파내서

『「파이」야? 실은 말이지一』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입에까지 비소가 꽉 들어차 있을걸세. 그런 독살범은 한번 저질러 놓

『아주 깨끗해서 장이 좋습니다』하고 요리인은 보아달라는 듯 솔뚜껑을 열었다. 『게다가

으면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거야.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라고나 할까』
『그럴지도 모르지』 「매머리」씨는 다시 한 번 신문을 펴들고 실종된 여자의 사진을 들여
다 보았다. 『벌레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얼굴인걸. 상냥한 어머니 같은 타입이 아닌가』
『아냐. 입이 좋지 않아』하고 「브르크스」씨가 말했다. 인간의 성격은 입가에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持論)이다. 『이런 여자는 절대로 신용할 수 없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매머리」씨의 기분도 차츰 좋아졌다. 그러나 점심에는 매우 조심

버터로 만들었읍니다. 「라드(돼지기름)」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기에

『고맙네. 물론 맛있겠지. 어쩐지 요즘 좀 속이 언짢아서 「라드」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

『그렇지요. 분명히 맞지 않는 분두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간장에 바람이라두 든게죠. 날씨
가 이러니까 무사한 분이 도리어 이상합니다.』
그는 당황하게 테이블께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읽고 있었던 그림이 많은 신문을 치웠다.
『마님 식사는 방에까지 가져다 드릴까요? 』

해서 작은 생선과 「캐스라드 프딩」만으로 때웠고, 식후에도 이내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

「매머리」씨는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에셀」은 이불을 덮고 침대에

했다. 다행히 생선도 「캐스타아」도 소화가 잘 되어서 요즈음 두 주일 동안은 거의 습관처럼

누워 있었다. 커다란 「더블베드」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은 몹시 작고 연약하게 보였다. 그가

되어버렸던 식후의 불쾌한 복통도 느끼지 않고 넘겼다. 저녁 때에는 기분도 아주 좋아졌다.

들어가자 「에셀」은 몸을 비꼬며 웃음을 입가에 피웠다.

병상에 드러누워 의사의 청구서에 시달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길한 환영에 사로잡히
는 일도 없게 되었다. 「에셀」을 위한 선물로「브론즈」(청동색=청동색(青銅色))의 국화를 한

아름 사가지고, 기차에서 내려 꽃밭 사이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에는 흐
뭇한 기대가 물결쳤다.
그러나 아내의 모습이 안방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소 서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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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돌아왔어.』
『오셨어요. 잠이 들었던 것 같군.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기에 「새튼」의 부축을 받고 여기
올라왔어요.』
『또 너무 심하게 일했던 게지』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침대 끝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렇겠죠一저두 모르게 아픈 걸 잊구선. 어마, 이쁜 꽃. 모두 절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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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당신에게 주지, 귀여운 내 마누라』 하고 「매머리」씨는 정답게 말했다.
『그 대신 나는 뭘 받을 자격이 없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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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읍니다. 곧 회복될테니까요』

의사의 예언은 옳았지만 그렇게 빨리 전쾌(全快) 할 수는 없었다. 식사는 전적으로 환자

부인은 미소했고 「매머리」씨는 여러 번 부인의 따뜻한 「키스」를 받았다.

식만을 들었고, 빵과 밀크와 「새튼」부인이 정성껏 만들어 주는 쇠고기 「수우프」를, 「에셀」

『자, 그럼 됐지요. 웬만큼 나이를 잡숫고도 여전하시군요. 그럼 먼저 내려 가세요. 저두

이 침대에까지 들고 왔지만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속이 언짢아서, 토요일 오후에야 간신히

곧 일어날테니까요』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번만은 단단히 혼이 나는 모양이었다.

『아니야. 당신은 누워 있는 편이 좋아. 「새튼」에게 말해서 식사를 날라오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브르크스」가 사무소에서 보낸 서류를 처리하고 자기 집

「에셀」은 반대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지금 무리하면 연극협회의 모임에두 나갈 수 없

가계부의 정리쯤은 할 수 있었다.

