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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 항공막료감부(航空幕僚監部) 방위부(防衛部) 부부장(副部長)인 Yusuo Matsui

소장(少將)이 공군본부(空軍本部)로 주영복(周永福) 참모총장(参謀総長)을 예방 < 3� 31 >

서종철(徐鍾喆)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이 항공의학(航空医学) 연구원(研究院)에서
항공생리(航空生理) 교육(教育)을 받았다� < 3� 3 >
태평양지구(太平洋地区) 미공군통신사령관(美空軍通信司令官) Mac Laren 준장
(准將)이 공군본부(空軍本部)를 예방 < 3� 22 >

우리는 정예로운 조국의 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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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卷頭言) ……………………………………… 정훈감(政訓監) 민병규(閔丙奎) (2)
한민족(韓民族)의 슬기

………………………………………………… 박성봉(朴性鳳) (4)

번영(繁榮)의 그림자⑶ ……………………………………… 김중보(金重寶) 역(譯) (12)

자주국방(自主國防)과 우리의 자세(姿勢) ………………………… 마 욱(馬 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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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

북괴(北傀)의 대남전략(대남對南南戰略)과 공작전지(工作戰知) …… 김영준(金永俊) (28)

정신적(精神的) 측면(側面)으로 본 김일성(金日成) ……… 권종국(權宗國) (40)

남북간경제성장비교(南北間 경제經濟成長比較) ………… 이병용(李秉龍) (50)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의 허실(虛實) …………… 채희준(蔡熙駿) (60)

역사(歷史)의 필요(必要)와 창조(創造)

…………………… 홍종도(洪鍾道) (69)

국가안보(國家安保)와 통신보안(通信保安)
군속인사관리(軍屬人事管理) 소고(小考)⑴

……………… 김덕룡(金德龍) (77)

……………… 조석현(曹錫鉉) (89)

차례화 · 컷 : 신 용호,

표지 · 삽화 : 이 후영

항공(航空)･ 군사(軍事) ･ 과학(科學)

○
○

「도플러 레이다」소개(紹介) …………………………………… 양신석(梁宸錫) (112)

현대(現代) 항공기(航空機) 체계(体系) …………………… 최신호(崔信鎬) (123)

○

Alpha Jet와 MRCA 소개(紹介) …………………………… 강위훈(姜渭勳) (133)

○

최신무기(最新武器) = 장거리(長距離) 순양(巡洋) 유도탄(誘導彈) (2) 한경수(韓慶洙) (149)

○ 소련(蘇聯)의 순양(巡洋)미사일에 위협(威脅)당하는 미해군(美海軍) … 이종헌(李鍾憲) (141)
○ LANCE
○

미사일의 전술탄두위력(戰術彈頭威力)과 그 개발상(開發上)의

문제점(問題点) …………………………………………………… 최양수(崔良洙) (155)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 김남기(金南紀) (161)

기･행･문(紀行文) 판문점(板門店) ………………………… 송석훈(宋錫勲) (178)

▩

만 화 ▩ …… 공군만상((空軍漫像) ……………………… 정운섭(鄭雲燮) (183)

군종코오너
●
●

심는 자의 기쁨 ………………………………………………… 정수영(鄭秀永) (185)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민족관(民族觀) …………………… 이양길(李賜吉) (191)

단편소설
短篇小說

……「알리바바」의 주문(呪文)

…………… 세이여즈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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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
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
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 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
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
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미태평양(美太平洋) 공군사령부(空軍司令部) 정보부장(情報部長) Francis J� Mackey
대령(大領)이 공군본부(空軍本部)를 예방 < 3� 9 >
공군장교부인회(空軍將校婦人会) 회장 박봉자 여사 일행 벽고지(僻高地) 및 일선(一線)
장병(將兵)에게 위문품 전달(伝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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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必勝)의 신념(信念) ◎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은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의지(意志)와

자신(自信)을 가지고 자신(自身)의 마음가짐을 의심없이 굳게 믿는

정신자세(精神姿勢)이다� 그러므로 신념(信念)은 육신(肉身)의 죽음

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위차원(上位次元)에서 그 태도(態度)를 지배

(支配)하는 작용(作用)을 하는 것이다�

권두언(卷頭言)

엄격(嚴格)과 온정(溫情)
정훈감(政訓監) 공군준장(空軍准將)
민 병 규(閔丙奎)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조조(曹操)는 의리(義理)깊은 관우(關羽)의 관용(寬容)으로 목숨을

구(救)하여 북(北)쪽으로 쫓기어 갔다�

애초에 조조(曹操)의 패전(敗戰)을 예견(豫見)한 군사(軍師) 공명(孔明)은 요소(要所)마다

거미줄같이 자군(自軍)의 장수(將帥)들을 배치(配置)하여 조조(曹操)를 생포(生捕)할 만반(萬
般)의 작전(作戰)을 세웠으나 유독(唯獨) 관우(關羽)에게 만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격분(激

憤)한 관우(關羽)는 과거(過去)에 입은 은혜(恩惠)로 대세(大勢)를 그르칠 자신(自身)이 아님을

내세워 어떤 군률(軍律)에도 따르겠다는 서문(誓文)을 바치고 가장 중요(重要)한 요지(要地)

그의 불굴(不屈)의 신념(信念)을 토대(土臺)로 해서 무원칙(無原則)한 타협(妥協)과 구분(區分)

되는 것이다� 무상세계(無常世界)의 현실부정(現實否定)과 무한지옥(無限地獄)의 공포(恐怖)

에 대(對)한 인식(認識)없이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유록화홍(柳綠花紅)의 현실긍정(現實肯定)

과 중생(衆生)에 대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이해(理解)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理致)일 것

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다� 그러나 원리원칙(原理原則)에 투철(透徹)하려는 우리에겐 대국적(大

局的)인 견지(見地)에서 남의 결점(缺點)� 단점(短點)을 용사(容赦)하고 덮어주는 따뜻한 심정

로 떠났다� 관우(關羽)의 성품(性品)을 잘 아는 유비(劉備)가 공명(孔明)에게 틀림이 없겠는가

(心情)이 고갈(枯渴)되어 가고 있는 일면(一面)을 경계(警戒)하여야 되고 이제는 객관(客觀)에

수(數)는 아니므로 이 기회(機會)에 관우(關羽)로 하여금 은혜(恩惠)를 갚도록 하는 것이 좋겠

대의(大義)를 위(爲)해 멸사(滅私)의 결단(決斷)과 함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羊)을 찾으려는

를 물으니 『조조(曹操)의 운수(運數)를 보니 패전(敗戰)은 역력(歴歴)하나 명맥(命脈)이 다 할
다』고 하더란다�

그 후(後) 공명(孔明)이 예측(豫測)한대로 조조(曹操)를 놓아 보내고 돌아온 관우(關羽)는 유

비(劉備)의 눈물의 애걸(哀乞)이 없었던들 참수(斬首)를 당하였을 것이었다

서 내용(內容)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餘裕)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심정(心情)이 같이 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는데 인(仁)이 있다는 공자(孔子)의 봉건성(封建性)을 지적(指摘)

하면서도 어버이는 자식(子息)을 규탄(糾彈)하고 자식(子息)은 어버이를 고발(告發)하는 것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일종(一種) 상쾌(爽快)한 무엇을 주는 것은 진정(眞正)한 의미(意味)로서

영웅적(英雄的)인 행위(行爲)로 보양(譜揚)하는 공산사회(共產社會)가 결코 살기 좋은 세계(世

背反的)인 계기(契機)가 대세(大勢)의 달관(達觀)을 매개(媒介)로 차원(次元)높게 조화(調和)됨

신(神)이 될 수도 있고 악마(惡魔)가 될 수도 있는 인간(人間)이 걸어가는 길을 인생(人生)이

의 관용(寬容)이란 것이 원칙(原則)과 예외(例外)� 엄격(嚴格)과 온정(溫情)의 이율배반적(二律
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인생(人生)을 뜻있게 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여러 원칙(原則)이 인생(人生)의 필연적(必然的)

인 유동(流動) 속에서 필요(必要)에 따라 자기자신(自己自身)을 부정(否定)하고 승화(昇華)함으
로써 인생(人生)을 보다 풍부(豊富)히 하는데 관용(寬容)의 진가(眞價)가 있지 않을까��

『그대의 적(敵)을 사랑하라』고 한 「예수」의 박애(博愛)� 관용(寬容)은 자기(自己) 신앙(信

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부른다�

엄격(嚴格)히 원리(原理)를 고수(固守)하면서 인생(人生)의 흐름을 달관(達觀)하여 그 속에

서 남을 용사(容赦)하고 온정(溫情)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선조(先祖)가 깊이 간직하고 있던 관

용(寬容)의 덕(德)을 우리 생활(生活)에서 되찾아 닦고 문질러 빛을 발(發)하게 할 수 있는 예지

(叡智)를 기대(期待)하고 믿어도 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다�

仰)에 순일(純一)하고 유례(類例)없이 엄격(嚴格)한 그의 성품(性品)을 배경(背景)으로 함으로

써 그 존엄성(尊嚴性)이 인정(認定)되는 것이며 최후(最後)의 심판(審判)과 영생(永生)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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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韓民族)의 슬기

한민족(韓民族)의 슬기

른바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의 주동적(主動的) 세력(勢力)이 되어 왔던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한족(漢族)보다 일찍 중국(中國) 북동(北東)쪽에 나서서 청동기문화기(靑銅器文化期)에 접어들

기도 하였지만 하여간 한족(漢族)과 피줄기가 다른 계통(系統)으로서 만주(滿洲)와 한반도(韓

半島)에 걸쳐 터전을 굳히고 그토록 강력한 한족문화(漢族文化)의 영향권 속에서도 별개(別個)

의 독자적(獨自的)인 문화권(文化圈)을 형성해 온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역사적(歷史的) 사실

(事實)인 것이다�

흔히 오랑캐라고 낮추어 불리우는 족속이 실은 원래 우리 민족을 포함한 북방족(北方族)이

우리들의 최상(最上)의 목표(目標)는 인간자체(人間自體)의 혁명적 순화(醇
化)，즉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자유(自由)만이 아니라 문화적(文化的)
자유(自由)를 누리는 참 자유인(自由人)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겠다............