게 돼. 여러분들은 당신이 나가주기를 무척 기다리고 계시거든. 「웰베크」씨두 당신 병세를
걱정해 줬고 당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요?』하고 「에셀」은 좀 기운이 나는 성 싶었다.
『친절한 분들이시군요. 그럼 이대루 누워 있을까요? 헌데 저의 주인님은 좀 어떠셨나
요?』

「에셀」은 실무에 어두운 여자였기 때문에 「매머리」씨는 노상 월말의 계산 때 도와주기로
되어 있었다. 푸주와 빵집, 우유집, 탄 가게 등의 지불 결산을 끝내고 「매머리」씨는 얼굴을
들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지?』
『그렇죠. 「새튼」 아주머니께 드릴 급료가 있지요. 우리집에 와준지도 꼭 한달째니까요』

『응, 그저 그래』

『그렇지. 그런데 어떤가, 그녀에 대해선 만족하고 있겠지?』

『배는 아프지 않구요?』

『네. 아주 맘에 들어요一당신은? 요리 솜씨도 좋고 상냥한 어머니같은 타입이니까요? 첫

『응, 조금. 이젠. 아무렇지두 않아. 귀여운 내 마누라는 아무 것도 걱정할 건 없어.』

위통(胃痛)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느끼지 않고 넘겼다. 신문의 건강란의 충고대로 오렌

지 쥬스를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뚜렷함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랬더니 목요일

이 되자 밤중에 별안간 심한 동통(疼痛)이 일어나서 놀란 「에셀」은 의사를 불러들였다. 의

눈에 흡족해서 고용했으니 제 머리두 대단하죠?』
『정말 그래』
『정말 그 때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못마땅한 「젠」이 나가버리자 우연히 나타났으나 말이에요. 전 정말 그

사는 그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는 염려할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최근에 어

때 몹시 낙심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물론 추천장도 없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좀 모험

떤 음식을 먹었느냐고 묻기에, 저녁 식사에는 돼지의 허벅다리 고기를 먹은 뒤에 「밀크 보

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줄창 어머니 시중만을 들어왔다니까. 그렇다고 그 어머

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새로운 요법(療法)으로 오렌지 쥬스를 큰 컵으로 하나 마셨
다고 대답했다.

『그겁니다. 원인은』하고 「그리피스』 의사는 명랑하게 말했다.
『오렌지 쥬스와 돼지 허벅다리 고기는 모두 좋지만 두 가지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
고기와 오렌지를 섞으면 건강에 퍽 좋지 않습나다. 까닭은 알 수 없읍니다만 확실히 그렇

습니다. 그럼 처방을 보내드릴테니 하루 이틀 동안은 유동식(流動食)으로 드시고 돼지고기

니한테서 추천장을 받을 수두 없구.』 『응. 그것두 그래.』 고용했을 당시에 「매머리」도 그 점
을 불안을 느꼈지만 어쨌든 누군가 집안 일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까다로운
주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일을 시켜보았더니 나무랄 데 없이 잘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고마움을 느낄 따름이었다. 한번 「새튼」부인이 속해 있는 교구(教區)의 목사에게 편지로
조회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했던 적도 있었지만, 「에셀」이 말했던 것처럼 목사로서는

는 삼가셔야겠읍니다. 아니, 부인, 걱정하실 건 없읍니다. 별로 드러나게 나쁜덴 없으니까

요리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며, 자기들로서는 요리 일체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요. 그보다도 걱정되는 건 부인 편이십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했던 것이다.

눈 아래 그 거무스름한 홈이 좋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 그렇지요. 약은 죽 잡숫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아뭏든 주인님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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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거든. 읽고 나서 제대로 접어 달라고 말이야.』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시군요.』

「매머리」씨는 한숨을 내몰았다. 조간(朝刊)이 마치 처녀처럼 청초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의혹(疑惑) - 세이여즈

간접적으로나마 세상을 떠들썩 하게 한 대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
렸다. 그러자 그는 깡통 뚜껑이 몹시 늦춰진 것을 깨닫고 놀라움과 당혹함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 닫아뒀을 리는 없는데, 그러면 속의 건 죄다 흘러나왔는지두 모르겠군.』 그

머리 맡에 놓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는 잘 설명할 수 없었다. 여자

는 뚜껑을 열고 깡통 속을 들여다 보았다. 아직 절반 남짓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뚜껑을 닫

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 삽자루로 세게 두들겨 주었다. 그리고 나서 깨끗이 손을 씻었다. 조금이라도 약이 손에

일요일에는 「매머리」씨도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거의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도
좋을 성싶었다. 그는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조간을 펴들고 살인기사는 무척 자세
히 들여다 보았다. 원래 「매머리」는 살인기사를 퍽 좋아했다.─ 이와같은 조용한 교외에서
살고 있으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모험을 즐겁게 앉아서 맛볼 수 있다는 「스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동료인 「브르크스」가 말하고 있었던 그대로였다. 경찰에서 「안들루즈」부인의 부친
과 이전의 고용주를 『파 보았더니』 분명 히비소가 『입에까지 담뿍』 차 있더라는 뉴우스가
실려 있다.

묻으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울리프」를 심고 나서 원채쪽으로 돌아오자 객실에 손님이 와 있는 듯한 기미가
보이기에 좀 당황했다.

「웰베크」 모자(母子)가 와 주었다는 것은 고마왔지만 미리 온다는 예고쯤은 해주는 것이

좋았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더 깨끗이 손톱 때도 손질해두

었을 것을. 그렇지만 「웰즈베크」부인이 손톱을 눈 여겨 본 것은 아니다. 지껄이기를 좋아해
서 자기 말 이외에는 변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여자다.
그런데 부인은 하필이면 「링컨」거리의 독살사건을 화제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매머

「매머리」는 점심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 갔다. 감자를 곁들인 「설로인ㆍ스테이크」에 말

리」씨는 어리둥절했다. 평소에도 차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꺼림칙한 화제인 것이다. 게다가

랑말랑한 「요크셔 브링」, 게다가 「디저어트」는 사과를 넣은 「타아트」였다. 사흘 동안 병인식

아직도 일전의 「오리」가 기억에 남아 있어 의학적인 증상이 화제에 오르자 어쩐지 가슴이

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두툼한 빨간 고기를 맛본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다.

텁텁해졌고, 우선 이런 이야기가 「에셀」의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어쨌든 독살마는 아직도

양은 되도록 줄였지만 마음껏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한편 「에셀」은 그다지 식욕이
없는 성싶었지만 원래 그녀는 별로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가리는 음식이 많은 성
미여서, 게다가(전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살이 찔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말끔히 개인 일요일 오후였다. 세시쯤 되어 아까 먹었던 「로스트 비이프」가 그럭저럭 잘

삭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머리」씨는 문득, 좋은 기회니까 그 나머지 구근을 모두 심어두
려고 생각했다. 냉큼 낡은 작업복 웃옷을 걸치고 화분을 넣어 둔 헛간으로 갔다.

헛간에서 「튤리프」주머니와 이식(移植)삽을 손에 들고는 깨끗한 바지를 입고 있음을 깨

이 근처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든든한 부인일지라도 불만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에셀」을 슬며시 보았더니 역시 얼굴빛이 파리해졌으며 떨고 있다. 어떻게 「웰베크」부인
의 입을막아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전처럼 걷잡을 수 없는 히스테리의 발작이 일어
날 성싶다.
그는 불쑥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부인 꺾꽂이(揷木)로 쓰고 싶다던 그 개나리 말입니다. 지금 한창 자를 시기입니

다. 뜰에 나와주시면 잘라드리겠어요』

닫고, 무릎을 대고 앉을 가마니를 가지고 가는 편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 사용

「에셀」과 「웰베크」의 아들 사이에 안심한 듯한 시선이 교환되는 눈치였다.