< 경희대교수(慶熙大教授) >
박 성 봉(朴性鳳)

민족(民族)의 슬기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常識的)인 일일 수도 있고 사실 새삼스

레 문제될 성질(性質)의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오늘의 실정(實情)은 아직도 매우 절실하고 긴요

한 명제(命題)이며 추구(追究)되어야 할 연구거리이다� 이 엄연한 역사적(歷史的) 현실(現實)이

야말로 우리 의 그 동안의 상황(狀況)을 가장 웅변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우리의 처지(處地)가 긴 안목(眼目)으로 보아 과연 비관적(悲觀的)인가� 낙관(樂觀)해도

좋은가， 우리의 역사는 못살아 온 것인가， 아니면 잘 살아 온 것으로 볼 것인가� 따라서 우리

민족은 따져 놓고 보면 어리석은 족속(族屬)들인가� 슬기로운 존재(存在)들인가 이 여러 면(面)
의 물음이 아직 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너무나 거창한 논제(論題)인듯 하지만 이를 받아들여 소론(小論)을 엮게 된 것도 바로 그 일

단(一端)을 나름대로 풀어 민족(民族)의 슬기를 바로 생각하자는데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다�

먼저 민족(民族)의 유래(由來)부터 생각해보자� 우리 민족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몽고계통(蒙

古系統)의(또는 Altai어계(語系)의) 황색인종(黃色人種)이다� 인종차별(人種差別)이 있는 지역

(地域)에서는 아직도 유색인종(有色人種)이 맥못추는 경우도 있다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왕년(往年)의 황화설(黃禍說)이 되살아날만큼 황색인종(黃色人種)의 득세(得勢)가 눈에 띄어

이제 여기에 관한 한 열등의식(劣等意識)은 거의 문제 안 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우리는 그 황색인종중(黃色人種中)의 핵심(核心) 멤버의 하나인 것이다� 무엇보다 중심(中

心) 구실을 한 것이 한족(漢族)임에는 이론(異論)의 여지(餘地)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민족(民

族)은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이들과는 다른 갈래의 북방족(北方族)의 일단(一團)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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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경(農耕)이 일반화(一般化)된 뒤 삭막한 유목지역(遊牧地域)에서 온난(慍暖)한 농경지역

(農耕地域)에 늘 눈을 돌려 틈이 있으면 쳐들어간 골치 아픈 존재(存在)였기 때문에 한족(漢族)

이 나쁘게 부른 이름인 것이다� 우리 조상(祖上)은 용케도 일찌감치 반도농경지역(半島農耕地

域)에 안주(安住)한 북방계통(北方系統) 중(中) 가장 슬기로운 족속이었지만� 어느 덧 중국(中

國)과 같은 생활조건(生活條件) 속에서 문화(文化)와 사고방식(思考方式) 또한 상통(相通)한
바 있어 지난 날의 동족(同族)을 역시 오랑캐로서 구별(區別)하고 깎아 부르기를 서슴치 않았다
고 생각 된다�

이런 점에서도 한반도(韓半島)의 주인공(主人公)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歴史的) 조건(條

件)은 액면(額面) 그대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엄존(嚴存)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民族)의 역사무대(歷史舞臺)는 선사시대(先史時代) 이래 대륙(大陸)에서부터 한

반도(韓半島)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농경(農耕)이 발달한 이후는 거의 한반도(韓半島)에 집
착되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고구려(高句麗)가 만주(滿洲)의 주인(主人) 노릇을 하

고 크게 웅비(雄飛)하였지만� 광개토왕(廣開土王)을 이은 장수왕(長壽王) 시대(時代) 이후

줄곧 대동강(大同江) 유역(流域)과 강(江) 유역(流域) 진출(進出)에 온갖 힘을 다 기울였으며

실제로 그 성공(成功) 위에 고구려(高句麗)의 전성(全盛)과 문화발전(文化發展)이 있었던 것

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한반도(韓半島)는 우리의 간 데 없는 모체(母體)요 거의 절대적(絕對的)인

터전인 것이다� 우리는 반도적(半島的) 국가(國家) 위에 반도적(半島的) 문화(文化)를 이룩해 나

온 엄연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또한 과대(過大)로도 과소(過小)로도 평가(評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하겠다� 종래에 반도인(半島人)이니 반도적(半島的) 특성(特性)이니 하는 것

을 꺼린 것은 일인(日人)이 그들이 필요해서 멋대로 한 말에 너무 빠져들어간 결과였다� 우리

가 우리 중심(中心)으로 반도성(半島性)을 기점(基點)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일

인(日人)의 반도운운(半島云云)은 당초부터 그토록 크게 다루어질 성질(性質)의 것도 못되었던
것이다�

소위 식민지사관(植民地史觀)의 극복은 이와같이 생각의 출발부터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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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반도(韓半島)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아 대륙(大陸)의 일부분(一部分)으로서 역시

가장 큰 대양(大洋)에 임(臨)하고 있는� 그 중에도 온대(愠帶) 중심지대(中心地帶)의 가장 대표

적(代表的)인 반도(半島)이다� 일본열도(日本列島)를 방파제(防波堤)로 두른 극동부(極東部)
돌출반도(突出半島)이니 만큼 남북(南北)의 길이가 최장거리(最長距離) 1천(千)km (속칭 3천

리(千里))에 달하여 기후풍토(氣候風土)가 매우 다양(多樣)하고 유난히 공기(空氣)가 맑아 하
늘이 푸르며 산수(山水)가 빼어난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이루었다�

면적(面積)은 22만(萬)km²에� 해안선(海岸線)은 전경계선(全境界線)의 87%를 차치하여 매

인류사(人類史)의 시작은 대강 몇 10만년전(萬年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의 인류문

화사(人類文化史)를 몇 단위로 묶으면�

① 수십만년 대(代) � 동물 그대로의 인류군(人類群)시대
② 수만년 대(代)

� 구석기(舊石器)로 대표되는 원시문화기(原始文化期)� 불의 발견� 도구

③ 수천년 대(代)

�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와 그 뒤를 이은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

우 길다� 따라서 우리와 바다와의 인연은 아주 밀접한 것이며 우리의 생명(生命)줄에 그대로 직
로는 아주 얕은 편이므로 여기 또한 우리의 살길의 원천(源泉)의 하나가 있는 것을 상기(想起)

농경재배(農耕栽培)， 정착생활(定着生活)로 혁명적전환(革命的轉

換)，가족(家族)� 촌락(村落)을 이루고 남자(男子)� 부귀인(富貴人)이

결(直結)되는 것이라고 할만하다�

또 산지(山地)가 많아 전체의 75%에 달하지만� 평균고도(平均高度)는 482m로서 세계적으

(道具)의 사용� 수렵채취생활(狩獵採取生活)

인간사회(人間社會) 내부(內部)의 중심(中心)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문명시대(文明時代)

그러니 시간상으로 보면 문명시대는 그 전 미개시대(未開時代)와 99%대 1%의 비율로 되어

해야 하겠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흔히 99% 부분을 선사시대(先史時代)� 1% 부분을 역사시대(歷史時

(江)이 완만히 흘러 농경지(農耕地)로 쓰일 땅이 전체의 43% 가량 되지만 인구(人口)의 팽창과 더

적(外形的) 연구뿐 아니라 내면적(內面的) 사회발전을 당시의 유물(遺物)유적(遺蹟)에 의하여

동부(東部)는 척추를 이루는 산악지대(山岳地帶)요� 서부(西部)는 평야(平野)가 펼쳐 있고 큰 강

불어 이 평야지대(平野地帶)만이 아니라 광대한 산지개발(山地開發) 활용(活用)이 필수적(必須的)

인 과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행히 대륙성(大陸性)과 해양성(海洋性)의 기후(氣候)가

표지적으로 얽힌 가운데 삼한사온(三寒四愠)이 적절하게 자극을 주며 계절풍(季節風)이 비를 몰고

와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그리고 동식물(動植物)과 광물(鑛物)의 분포(分布)가 세계적으

代)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날 역사학(歷史學)과 고고학(考古學) 등의 새로운 발전은 외형

실감나게 따질 수 있게 되어 99%의 선사부분(先史部分)을 말 그대로 역사(歷史) 있기 이전이
라고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하여간 역사시대(歷史時代)는 이처럼 선사시대(先史時代)의 1%기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

안이지만 복잡 다양한 인간사회사(人間社會史)가 이로부터 전개되어 우리의 현재(現在)와 그

로 유명하며 난한류(暖寒流)가 마주침에 따라 수산자원(水産資源)은 더욱 소문나게 풍부하다�

대로 직결 되기 때문에 중요시 되는 것이며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件)을 갖춘 국토(國土)에 자리 잡았으니 우리는 일단 이 터전을 긍정적(肯定的)으로 받아들여

약적으로 확대되고 사회분화(社會分化)가 급속도로 진전하여 국가생활(國家生活)이 확립된 것

이리하여 우리 민족(民族)은 세계(世界) 어느 민족(民族) 못지 않는 좋은 환경조건(環境條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발전(發展)을 시도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기 조건(條件)에 가장 알

맞는 방향(方向)과 노력(努力)을 경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슬기롭고 적극적(積極的)인 발전책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산(山)과 바다로의 진출(進出)이 일차적(一次的)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설정(方向設定)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이 조상(祖上) 이래의 전통적(傳統

的) 생활방향(生活方向)임을 알 필요가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위와 같은 입지조건(立地條件) 위에 우리 민족(民族)은 어떤 특성(特性)의 역사(歷史)

를 이루어 왔으며 그것은 어떤 의의(意義)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민족(民族)의 독자적(獨自的) 발전이 드러나기 전의 경과(經過)나 최근(最近)의 상황

은 범(汎)인류적(人類的)인 성질(性質)의 것이므로 먼저 인류사(人類史)의 발전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그 대세(大勢) 속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특성(特性)과 슬기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 기대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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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도 청동기(青銅器)에 이어 철기문물(鐵器文物)이 활용됨으로써 농업생산(農業生産)이 비
은 매우 주목(注目)할 만한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문제는 남녀(男女) 불평등(不平等)이나 빈부귀천(貧富贵賤) 등등 풀리기 어려운 듯한 현실적

상황(狀況)이 결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상 겨우 1%시간 안에서 인간끼리의 관계변
화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계를 더욱 따지기 위하여 위의 1%기간인 수천년래(來)의 문명시대를 다시 다음과 같

이 몇 단위로 묶어 본다�

① 몇 천년 이래 � 청동(青銅)� 철기(鐵器) 등 금속문물이 활용되고 국가(國家)생활(生活)시

작� 인간 사회 내부의 인위질서(人爲秩序)가 확립되고 문자(文字)의 일반화(一般化)와 전후하

여 인류사상(人類史上) 불멸(不滅)의 고전문화성립(古典文化成立)�

② 몇 백년 이래� 제2의 불이라는 전기(電氣) 등 새 에너지원(源)이 개발되고 기계(機械)가

발명되어 산업혁명(産業革命) 시작� 지역적(地域的) 인종적(人種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고

이후 민족(民族) 국가(國家)단위의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각민족국가(各民族國家)의 특색(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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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이 판이해 지는 한편 경제 발전과 상응하여 인간사회 내부의 모순이 노정(露呈)되는 역기능

저하(低下)의 결과였던 것이다� 사리(事理)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생된 착각

(逆機能)도 작용�

(錯覺)은 그동안 1～2천년간의 문화적(文化的) 우수성(優秀性)마저 몰각(沒覺)케 하는 안

(世界大戰)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가� 그 중에도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의

화(弱化)되어 외국문화(外國文化)� 외국침해(外國侵害)에 휘둘리는 폐단이 적지 아니 만연

③ 몇십년 이래� 독선적 제국주의(帝國主義)가 날뛴 끝에 인간의 갈등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혹 독한 침략 아래 나라 잃은 처참한 비극을 맛봄� 그러나 제3의 불이라는 원자력(原子力)의 출
현 과 더불어 점차 지양되는 새 단계에 들어 섬�

이렇게 보아 오면� 인류는 원래 동물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면서 문명적(文明的)인 발돋움을

계속해온 반면� 인간 자체의 내면적인 면에서는 그에 맞먹을만큼 비문화적(非文化的)인 데로
흐른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문명시대에 접어든 후 몇 백 년 동안에 이름 그대로의 고전문화(古典文化)가 각 처

에서 한결같이 이룩되어 오늘에도 공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새삼 주목할 바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신석기혁명(新石器革命)에 이어 전개된 문명시대 대부분은 실은 외형적

타까운 현상(現象)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자기주체성(自己主體性)은 약화(弱化)될 대로 약

하여 일제(日帝) 식민지(植民地) 시대(時代)를 극복한 뒤에도 정치경제(政治經濟)의 회복

(回復)에 비하여 문화(文化)의 민족적(民族的) 복귀(復歸)는 매우 떨어진 느낌을 금하기 어
렵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民族史)에 일찌기 유례(類例)가 없는 우려할만한 사실(事實)이라 할 것

이니 우리의 근대화(近代化)～현대화(現代化)는 무엇보다 조상(祖上) 이래의 슬기를 옳게 인
식하는 자세(姿勢)의 확립(確立)부터 서둘러야 할 줄 믿는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민족(民族)과
우리의 역사(歷史)는 결코 못살아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웃 민족(民族)과의 그 어려운 문화

적(文化的) 대결(對決)에서 독자적(獨自的)인 전통(傳統)을 자랑스럽게 이루어 나온 점(點)부터

인 기술문명(技術文明)에 치우친 것이며 본질적인 온전한 발전은 아직도 창창한 장래에 속한

알아차리고 나서야 할것으로 보는 것이다�

(先進) 후진(後進) 등 문제는 불과 몇 백년도 안 되는 더욱 후래적(後來的)인 사실인 것이다� 더

시대(國家時代)에 대륙민족(大陸民族)과 문화(文化)의 자연(自然)스러운 유입(流入)조차도 침

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가령 환경 오염(汚染)의 공해(公害) 등등은 소위 선진국(先進

用)은 상기 말끔히 넘어서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귀에 시끄러운 인종차별(人種差別)이니 경제상(經濟上)의 선진
욱 최근 몇 10년 동안에 인류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문명(文明)의 갖가지 역기능(逆機

國)에서 특별히 크게 문제되어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는 마당에 다다른 것이다�

사실 지역성(地域性)(특수성(特殊性))･배타성(排他性)이 두드러질 수 없는 초기(初期) 국가

략(侵略)당한 것으로 오인(誤認)시키려 했던 일제(日帝) 사학(史學)의 악(惡)영향 부작용(副作
또 가야(加耶)의 경우는 A�D 1세기부터 철(鐵)의 생산(生産)을 기반으로 하여 해로(海路)로

한편� 우리는 지금 원자력(原子力)의 출현을 전후하여 의생활(衣生活)의 인공화(人工化)를

낙랑(樂浪)� 일본(日本) 등과 무역하면서 쌀 재배를 포함한 고도(高度)의 철기문화(鐵器文化)를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객관적으로 커나온 모순의 원초적(原初的) 해결이 가능해지게 되고 상

라(新羅)에 전하고 일본(日本)에 퍼뜨렸다� 패총(貝塚) 등의 유물은 그 실제 모습을 오늘에 잘

완수하고 유사(有史) 이래 초유(初有)의 인공혁명(人工革命) 성취기(成就期)에 직면(直面)하고
술(上述)한 인간사회(人間社會)와 민족간(民族間)의 갈등은 점차 지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

로 이제 우리들의 최상(最上)의 목표(目標)는 인간자체(人間自體)의 혁명적 순화(醇化) 즉� 정치

수립하고 중국(中國) 것을 앞지른 매우 단단한 토기(土器)(가야토기(加耶土器))를 발명하여 신

전하고 있지만� 가야(加耶)의 중심(中心) 세력이 틀을 잡지 못한 채 백제(百濟)， 신라(新羅)에

밀려 끝내 통일국가(統一國家)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삼국(三國)보다 더욱 주력적(主力

(政治)･경제적(經濟的) 자유(自由)만이 아니란 문화적(文化的) 자유(自由)를 누리는 참 자유인

的)으로 일본(日本)에 진출(進出)하여 그 곳에 분국(分國)을 형성하고 그 대표연락소(代表連絡

역사(歷史)는 제 기능을 되찾아 고전문화(古典文化)가 옳게 부흥(復興) 소생(蘇生)되는 문화적

였다�

(自由人)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 구성단위체(構成單位體)인 민족(民族)･국가(國家)의
발전을 이룰 전망은 더욱 커 가고 있는 것 이다�

所)가 가야본국(加耶本國)에 두어져 본국(本國)의 위기(危機)에 응원병(應援兵)을 보내기도 하

그런데 일본시대(日本時代) 이래 일인학자(日人學者)들은 이 도일세력(渡日勢力)을 귀화인

이상 보아온 바에 따라서 조상(祖上) 이래의 문화계발(文化啓發)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