했던 것은 언제였던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화분을 가지런히 놓은 시렁 밑의 구석진

아들은 사정을 짐작하고 어머니의 눈치가 무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

곳을 손으로 더듬어보았다. 있었다. 역시 거기 있었다. 그런데 뭔가 손에 닿는 깡통이 있다.

다. 「웰베크」부인은 불시에 이야기가 꺾여서 좀 어설픈 얼굴을 보였지만, 이윽고 고분고분

조심해서 꺼내보았다. ─제초약(除草藥)을 쓰다 남은 것이었다. 「핑크」빛 표찰을 보니 상품

히 새로운 화제에 홍미를 돌렸다. 부인은 「매머리」씨를 따라 뜰에 내려서서, 「매머리」씨가

명과 함께 뚜렷이 눈에 띄는 글씨로, <비소가 섞인 제초약, 독약>이라고 씌어 있다. 「안들루

꺾꽂이에 알맞을 성 싶은 가지를 고르고 있는 동안 원예에 관해서 수다스럽게 지껄였다.

즈」라고 하는 그 독살마가 최근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매머리」씨는 가벼운

자갈을 깔아 놓은 뜰의 길이 무척 깔끔하게 손질이 되었다고 한창 추켜세우더니, 『저의 집

흥분을 느꼈다. 적이 기쁜 듯하기도 했다.

에선 아무래도 잡초를 없애버리지 못해요』하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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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疑惑) - 세이여즈

「매머리」씨는 제초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매우 잘 듣는다고 칭찬했다.

거도 확인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볼

『아아. 그 약 말씀이죠!』 부인은 그를 또렷이 쳐다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수 없었던 좋은 요리인을 내보낸다는 것은 당자는 물론 「에셀」에 대해서도 너무 경솔하고

『백만원을 준다고 해도 집엔 둬두고 싶지 않아요.』

잔혹한 행동일 것이다.

「매머리」씨는 미소를 지었다.

만약 내보내더라도 그의 경솔한 외고집 때문이라고 해두자.一「에셀」에게는 무거운 의혹

『아닙니다. 원채에서 멀찌막이 떨어진 데 뒀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소홀한 사람이라두一』

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차피 말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

문득 그는 입을 다물었다. 깡통 뚜껑이 늦춰졌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셀」은 알아두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치 가슴 속에서 어렴풋하나마 몇 가지 생각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같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더 깊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꺾꽂이를 쌀 신문지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원채쪽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객실 창문에서 보였던 모양이어서, 두 사람이 안으
로 들어가자 젊은 「웰베크」는, 이미 일어서서 "작별인사를 나누고자 하는 「에셀」의 손을 잡

그러나 만일 이 무서운 의혹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一 그 여자를 한시 바삐 내보내
지 않았다가는 「에셀」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는 「링컨」 거리에서 살해된 일가족의 일을 생
각했다. ─주인 은 죽고, 부인은 간신히 기적적으로 생명만은 건졌다고 한다. 아무리 언짢
게 생각하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런 꼴을 당하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재촉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버렸다. 그들이 돌아간 뒤 「매머리」

「매머리」씨는 갑자기 뒤숭숭해지고 지칠대로 지친 듯한 생각이 들었다.

씨는, 아까 서랍 속에서 난잡하게 꺼낸 신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역시 신병 때문인 성싶다.