(歸化人)이라는 터무니없는 귀화(歸化)의 주체(主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때였으므로 말

면(面)에 특장(特長)을 보인 것은 인류세계사(人類世界史)로 보나 입지(立地)환경으로 보나 매

동안 통설화(通說化)된 넌센스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일인학자(日人學者)도 귀화인(歸化人)이

味)를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사(民族史)가 과학(科學)과 예술(藝術) 등 범문화적(汎文化的)인

로 표현(表現)하고 또 대표부(代表部)를 그들의 침략총본부(侵略總本部)처럼 내세웠던 것이 그

우 슬기로운 것이었다�

라는 말 대신 도래인(渡來人)이라 할만큼 상황(狀況)은 달라졌거니와 어쨌든 이 가야(加耶)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민족지도(民族指導)의 부재(不在)와 그에 따른 민족활력(民族活力)의

만 생각된 것은 시정(是正)되어야 할 일이었다�

가까운 1～2백년의 정치경제적(政治經濟的) 부진(不振)은 실은 민족전체(民族全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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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文化的) 의의를 덜 생각하여 신라(新羅)에의 복속과정(服屬過程)의 한 부분(部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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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韓民族)의 슬기

다옴 신라(新羅)의 삼국통일(三國統一)에 관하여� 삼국(三國)중 가장 후진적(後進的) 국가(國

家)였다� 하지만 6세기부터 정비된 새 체제(體制)는 정치(政治)� 경제(經濟)� 군사(軍事)� 종교적(宗

따라서 사대주의(事大主義)� 당파(黨派)싸움 등 일부(一部) 소수적(少數的)인� 어느 나라에

도 있었던 잘못을 마치 민족(民族) 전체(全體)의 우리만의 숙명적 고질인 양 알아온 일제시대

教的) 기능이 잘 발휘되어 7세기에는 김춘추(金春秋)� 김유신(金庾信) 그리고 문무왕(文武王) 등

(日帝時代) 이래의 병폐(病弊)는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같

하여 백제(百濟)� 고구려(高句麗)를 공격(攻擊)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 때 두 나라가 다 내분(內

전가(轉嫁)하는 고식적(姑息的)인 주장(主張)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가지고 당(唐) 세력(勢力)을 활용(活用)하고� 이어 이 외세(外勢)틀 7년(年) 동안의 통일전쟁(統一

단(準據集團) 구실을 해야 할 지도층(指導層)의 확실(確實)한 형성(形成)인 것이다� 근자(近者)

시의 최고(最高) 최신(最新) 지성(知性)들이라 할 불교승려(佛教僧侶)가 의상(義湘)의 경우를 비

의 양적(量的) 공세(攻勢)앞에 넋을 잃는 버릇� 또는 자체(自體)의 냉엄한 변혁(變革)을 게을리

(高僧)이 떠난 사례(事例)가 많았다는 것이니 신라국가(新羅國家)의 문화성(文化性)이 매우 컸을

이래의 문화지향적(文化指向的) 사고방식(思考方式)을 옳게 계승(繼承)하여 바람직한 정치(政

유능한 지도자(指導者)를 중심으로 상하(上下)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과 연합

紛) 등으로 힘을 쓸 수 없게 된 반면� 신라(新羅)는 화랑도(花郎徒) 등으로 양성된 실력(實力)을

戰爭) 끝에 격퇴(擊退)한 사실(事實)은 주목(注目)해도 좋은 일이었다� 더욱 특기(特記)할 일은 당

롯하여 신라(新羅)에 모여들었지만� 그보다 앞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는 국외(國外)로 고승

것을 쉬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 중에도 원효(元曉)와 같은 최대(最大)의 석학(碩學)� 왕(王)의
사위인 최고(最古)의 귀인(貴人)이 불교(佛敎)의 대중화(大衆化)에 헌신(獻身)한 일 등은 불교(佛

教)의 설득력(說得力)� 따라서 토착화(土着化)에 거의 절대적(絕對的)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신라(新羅)의 통합(統合)은 실로 영토(領土)의 불완전통합(不完全統合)에 초점(焦點)을 두

고 탓할 것이 아니라 골품제(骨品制)의 큰 한계(限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화국가(文化

國家)로서의 상당한 고도성(高度性)이 결국(結局) 승리(勝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意義)를

찾아야 할 것이며 그 후의 자주적(自主的)인 높은 문화발전(文化發展)은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었다�

은 것도 오늘날에는 역시 지도층(指導層)의 노력부족(努力不足) 내지 포기를 민중(民衆)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時急)한 것은 민족(民族)의 전체적(全體的) 침체보다 준거집

화려한 정치(政治)� 경제(經濟)의 소비(消费) 향락적(享樂的) 무대(舞臺)나 외래문물(外來文物)
하는 폐습 등은 모두 특히 지도층(指導層)에서 극복(克服)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조상(祖上)

治)� 경제적(經濟的) 노력(努力)과 더불어� 가령 철학(哲學)과 역사(歴史)� 수학(數學)과 물리(物
理)의 집중적(集中的) 교육 등� 구체적(具體的)으로는 문화창조(文化創造)의 최우선(最優先)주

의(主義)�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개발(開發)과 같은 민족(民族)의 본래적(本來的)인 기초적

(基礎的) 능력(能力)을 훨씬 많이 계발(啓發)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民族)의 참다운 발전(發展)
을 기약하는 첩경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민족(民族)의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는 결과

가 되고 가장 순리적(順理的)(긍정적(肯定的))이면서 적극적(積極的)(능률적(能率的))인 방향설

정(方向設定)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고구려(高句麗)의 고분(古墳)� 백제(百濟)의 탑(塔)� 신라(新羅)의 범종(梵鍾)에서부

터 고려(高麗)시대(時代)에 들어와 대장경(大藏經)이나 금속활자(金屬活字) 상감청자(象篏青磁)

의 특출(特出)한 발달�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훈민정음(訓民正音)� 과학기기(科學機器)의 발명
등 한민족(韓民族)의 슬기의 일단(一端)을 보여준 사례(事例)는 이 소론(小論)에서는 이루 다 매

거(枚擧)할 겨를이 없지만� 통털어 과학(科學) 기술(技術)과 예술(藝術) 솜씨에 있어서 그 창조적

(創造的) 능력(能力)은 실로 당대(當代) 세계최고수준(世界最高水準)을 이루었던 것이다�

고려(高麗)가 「서적(書籍)의 나라」로 길이 칭송된 자랑스러운 전통(傳統)� 조선시대(朝鮮時

代)만 해도 독서인(讀書人)인 선비의 기강(紀綱)이 세상을 주름잡고 문(文)의 시호(諡號)가 최
고(最高)의 영예(榮譽)로 추앙된 그때 나름의 문화적(文化的) 환경(環境)과 노력(努力)은 오늘

날 높이 평가(評價)되어도 좋을 것이었다� 우리 민족(民族)의 내외적(內外的) 조건(條件)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소질(素質) 능력(能力)의 집약적(集約的) 신장(伸長)을 위한 내

적노력(內的努力)은 더욱 소망스러운 것이며 그 성과(成果)의 세계적(世界的) 보편화(普遍化)

나 영속성(永續性)이 적었던 정치(政治)� 경제(經濟) 등 외적조건(外的條件)의 개선(改善)은 무

엇보다 긴요한 과제(課題)로 내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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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각하 말씀 중에서 □

♦ 진리는 평범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활로(活路)는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몸에 밴 이 낭비와 불신(不信)과 불화(不和)의 누습(陋習)을 털어버리고, 절약하고

근면하며, 서로 융합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새로운 인간 관계인 『믿음의
사회』，『명랑한 사회』의 건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一 1966 연두교서 에서 一

♦ 자유는 목숨을 건 싸움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방어만이 공산 독재에

서부터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一 1968 예비군 창설식 유시에서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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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自然現象)과 같이 우리의 사회현상(社會現象)에도 이와 유사(類似)한 법칙(法則)

이 지배(支配)하고 있는지 모른다� 인간(人間)이라고 하는 다수(多數)의 「아톰」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사회(社會)가 평등주의(平等主義)의 이데올로기를 통(通)해서 균질화(均質化)를 진행

(進行)시켜 갔을 때 인간사회(人間社會)는 마침내 그의 활력(活力)을 상실(喪失)하고 「사(死)」
에 이르는지 모른다� 선행(先行)한 제문명(諸文明)의 몰락(沒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
고 있는 것 같다�

「젊은이들의 교양(教養)은 저하(低下)할 것이다… 그리고 은(銀)이 철(鐵)과 섞이고� 금(金)

선행(先行)한 제문명(諸文明)의 몰락(沒落)은 사회(社會)가 평등주의(平
等主義)의 이데올로기를 통(通)해서 균질화(均質化)를 진행(進行)시켜
갔을 때 그 사회(社會)는 마침내 활력(活力)을 상실(喪失)하고 「사(死)」
에 이르게 됨을 말해 주는 것 같다. .................................................