그것을 정리하는 동시에 좀더 자세히 신문을 훑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병은─대관절 언제부터 생겼을까? 분명히 3주일 전에 최초의 발작이 일어났다. 그렇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두고 싶었다. 그는 신문을 한장 한장 조심
스레 뒤져보았다. 역시─ 예감은 맞았다.
「안들루즈」부인의 사진 전부와 「링컨」거리의 독살사건에 관한 기사는 죄다 오려내어져
있는 것이다.
「매머리」씨는 부엌 난로 옆에 앉았다. 따뜻한 불 곁에라도 앉아 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다. 그러나 위는 그전부터 좋지 않았다. 담즙분비과다(膽汁分泌過多)라고 한다. 요즈음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담줍분비과다증 증세는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으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객실에 들어
갔다. 「에셀」은 소파 구석에 오므리고 앉아 있었다.
『피곤한 게로군?』

없는 기분이었다. 명치 끝에 뭔가 괴상하게 차가운 덩어리가 얹혀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一

『네. 좀』

캐묻기가 무서울 듯한 무엇이었다.

『그 부인이 공연히 설치고 갔기 때문이야. 정말 그렇게까지 지껄이지 않더라도 좋을 것

신문에 실렸던 「안들루즈」라는 여자의 생김새를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선명히 기억에 남
아 있지 않았다. 다만 그 자신이 「브르크스」에게 『어머니 같은 타입』의 얼굴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실종된지 얼마나 될까 하고 계산해 보았다. 그럭저럭 한 달이 된다고 「브르크
스」는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주의 일이었다.
그러면 벌써 한 달이 넘은 셈이다. 한 달이다. 바로 어젯밤에 「새튼」에게 한 달치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던가.
『「에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얼른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런 생각이었다. 어떻게 해
서라도 이러한 무서운 의혹은 혼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셀」에게는 어떠한 불안이나 쇼크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의혹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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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정말 그래요.』
「에셀」은 쿠션에 파묻었던 얼굴을 힘없이 움직였다. 『게다가 그 무서운 사건의 이야기 뿐
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긴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야. 허지만 그런 사건이 근처에서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소문만을 그렇
게 지껄이게 되는 법이야. 빨리 잡혔으면 좋으련만. 생각할 수록 무서워. 만일─』
『그런 무서운 일은 생각하는 것두 싫어요. 틀림없이 도깨비같은 여잘거에요.』
『응. 그릴거야. 「브르크스」도 일전에 말했지만』
『말씀하시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있고 싶어요. 전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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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말투가 히스테리크해지는 것을 그는 느꼈다.
『조용히 있게 해주지. 걱정하지 말어. 무서운 이야긴 인제 하지 않을 테니.』
그렇다.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에셀」은 일찌감치 자리에 드러누웠다. 매주 일요일에는「새튼」부인이 돌아을 때까지 「매
머리」씨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에셀」은 남편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그는 이
제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확실히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
음은 어지럽고 무기력했다.
신문을 무엇 때문에 잘라냈는지, 슬그머니 물어볼 작정이었다. ─「새튼」부인이 뭐라고 대
답하는지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새튼」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평소의 버릇대로 위스키 소다를 한 잔 마
셨다. 열시 15분 전에 마당문이 달가닥하는,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자갈
을 밟고 다가온다. ─그 소리는 뒷문에서 멈줬다.
이윽고 고리를 벗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빗장을 꽂는 소리. 그리고 또 조용해졌다.
「새튼」부인이 모자를 벗고 있는 모양이다. 마침내 때는 닥쳐온 것이다.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산뜻 한 검정 옷을 입은「새튼」부인이 문 어귀에 섰다. 그
는 얼굴을 부딪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신히 얼굴을 들었다. 동그란 얼굴을 한
여자다.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따름일까.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주인님?』
『아무 것두 없어. 「새튼」』
『기분은 좋으십니까?』 건강을 열심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하다. 그러나 돗
수가 높은 안경 속의 눈은 짐작할 수도 없다.
『응. 고맙소. 퍽 좋아요.』
『마님두 오늘은 좋으신가요? 따끈한 밀크나 가져다 드릴까요?』
『아. 아니, 일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소.』하고 그는 당황해서 말했다.
상대방은 낙심한 듯했다.