이 동(銅)과 섞이게 되면 불일치(不一致)와 부조화(不調和)의 요인(要因)이 생기고� 그것이 생긴

곳에는 언제나 전쟁(戰爭)과 적의(敵意)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든 이

세대(世代)는 사회적(社會的) 불화(不和)에 떨어졌다고 선언(宣言)해야 할 것 이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이 중요(重要)한 역사(歷史)의 본질(本質)을 예리(銳

利)하게 통찰(洞察)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사회(日本社會)에 숨은 무서운 자괴작용(自壞作用)의 매카니즘을 여러

김 중 보(金重寶) 역(譯)

자살(自殺)의 이데올로기
제문명(諸文明)의 몰락(沒落)의 역사(歴史)를 거슬러 훑어 보면� 우리는 몰락(沒落)의 과정

(過程)에서 예외(例外)없이 불가피(不可避)하게 발생(發生)해 오는 문명(文明)의 「자살(自殺)

가지 각도(角度)에서 해명(解明)해 왔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매카니즘을 「자살(自殺)의 이데
올로기」 라는 측면(侧面)에서 고찰(考察)해 볼 단계(段階)에 와 있다� 그리고 실(實)은 지금까

지 분석(分析)한 제조건(諸條件)들은 이 「자살(自殺)의 이데을로기」의 사회적(社會的) 심리적

(心理的) 기반(基盤)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전후(戰後)의 「민주교육(民主教育)」
속에 숨은 「자살(自殺)의 이데을로기」를 평등주의(平等主義)의 관점(觀點)에서 음미(吟味)해

보기로 한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일교조(日教組)(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 이

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조우(遭遇)한다� 그것은 문명(文明)의 「종(種)」에 따

데올로기에 대표(代表)되는 전후(戰後) 「민주교육(民主教育)」은 차별반대(差別反對)� 인간평

된 것은 극단(極端)의 평등주의(平等主義)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평등주의(平等

育)의 세계(世界)에 가져왔다� 성적(成績)을 매긴다는 행위자체(行爲自體)가 인간차별(人間差

켜 대중사회화(大衆社會化) 상황(狀況)을 만들어 내면서 전사회(全社會)를 무서운 힘으로 풍화

교사(教師)들의 행동(行動)은 어떤 의미(意味)에서 전후(戰後) 「민주화교육(民主化教育)」의

라� 또는 시대(時代)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일관(一貫)해서 공통(共通)
主義)의 이데올로기는 공동체(共同體)를 해체(解體)하고 사회질서(社會秩序)를 붕괴(崩壞)시

(風化)시키고 사막화(砂漠化)해 가는 것이다�

이 점(點)에서 우리는 자연현상(自然現象)에 있어서의 세력학(勢力學)의 제이법칙(第二法

則)� 즉(卽) 「엔트로피」의 증대법칙(增大法則)을 연상(聯想)하지 않을 수 없다� 「엔트로피」

등(人間平等)의 미명하(美名下)에 실(實)은 획일주의(劃一主義)와 균질화(均質化)를 교육(教

別)에 연관(連關)된다고 해서 학적부(學籍溥)의 기입(記入)을 거부(拒否)한 「민주적(民主的)」

이데올로기를 가장 단순(單純)한 모양으로 표현(表現)한 것에 불과(不過)하다�

이 「민주적(民主的)」교사(教師)들은 거침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人間)은 모

두 평등(平等)하다� 나쁜 생도(生徒)가 생기는 것은 모두 사회(社會)가 나쁘기 때문이며� 애들에

증대법칙(增大法則)에 의(依)하면 이 광대(廣大)한 우주(宇宙)는 균질화(均質化)에로의 도도한

게는 아무 책임(責任)도 없다� 애들은 다 똑같이 노력(努力)했기 때문에 같은 점수(點數)를 매기

래가 돼서 균질화(均質化)해 간다� 기체(氣體)나 액체(液體)는 상호혼합(相互混合)돼서 균질화

인간(人間)의 능력(能力)은 결(決)코 규격품(規格品)의 로보트와 같이 평등(平等)하게 되어

흐름 속에 놓여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산(山)은 부서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부서져 마침내 모

는 것이 정의(正義)이다」�

(均質化)하고 그리고 최후(最後)에 완전(完全)히 균질화(均質化)한 우주(宇宙)는 일절(一切)의

있는 것 이 아니라 인간(人間)은 그 얼굴모양과 같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의 다양(多樣)한 재능

게 된다�

력(活力)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애도 있으며� 노래를 잘 부르는 애도 있

움직임을 정지(停止)하고 볼쓰만(Boltzmann)의 소위(所謂) 「열사(熱死)」상태(狀態)에 이르

12

(才能)� 자질(資質)을 갖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인간사회(人間社會)의 멋있는 매력(魅力)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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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수(算數)를 좋아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과(理科)를 좋아하는 애도 있다� 가장 인간적

(人間的)인 교육(教育)이라는 것은 다양(多樣)한 개성(個性)을 마음껏 뻗어나게 해 주는 것을

대전제(大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잘못된 「민주교육(民主教育)」은 평등주의(平等

主義)나 차별반대(差別反對)의 이름 밑에 이러한 인간(人間)의 개성화(個性化)� 교육(教育)의

다양화(多漾化)의 중요성(重要性)을 이해(理解) 못하고 때때로 반전체(班全體)의 평균(平均)을

이라고 불러도 좋다�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제일(第一)의 징후군(徵候群)은 그의
비과학적(非科學的) 성격(性格)이다�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는 이데올로기 상(上)의
도그마 � 독단적(獨斷的) 명제(命題)의 무비판적(無批判的) 수용(受容)에서부터 출발(出

發)한다� 이 도그마에 따라서 행동(行動)한다면 반드시 전인류(全人類)의 해방(解放)이 실

현(實現)되고 일절(一切)의 사회문제(社會問題)가 완전(完全)한 해결(解決)을 보게 될 것이

위(爲)해서 또는 저변(底邊)에 진도(進度)를 맞추는 교육(教育)을 시도(試圖)한다� 그 결과(結

라고 그 이데올로기는 주장(主張)한다� 그 명제(命題)는 유일(唯一)� 절대적(絕對的)인 것이

에서 시간(時間)을 낭비(浪费)하고 있다�

마만큼 강(强)하게 그리고 열렬(熱烈)하게 이 복음(福音)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정

果) 우수(優秀)한 애들이나 노력(努力)하는 애들은 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쓸데없이 교실(教室)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특징(特徵)
더우기 잘못된 「민주교육(民主教育)」의 주장자(主張者)들은 엘리트 교육(教育)을 차별교

육(差別教育)이라고 여겨 전면적(全面的)으로 부정(否定)한다� 이리하여 이제 일본사회(日本社

會) 속에서 다음 시대(時代)를 걸머저야 할 우수(優秀)한 애들의 재능(才能)이 그의 발육(發育)
을 억눌려 버리고 강력(强力)하게 균질화(均質化) 돼 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군제도(學校群制

度)라는 등(等)의 우열(愚劣)한 악평등주의(惡平等主義)의 결과(結果)로 일비곡고교(日比谷高

校)� 소석천고교(小石川高校) 등(等)의 지난날의 엘리트 고교(高校)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동경(東京) 대학(大學)에서 급료비(給料备) 받으면서 동대(東大) 해체강좌(解體講座)를 행(行)

하는 류(類)의 위선자(僞善者)들의 손에 의(依)해 동대생(東大生)도 또한 용기(勇氣)있는 엘리

트의식(意識)을 상실(喪失)하고 유추화(幼推化)돼 가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오는 사회적(社會

的) 손실(損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모름지기 백년(百年)이 지나지 않으면 이의 파급적

(波及的) 손해(損害)의 전모(全貌)를 파악(把握)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教育)의 세계(世界)에
퍼져가고 있는 악평등주의(惡平等主義)의 이데올로기만큼 강력(强力)한 「자살(自殺)의 이데올
로기」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등주의(平等主義)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전후(戰後)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고 완전(完全)하고 오류(誤謬)가 없다� 문제(問題)의 열쇠는 얼마나 많은 대중(大衆)이 얼

치상(政治上)의 구세주주의(救世主主義) (메시아)의 일종(一種)인 것이다� 종교상(宗教上)

의 신앙(信仰)의 경우(境遇)와 같이 슬로건은 「믿으라� 그러면 구제(救濟)될 것이다」인 것

이다�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제이(第二)의 징후군(徵候群)은 그의 획일적(劃一的)� 일원

적(一元的)，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성향(性向)이다� 이 징후(徵候)는 다수결(多數決) 원리(原
理)를 잘못 인식(認識)하는 데서 단적(端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정(眞正)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본질(本質)의 하나는 다원주의(多元主義)의 승인(承認)

인 것이다� 그런데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는 본래(本來)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위(爲)한

일시적(一時的) 더우기 극(極)히 한정(限定)된 조정(調整)을 위한 수단편법(手段便法)으로 생각
해낸 다수결(多數決)을� 일원주의(一元主義)，획일주의(劃一主義)� 전체주의(全體主義)를 위한

무기(武器)로 교묘(巧妙)하게 전용(轉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수결(多數決)의 결정(決

定)은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가 지배(支配)하는 집단(集團) 속에서 때때로 인민재판(人民