의혹(疑惑) - 세이여즈

잡혀줬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러나 아무 뉴우스도 없었다.
신탁은행장이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해서, 표제는 모조리 수백만파운드에 이르는 행방불

명이 된 돈이나 파산에 직면하게 된 주주(株主)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집에서 보고 있는 신문에도, 또 출근하는 도중에 산 신문에도「링컨」거리의 독살사건은 후

면의 한 구석으로 몰려서 그것도 그저 수사는 여전히 난항 중이라고만 씌어있을 뿐이었다.
그후의 며칠 동안은「매머리」씨에게 있어서는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불안한 나날이었
다. 그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부엌 언저리를 헤매게 되었다. 「에셀」은 그것을 걱정했지
만 「새튼」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대한 눈으로 그의 동정을 살피며 어쩐지 재미
있게 여기고 있는 듯한 눈치마저 엿보였다.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아침 식사
만을 감시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날마다 아홉시 반부터 저녁 여섯시까지는 집
에서 나가야 하지 않는가?
사무실에서는 「에셀」에게 너무 자주 전화를 건다고 해서 동료인 「브르크스」의 놀림을 받
았다. 「매머리」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에정」의 목소리를 듣고 무사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목요일이 되자 자기 혼자의 터무니 없는 기우(祀憂)에 지나

지 않은 것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에는 늦게 돌아왔다.

최근에 결혼하기로 된 친구를 위해서 개최하는 독신고별(獨身告別) 파티에 꼭 가야 한다

고 억지로 「브르크스」에게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만은 밤새 마시자고 하는 다른 축들을 뿌리치고 열 한시에 돌아왔다. 돌아와보
니 이미 집안은 깊은 잠에 빠지고 작은 종이 조각에 쓴 「새튼」 부인의 쪽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데우면 곧 마실 수 있도록 부엌에다 코코아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그
는 이미 코코아를 넣어둔 작은 솥을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꼭 한 잔의 분량이었다.
부엌 난로 앞에 서서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의 한 모금으
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어째 이상한 맛이 난다. 다시 한 번 입에 넣고 혓바닥을 휘둘러보았

『그렇습니까.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금속적인 불쾌한 맛이 나는 것 같았다. 질겁을 한 그는 황급히 하수

『잘 자요. 아아. 그리구 「새튼」─』

구로 달려가서 입에 넣었던 것을 뱉어냈다.

『네?』

뱉어낸 다음 그는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윽고 이상하리만큼 신

『아니, 아니오. 아무 것두 아니오.』

중하게 마치 보이지 않는 끄나플에라도 끌리는 것처럼 시렁에서 빈 약병을 내려, 그것을 잘

이튿날 아침 「매머리」씨는 숨을 죽이다시피 하며 신문을 폈다. 주말 사이에 독살 범인이

씻고는 찻 잔의 코코아를 주의 깊게 병에 넣었다. 그리고 병을 외투 호주머니에 넣고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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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疑惑) - 세이여즈

국소리를 죽여가며 뒷문으로 나갔다. 소리를 내지 않고 빗장을 빼기는 어려웠지만 간신히
뺄 수 있었다.
여전히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뜰을 지나 화분을 넣은 헛간으로 가보았다. 주그리고
앉아서 성냥을 그었다. 제초약의 깡통을 어디에다 두었는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안
쪽의 화분을 놓은 시렁 밑이다. 조심 조심 깡통을 꺼냈다. 성냥은 콱 켜져서 손가락 끝을
데웠지만 다음 성냥을 그을 필요도 없이, 손으로 더듬어서 알고 싶었던 일을 알아냈다. ─
뚜껑은 다시 늦춰져 있었던 것이다.

공포가 「매머리」씨를 휩쌌다. 그는 야회복(夜會服)에다 외투를 입은 채 흙냄새가 풍기는

헛간에 멍청하니 서서 한 손에 깡통을, 또 한 손에는 성냥갑을 틀어 쥐고 있었다. 바깥에 뛰
어나가서 누구에게건 이 중대한 발견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깡통을 제 자리에 놓고 원채로 돌아갔다. 뜰을 건너갈 때 「새튼」부
인의 침실 창문에 아직도 불이 켜있는 것이 보였다. 그 불빛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경험보다
도 무섭게 느껴졌다. 그 여자는 줄곧 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을까? 「에셀」의 창문은 컴
컴했다. 만일 독약이라도 마셨다면 불이 켜지고 의사를 부르거나 하면서 마치 그 자신이
발작을 당했을 때처럼 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당했다. 틀림없이 그런 표현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자신으로서도 이상할만큼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는 부엌에 들어가서 솥과 찻잔을
말끔히 씻고 다시 한번 코코아를 솥에 넣어둔 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침실
로 들어갔다.
문턱을 넘어서자 「에셀」의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무척 늦었군요， 「헤럴드」 알 수 없는 도련님이시네요! 즐거웠어요?』
『옹, 그런데 기분은 좀 어때?』
『아주 좋아요. 「새튼」아주머니가 뭔가 마실 걸 마련해 두지 않았던가요? 마련해 두겠다
고 했었는데요.』
『응, 있었지만 목이 마르지 않기에 마시지 않았어』
「에셀」은 웃었다. 『그래요? 목같은 건 마르지두 않는 파티였군요?』
「매머리」씨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옷을 벗고 베드에 들어가서, 무서운 죽음과 지옥
으로부터 지켜주려는 것처럼 아내를 끌어안았다. 날이 밝는대로 곧 행동을 시작할 생각이
었다. 늦게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약제사인 「딤소프」씨는 「매머리」씨의 다정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흔히 「스프링 뱅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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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추하고 자그마한 점방에 앉아서 진딧물이나 평지에서 생기는 혹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던 것이다. 「매머리」씨는 솔직히 자초지종을 「딤소프」씨에게 이야기하고 코코아
를 넣은 병을 주었다. 「덤소프」씨는 그의 분별의 현명함을 칭찬했다.
『저녁 때까지엔 조사해두겠네. 만일 자네 말대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면 곧 행동해야
할 걸세.』
「매머리」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지만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전날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파티에서 진탕 마시고는 「브르크스」씨도 그
보다 못지 않게 멍한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눈에 띄지 않았다.
네시 반이 되자 「매머리」씨는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딤소프」씨는 분석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틀림없네. 「마쉬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량의 비소를 검출(檢出)할 수 있었어 ─자네가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두 당연했어─ 그 병속에만두 4.5「그레인」의 비소가 들어 있었

음이 분명했네. 이걸 보게나, 비소의 함유를 나타내는 비소경 (砒素鏡=「마쉬테스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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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한 비소검출법).

「매머리」씨는 음산한 암자색(暗紫色)으로 물든 시험관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겠나?』하고 약제사는 물었다.

『아닐세─일단 집으로 가겠네. 집의 일이 걱정이야. 그리고 바삐 서두르지 않으면 차를
놓칠테니까.』
『알겠네, 내게 맡겨주게. 내가 경찰에 연락해 둘테니.』
역마다 서는 열차는 「매머리」에게는 견딜 수 없이 더디고 지루했다. 「에셀」이─죽는다─
독약으로─죽는다─ 「에셀」이 ─죽는다─독으로─ 죽는다─ 하고 수레바퀴 소리가 그의

의혹(疑惑) - 세이여즈

요리인이 문 어귀에 나타났다.
『어머, 주인님이세요. 실례했읍니다. ─돌아오신 줄 몰랐기에. 차를 드시겠어오. 그렇잖으
면 치울까요? 아아 그리고 마님, 생선집에 「그림스비」에서 왔다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무서운 여자가 잡혔대요─「안들루즈」라는. 정말 잘 됐어요.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라
고들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끝내 잡히고 말았군요. 늙은 부인들이 둘
이서 살고 있는 집에 가정부도 들어가 있었는데 몸에는 독약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는군요.
발견한 처녀한텐 상금이 나온대요. 저두 붙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림스비」에 있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군요.』

귀에 울려오는 것이었다. 정거장을 달음박질치듯 뛰어 나간 그는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

「매머리」는 의자를 꽉 붙잡았다.