裁判)의 판결(判決)을 위(爲)한 수단(手段)과 같은 역할(役割)을 하며� 전양(全樣)한 사물(事物)
의 관찰방식(觀察方式)의 존재(存在)를 부인(否認)하는 방향(方向)에서 작용(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름의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는 모두가 현대일본(現代日本)의 「자

엘리트의 부정(否定)

義)라고 부르는 이유(理由)는 그것이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본래(本來)의 모양과 비슷하면서도

面的)인 강조방식(强調方式)에 있다� 전후(戰後)의 일본(日本)에서 모든 기회(機會)에 「권리(權

주의(民主主義)와 대단히 유사(類似)한 것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결정적(決定的)으로 중요(重

(自己)의 권리(權利)를 주장(主張)하기 위(爲)한 기본전제(基本前提)인 의무(義務)와 책임(責任)

질적(異質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제 멋대로 한다든가 또는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동의어(同義語)가 되고� 마침내는

(病理診斷)의 용어(用語)를 쓴다면 이것을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징후군(徵候群)

게 되었다�

살(自殺)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機能)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

전(全)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혼돈(混沌)한 의식(意識)에 비춰보면 확실(確實)히 민주

要)한 몇 개의 본질점(本質點)에 있어서 본래(本來)의 민주주의(民主主義)와는 명확(明確)히 이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특징(特徵)을 갖고 있다� 병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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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제삼(第三)의 징후군(徵候群)은 그 권리(權利)의 일면적(一

利)」� 「권리(權利)」라고 하는 것이 소리 높이 외쳐지면서 인간(人間)이나 집단(集團)이 자기

의 중요성(重要性)에 대(對)해서는 강조(强調)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 결과(結果) 권리(權利)
무책임(無責任)이나 타인(他人)의 권리침해(權利侵害)의 구실(口實)로까지 널리 악용(惡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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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注意)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에 있어서는 의무(義務)나

책임(責任)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다� 될 수 있는대로 권리(權利)만을 주장(主張)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얻고 더우기 의무(義務)와 책임(責任)은 될 수 있는 한(限) 거절(拒絕)한다� 그

것은 오히려 「체제(體制)」가� 약화(弱化)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歡迎)해야 할 일이다� 즉(卽)

이 경우(境遇) 권리(權利)의 일방적(一方的) 강조(强調)는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소위
(所謂) 「체제(體制)」를 약화(弱化)시키기 위(爲)한 전술(戰術)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과 직접(直接) 관련(關聯)돼 있는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제사(第四)의 징후군

(徵候群)은 비판(批判)과 반대(反對)뿐이고� 건설적(建設的)인 제안능력(提案能力)이 극(極)히
결핍(缺乏)돼 있다는 것이다� 개인(個人)이나 사회(社會)의 결점(缺點)을 찾기는 쉬우나 문제(問
題)를 해결(解決)하기 위(爲)한 보다 좋은 제안(提案)을 낸다는 것은 훨씬 힘들고 또한 책임(責

任)이 뒤따르는 것이다� 나아가서 기묘(奇妙)한 것은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가 비판(批

判)을 위(爲)한 비판(批判)을 한다든지 반대(反對)를 할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결함(缺陷)을 시

정(是正)하는 데 관심(關心)이 있기보다는 그것이 일층(一層) 악화(惡化)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

(期待)하고 있는 것 같은 기미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의 제오(第五)의 징후군(徵候群)은 그의 엘리트 부정(否定)� 대

중영합적(大衆迎合的)인 성격(性格)인 것이다� 진실(眞實)된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엘리트나

리더쉽을 부정(否定)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거기에보다 무거운 책임(責任)을 과(課)하는 것이다�
현대(現代)의 복잡(複雜)한 정치문제(政治問題)� 사회문제(社會問題)가 단시간(短時間)의 아마

추어들만의 잡담(雜談)이나 대중사회(大衆社會)에서 올바르게 다루어질 리(理)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專門家)를 부정(否定)하고 리더쉽을 부정(否定)한다면� 그 결과(結果)는 걷잡을 수 없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흙탕물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제육(第六)의 징후군(徵候群)으로 지적(指摘)해야 할 것은 코스트(Cost)적(的) 관점

(觀點)의 결여(缺如)이다� 모름지기 모든 사회문제(社會問題)� 정치문제(政治問題)의 해결(解
決)에는 어떤 형태(形態)의 코스트가 투입(投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는 그의 권리주장(權利主張)의 일면적(一面的) 성격(性

格)� 제안능력(提案能力)의 결여(缺如)�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 등(等)으로 대중(大衆)의
구미(口味)에 맞는 것만을 진열(陳列)하기만 하고 그 제약조건(制約條件)은 덮어 두려고 한다�

이러한 위선적(僞善的)인 태도(態度)로 대중(大衆)에 인기작전(人氣作戰)만을 쓰고 있는 한(限)
국가(國家)는 파산(破産)하고 사회(社會)는 멸망(滅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以上) 보아 온 것처럼 의사민주주의(疑似民主主義)는 방종(放縱)과 에고� 획일화(劃一

化)와 억압(抑壓)과를 통(通)해서 일본사회(日本社會)를 내부(內部)로부터 자괴(自壞)시키는 강

력(强力)한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이 「자살(自殺)의 이데올로기」가 초극(超克)되지 못하는
한(限) 일본(日本)의 몰락(沒落)은 불가피(不可避)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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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의 교훈(敎訓)
「시간(時間)의 원근법(遠近法)에 비추어 보면 때때로 사물(事物)의 모양이 바르게 균형(均

衡)잡힌 눈으로 내다보이는 것이나� 금후(今後)� 수(數) 세기(世紀) 후(後)에 있어서 미래(未來)

의 역사가(歷史家)가 이십세기(二十世紀) 전반(前半)을 뒤돌아 보고� 이 시대(時代)의 제반활동

(諸般活動)이나 경험(經驗)을 그려 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할 경우(境遇) 과연(過然) 무엇을 현
대(現代)의 눈에 띌 만한 일로서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미래(未來)의 역사가(歷史家)는 우리보다도 현대(現代)를 훨씬 더 올바른 균형(均衡)을 갖

고 내다 볼 수 있을 것으로 나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미래(未來)의 역사가(歴史家)는 현대(現

代)에 대(對)해서 무어라고 말하겠읍니까�」

1947년(年)에 「시련(試練)에 선 문명(文明)」속에서 「토인비」교수(教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現在)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량(大量)의 정보(情報)와 어지러울 정도(程度)로 변화

무쌍(變化無双)한 시대(時代) 속에 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이러한 어지러운
움직임이나 제사건(諸事件)에 현혹(眩惑)되고�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歴史)의 「물밑의 유

유(悠悠)한 움직임」을 놓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미래(未來)의 역사가(歷史

家)의 시선(視線)으로 현대(現代)를 통찰(洞察)하고� 과거(過去) 제문명(諸文明)의 영고성쇠(榮
枯盛衰)와 역사(歴史) 속에서 시간(時間)의 원근법(遠近法)에 비추어서 시대(時代)의 전체상(全
體像)을 파악(把握)하려고 하는 노력(努力)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제국(世界帝國)의 번영(繁榮)의 단계(段階)에 도달(到達)한 로마가 그의 풍요(豊

饒)의 대상(代償) 때문에 방종(放縱)과 정신적(精神的) 타락(堕落)에 빠지고� 도시화(都市化)와

대중사회화(大衆社會化) 상황(狀況)의 출현(出現)을 통(通)해서� 마침내는 「빵과 서어커스」의

「Civil Minimum」에 자율정신(自律精神)을 상실(喪失)하고� 에고와 악평등주의(惡平等主

義)와 인플레 속에 혼(魂)의 내부(內部)와 사회(社會)의 최심부(最深部)에서부터 부패(腐敗)해

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지금 제이(第二)의 로마제국(帝國)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듯이 보이
는 일본사회(日本社會)가 그와같이 고향상실자(故鄕喪失者)의 대군(大群)으로 이루어진 거대
도시(巨大都市)의 대중사회화(大衆社會化) 상황(狀況)의 막바지에서 빵과 서어커스의 요구(要

求) 관철(貫徹) 투쟁(鬪爭) 승리(勝利)의 구호(口號)제창(齊唱)을 반복(反復)하면서 혼(魂)의 내
부(內部)와 사회(社會)의 심부(深部)에서부터 쇠약(衰弱)하고 부패(腐敗)해가는 모양을 우리는
목격(目擊)하고 있다�

인간개인(人間個人)의 자살(自殺)의 경우(境遇)와 같이 인간사회(人間社會)가 자살(自殺)을

향(向)해서 달음질쳐 갔을 때에도 살려고 하는 의지(意志)의 급속(急速)한 쇠약(衰弱)이 관찰

(觀察)되는 것이다� 「토인비」가 「자기(自己) 결정능력(決定能力)의 상실(喪失)」이라고 부르

는 것도 바로 시련(試練)을 이기고 곤난(困難)에 도전(挑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미

래(未來)를 헤쳐 나간다는 생명력(生命力)의 놀라운 감퇴(減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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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증후(症候)에서 일본사회(日本社會) 내부(內部)에 강력(强力)한 자괴작용(自壞