다. 한 대의 자동차가 현관에 멈춰 있었다. 한길에서 차를 보고 그는 제정신이 없는 사람처

터무니 없는 잘못이었던 것이다. 큰 소리를 지르고 싶어졌다. 이 단순하고 명랑한, 소문

럼 달렸다. 이미 늦었던 것이다. 의사가 와 있는 것이다. 큰일났다. 번연히 아내를 죽인 결과

을 알려주는데 열중하고 있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모든 것은 오해였던 것

를 빚어 내고 말았다.

이다.

그러자 50미터 쯤에까지 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한 사나이가 나타나고
그 뒤에는「에셀」의 모습이 보인다. 방문객은 자동차에 몸을 싣고 사라져 갔다. 「에셀」은 안
으로 사라졌다. 살았다. ─무사했던 것이다!
모자와 외투를 걸고 태연한 태도를 꾸미며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타까울 지경이었

그러나 코코아의 일건(一件)은 어떤가. 「덤소프」씨는? 「마쉬테스트」는?

5「그레인」의 비소는? 그럼 대체 一누구가?

그는 오싹해지며 아내를 돌아다보았다. 아내의 눈에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무서운 것이
깃들어 있었다.

다. 「에셀」은 이미 난로 곁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고, 좀 놀란 듯한 모습으로 그롤 맞이
했다.
테이블 위에는 차 세트가 놓여 있다.
『일찍 오시는군?』
『일이─일이 좀 한가해서, 손님이 오셨던가?』
『네, 「웰베크」씨의 아드님이 연극 의논 땜에』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홍분을 감출 수
없었다.
불안이 「매머리」씨의 마음을 덮쳤다.
손님이 왔다는 것쯤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기분이 얼굴에 나타났던 모양이어서 「에셀」
은 의심스런 눈짓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해럴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 얼굴빛이 이상한 걸요.』
『「에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그는 의자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좀 불쾌한 일인데, 실은─」
『저어,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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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총력안보를 우리의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적과 싸워서 꼭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특집은 「우리의 적을 알자」로 꾸며 권위자들의 좋은 글을 싣고, 또 앞으로도 적
의 내면을 모두 파헤쳐 적개심을 보다 높혀 「필승공군」의 앞길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선도
적인 역할을 담당할 자세를 굳히고 있다.
또 반가운 것은 공군지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져서 각 부대 장병들의 옥고가 점차 증가되
고 있어서 편집자로서는 대단히 기쁜 마음.
우리의 것을 보다 아껴 읽고, 알려서 더 넓은 독자충을 형성하고, 보다 알찬 공군지가 계속
해서 발간되기만을 바란다.
꽃내음새나는 계절을 맞아 향기로운 원고의 증가를 기대한다.

<소령(少領) 홍종도(洪鍾道)〉

76년도(年度) 공군(空軍) ROTC 임관식(任官式)이 항공대학(航空大学)에서 열렸다. 국방부장
관상(国防部長官賞)에 박영욱(朴泳旭) 예비역소위(予備役少尉), 참모총장상(参謀総長賞)에 김
길수(金吉洙) 예비역(予備役) 소위(小尉)가 차지했다 (2. 27)
미(美) 314사단장(師団長) Pittman 소장(少將)이 주영복(周永福) 참모총장(参謀総長)으로부터
조종흉장(操縦胸章)을 수여(授与)받았다 (1. 13)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읍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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