量)의 풍족도(豊足度)에 의(依)해서 잴 수 없다는 것은 극(極)히 당연(當然)한 것이다� 인간(人

作用)의 매카니즘이 작용(作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매카니즘을 제거(除去)해 버리지 못

間)은 물욕(物慾)을 채우는 동물(動物)이라고 여기는 한(限)� 욕망(慾望)은 끝없이 커지고 그칠

비춰서 논(論)해 갔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살(自殺)에의 위험(危險)한 충동

大化)하는 욕망(慾望)에 따라가지 못하고 만족(滿足)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욕망(慾望)의

하는 한(限)� 일본(日本)은 자살(自殺)해 버릴지 모른다는 것을 시간(時間)의 원근법(遠近法)에

줄 모를 것이다� 여하(如何)한 욕망충족(慾望充足)의 노력(努力)도 영원(永遠)히 이 비대화(肥

(衝動)을 저지(沮止)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과거(過去)의 제문명(諸文明)의 몰락(沒

비대화(肥大化)의 사이클에서 해방(解放)되고 자유(自由)롭게 되지 못하는 한(限)� 인간(人間)

요(必要)할 것이다�

마음의 평안(平安)을 얻지 못할 것이다�

落)의 역사(歴史)에서 약간(若干)의 교훈(教訓)을 졸출(拙出)해내서 정리(整理)해 두는 것이 필
제문명(諸文明)의 몰락(沒落)의 역사(歷史)에서의 제일(第一)의 교훈(教訓)은 국민(國民)이

속 좁은 이기적(利己的)인 욕구(慾求)의 추구(追求)에 몰두(沒頭)해서 스스로의 에고를 자제(自

制)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경제사회(經濟社會)는 자괴(自壞)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

은 항상(恒常) 불평불만(不平不滿)의 덩어리가 되고 욕구불만(慾求不滿)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에 비추어 볼 때� 확실(確實)히 제이차대전후(第二次大戰後)의 일

본(日本)은 물질적(物質的)으로 눈부신 재건(再建)을 달성(達成)했지만 정신적(精神的)으로는

거의 재건(再建)되지 못하고 있다� 도덕(道德)은 황폐(荒廢)하고 인심(人心)은 메마르고 일본인

비자(消費者)도� 근로자(勤勞者)도� 또는 정치가(政治家)도� 경영자(經營者)도 이기적(利己的)

(日本人)의 혼(魂)은 병(病)들어 있다� 일본(日本)은 그의 개성(個性)을 잃어버리고 단지 아연(啞

아 내려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限) 끝없는 에고는 방종(放縱)과 타락(墮落)에 다를 수 밖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젊은 미래(未來)의 세대(世代)는 이 병(病)든 일본(日本)을 어떻게 하려고

인 충동(衝動)에 밀려 나지 않고 자기억제(自己抑制)를 해가면서 어디엔가 조화점(調和點)을 찾
에 없다�

제이(第二)의 교훈(教訓)은 국제적(國際的)이거나 국내적(國內的)으로나， 국민(國民)이 스

스로의 일은 스스로 힘으로 해결(解決)한다는 자립(自立)의 정신(精神)과 기개(氣槪)를 잃었을

때� 그 국가사회(國家社會)는 멸망(滅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福祉)의 대상(代償)의

然)히 서 있을 뿐이다� 래래(來來)의 역사가(歴史家)는 이 시대(時代)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할 것인지

『당신들은 시대(時代)가 드디어 노쇠(老衰)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시대(時代)는 지

금 일찌기 그것을 똑바로 서 있게 했던 체력(體力)을 갖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강(强)하게 하고

있던 활력(活力)과 건장(健壯)함을 갖지 못한다� 설사 우리들의 침묵(沈默)을 지킨다 하더라도

무서움은 바로 이 점(點)에 있는 것이다�

이 진실(眞實)은……세계(世界) 자체(自體)에 의(依)해서 선명(宣明)되고 있다� 세계(世界)는 수

(喪失)하고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로 기울어질 때� 그 국가(國家)는 망(亡)한다는 것이다�

(衰退)를 증명(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제삼(第三)의 역사(歷史)의 교훈(教訓)은 엘리트가 정신(精神)의 귀족주의(貴族主義)를 상실

정치가(政治家)든� 학자(學者)든� 산업인(産業人)이든， 혹(或)은 노동운동(勞動運動)의 리이더
든� 지도자(指導者)는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자랑과 책임(責任)을 갖고 할 말을 해야 하고 할

(數)많은 구체적(具體的)인 쇠약작용(衰弱作用)의 증거(證據)를 내보임으로써 스스로의 쇠퇴
(다누키우스 ･ 키프리아누스 「데메트리아누스에 비친」)

일을 해야 한다� 설사 그것이 얼마나 대중(大衆)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지라도

또한 그 발언(發言)과 행위(行爲) 때문에 고립(孤立)하는 일이 있다 해도 엘리트는 용기(勇氣)

와 자신(自信)을 가지고 주장(主張)해야 할 것은 주장(主張)해야 한다�

몰락(沒落)의 역사(歷史)에서의 제사(第四)의 교훈(教訓)은 연상(年上)의 세대(世代)는 함부

로 연하(年下)의 세대(世代)의 뜻과 기분(氣分)맞추기를 자행(恣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世代)는 낡은 세대(世代)와의 모진 투쟁(鬪爭)과 절차탁마(切磋琢磨) 속에서 비로소
늠름하게 성장(成長)해 가는 것이다� 남은 세대(世代)가 쓸데없이 이해(理解)에 지나치고 젊은

이에게 그 두텁고 뜨거운 가슴을 빌려주고 단련(鍛練)시켜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젊은이는 정신
적(精神的)으로 가냘픈 온상재배작물(溫床栽培作物)이 될 수 밖에 없다�

몰락(沒落)의 역사(歴史)에서의 제오(第五)의 교훈(教訓)은 인간(人間)의 행복(幸福)이나 불

행(不幸)이라는 것은 결(決)코 임금(賃金)의 액수(額數)나 연금(年金)의 다소(多少)나 물량(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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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論壇)

자주국방(自主國防)과 우리의 자세(姿勢)
주변(周邊)정세(情勢)를 올바르게 파악(把握)하고

<전우(戰友)신문(新聞) 편집실장(編輯室長)>
마 욱(馬 郁)
시련(試練)에서 번영(繁榮)이나� 아니면 좌초(坐瞧)냐 하던 것이 지난날이었다면 그 시련(試

練)을 딛고 일어선 민족(民族)에게는 이 해가 분명(分明) 전진(前進)의 해요� 번영(繁榮)의 해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지반도(印支半島� 인도차이나 반도)의 적화(赤化)� 연이은 북괴(北傀)의 도

발(挑發)이 극심(極甚)했던 지난 해는 우리 민족(民族)으로 하여금 유류파동(油類波動) 이
상의 극심한 회오리바람이 이 땅을 엄습했던 것이다� 그것을 인지반도(印支半島)의 적화

(赤化)를 계기로 한반도(韓半島)와 적화(赤化)를 노리만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이 중

공(中共) 또는 동구(東歐)를 뛰어다니며 기회(機會)포착을 강조(强調)하며 남침설득(南侵

說得)에 나선 행각(行脚)은 한반도(韓半島)의 긴장(緊張)을 고조(高潮)시켰던 것만은 사실

(事實)이다�

또 그들은 철원(鐵原) 동북방(東北方)에 대형(大形)의 「터널」을 파 놓았다는 부인(否認)하

지 못한 증거(證據)는 온 국민(國民)뿐만이 아니라 자유애호(自由愛護) 여러 민족(民族)을 공포

(恐怖)와 경악을 금(禁)치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진 회오리 바람은 온 국민(國民)의 슬

기와 예지를 한데 모아 영명(英明)하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각하(大統領閣下)의 영도(嶺導)
아래 극복(克服)하고 밝은 한 해를 또 맞이했다�

이제 유신4차년도(維新四次年度)를 맞는 우리는 시련(試練)에서 익히고 닦은 슬기를 영도자

(領導者) 중심(中心)으로 집주(集注)시켜 오직 번영(繁榮)이란 대명제(大明題) 아래 앞으로 전
진(前進)해 나아갈 따름이다�

민족중흥(民族中興)의 개척자(開拓者)
그러나 이 해는 격동(激動)하는 국제정세(國際情勢)로 보나 극심한 세계의 경제불황(經濟不

況)으로 보나 내적(內的)으로는 격화(激化)가 예상되는 북괴(北傀)의 도발양상(挑發様相)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60년대(年代)의 터전에서 70년대(年代) 전반(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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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떠한 난국(難局)이 닥쳐와도 이를 이겨 내고 민족중흥(民族中興)의 대도(大道)를 줄기차

게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

국민(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자(開拓者)로서의 시대적(時代的) 사명(使命)을 성공적(成

功的)으로 완수(完遂)하기 위해서는 오직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

자기직분(自己職分) 자기책임(自己責任)을 다하자

보아 순탄(順坦)하고 평온(平穩)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決)코 아닐성 싶다

半)의 시련(試練)을 이겨낸 단결(團結)된 슬기와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自信)과 용기(勇氣)

심(銘心)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진(前進)하는 원동력(原動力)은 첫째도 국력배양(國力培養)이요� 둘째도 국력

배양(國力培養)인 것이다� 그러한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同)의 새마을 정신(精神)을 생활화(生活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者)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自己)의 운명(運命)은 스스

로의 노력(努力)에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굳은 신념(信念)과 불타는 의욕(意慾)만이 새마을 정

신(精神)을 구현(俱現)하고 실천(實踐)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국가안보(國家安保)라는 견지에서 북괴도발(北傀挑發)

을 억제(抑制)하는데 총력(總力)을 집결(集結)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차적(一次的)인 책임(責任)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자신에게 있

다� 때문에 우리의 책임(責任)은 자주국방(自主國防)이 뒷받침될 때 그 힘을 발휘(發揮)하게 되
는 것이다�

인지사태(印支事態� 인도차이나 사태)의 교훈(教訓)이 말해 주듯이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

없이는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자신(自信)의 안보(安保)를 무한정(無限定) 남에게 의
존(依存)하는 시대(時代)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총력안보(總力安保)체제를 굳게 다져 자위(自衛)할 수 있는 기틀을 완비(完

備)해야 하겠다�

작년말(昨年末) 온 국민(國民)이 헌금(獻金)한 방위성금(防衛誠金)으로 「팬텀」기를 구입

(購入)，「필승편대(必勝編隊)」를 편성했듯이 한 푼이라도 남기고 아껴서 적(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력(國防力)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하겠다�

때문에 통일(統一)의 그 날까지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요체(要諦)인 군장비(軍裝備)의 현대

화(現代化)와 군(軍) 정예화(精銳化)를 위(爲)한 노력(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군(軍)은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强化)하고 전술(戰術) 전기

(戰技)를 더욱 연마하는 것만이 국민(國民)의 성원에 보답하고 또 군(軍)･관(官)･민(民)이 일치
(一致)되는 총화(總和)의 길을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政府)는 올해도 계속 국가안보(國家安保)의 기초(基礎)인 자주국방(自主國防)태세를

더욱 공고히 갖추기 위하여 외교(外交)� 경제면(經濟面)에서도 안보(安保)에 직결(直結)시켜 모
든 힘을 국토방위(國土防衛)에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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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家)의 안보(安保)를 위해서는 대내적(對內的)으로는 그 핵심(核心)이 국민정신(國民

이렇게 경제발전(經濟發展)문제는 국가발전(國家發展)의 원동력(原動力)이 됨은 두 말할 것

精神)의 집결(集結)로 멸사봉공(滅死奉公)의 자세를 견지하여 한치의 땅도 적(敵)에게 양보하

도 없다�

으로는 자유우방(自由友邦)� 나아가서는 비동맹국(非同盟國)과의 외교(外交)를 강화하여 우리

준히 빈곤에서의 해방(解放)을 통(通)해 가난을 추방(追放)했고� 70년대(年代)에 들어서는 새마

지 않겠다는 문자(文字) 그대로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이 강화(强化)되면서� 대외적(對外的)
의 자주적(自主的)인 입장(立場)을 널리 선양(宣揚)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경우를 살펴 본다면 우리는 5･16혁명(五･一六革命)을 계기로 오늘날까지 꾸

을 운동(運動)을 통(通)해 농공(農工)을 병진(併進)시켜 농촌(農村) 근대화(近代化)의 알찬 터

유류파동(油類波動) 이후(以後) 세계 각국은 이른바 실리(實利)외교(外交)를 지향(指向)하고

전을 닦아 놓았다�

자국(自國)의 평화(平和)� 안전(安全)에 역점(力點)을 둔 외교(外交)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할

(成功)하여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있다�

수 없으나 그러한 실리외교(實利外交)는 상호협력(相互協力) 관계에서 더욱 유지(維持)가 되어

야 하겠다�

호혜평등(互惠平等)� 기존우호(旣存友好)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가면서 우리의 안보(安保)기

한 마디로 해서 경제적(經濟的) 빈곤과 근대정신(近代精神)이 미흡을 개조(改造)하는데 성공

그 동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눈을 부릅뜨고 영광(榮光)된 내일을 위해

괭이와 망치를 들고 일하면서 세계적(世界的)인 경제불황(經濟不況)을 몰아 온 유류파동(油類

波動)，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한 자원전쟁(資源戰爭)과 싸워왔고 또 앞으로도 싸워 이겨야 할

틀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처지에 있다�

것이다�

경제기반(經濟基盤)을 구축(構築)하게 된 이유(理由)가 온 국민(國民)의 단합(團合)된 힘을 영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안보(安保)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經濟)건설의 능력인

경제건설(經濟建設)과 물자절약(物資節約)
인지사태(印支事態) 이후 격동(激動)하기 시작한 국제정세(國際情勢)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의 자세(姿勢)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愼重)해야 했고� 자성(自省)의 계기가 됐고� 단합(團合)
의 계기도 됐었다� 나아가서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의지(意志)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强

烈)히 솟구치게 한 자극제(刺戟劑)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을묘년(乙卯年)을 보내고 병진년(丙辰年)을 맞이하는 우리

의 마음다짐을 첫째로 자주국방(自主國防)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 놓자는 것이다�

오늘날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국가(國家)의 경륜(經淪)은 경제적(經濟的)인 측면(側面)에

많은 비중(比重)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事實)이다�

특(特)히 개발(開發)도상(途上)에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발전(經濟發展)계획에 국가적(國

家的)인 역량(力量)을 기울이는 것은 경제(經濟)문제가 나라 발전(發展)의 원동력(原動力)이
되는 동시에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수반(隨伴)하지 않은 민주제도(民主制度)의 발전(發展)

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데서 경제(經濟)문제에 대한 관심도(觀心度)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칼･엘･벡커」라는 학자(學者)는 『궁핍에 처한 사회(社會)에서는 민주주의(民主主

義)가 번영할 수 없다』고 했으며 미국(美國)의 어떤 실업가는 『배 고픈 주민(住民)에게 있어서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아무러한 의의(意義)가 없으며� 자유(自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아(饑餓)로부터 해방(解放)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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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경제전쟁(經濟戰爭)에서 우리가 승리(勝利)하여 오늘의 완전자립(完全自立)의

명(英明)한 지도자(指導者)에게 집주(集注)시켜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는 고도(高度)의 성장률(成長率)을 본 우리 경제(經濟)를 안전기조(安全基調) 위해

정착(定着)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노력(努力)해야 할 문제이다�

그 첫째는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과 상쇄(相殺)되는 물가상승률(物價上昇率)을 일정선(一

定線)에서 안전(安全)시키자는 것이다�

생산자(生産者)� 판매자(販賣者)� 수요자(需要者)의 삼자(三者)가 국가경제부흥(國家經濟復興)

이라는 차원(次元)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생산자(生産者)는 원가절감(原價節減)에 노력(努力)

하게 될 것이요� 판매자(販賣者)는 최소(最小)의 이윤(利潤)으로 물자(物資)를 공급(供給)하게 될

것이고� 수요자(需要者)는 매점(賣占)과 같은 기현상(奇現象)을 노정(露呈)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기간산업(基幹産業)， 즉 기계공업� 종합제철공업� 석유화학공업� 시

멘트공업� 비료생산공업 등의 눈부신 발전(發展)을 자급(自給)에서 수출제일(輸出第一)로 전환

(轉換)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이기는 길은 물자(物資)의 소비절약(消
費節約)이다�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미국(美國)도 73년 유류파동(油類波動) 이후 「에너지」절약(節約)을

국민생활화(國民生活化)하고 있는 이때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우리가 물자(物資)를 아껴
쓰고 알뜰히 다듬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자가용(自家用)을 굴려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問

題)이지만 그보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라도 아껴 쓴다는 정신자세(精神姿勢)가 확립(確立)
돼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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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전선(戰線)은 공격(攻擊)하는 것보다는 생활주변(生活周邊)에서 돌격(突擊)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일상생활(日常生活) 주변에서부터 검소(儉素)한 기풍(氣風)을 진작(振作)시켜

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유엔가(街)의 흐름은 변질(變質)을 노정(露呈) 제(第)3세계(世界)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11월(月) 19일(日) 열린 총회(總會)에서도 서방측(西方側) 결의안(決議案)을

그래서 정부(政府)에서는 연말(年末)에 크리스머스 추리 제작(製作)을 금지시켰고 각종(各

찬(賛) 59� 반(反) 43� 기(棄) 42표(票)로 각각 통과(通過)시켰다�

이렇게 정부(政府)의 지시(指示)나 호령(呼令)에만 순응(順應)할 것이 아니라 우라는 하루 등

의 무기력(無氣力)과 자기(自己)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種) 네온 사인 조명(照明)을 금지(禁止)시킨지 오래다�

(燈) 하나에서 한 시간(時間)을 절감(節減)하는 생활(生活)� 방(房) 안 온도(溫度)를 18도(度)에

하나의 문제를 놓고 서로 상치(相馳)된 두 개의 결의안(決議案)을 동시에 채택한 것은 유엔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북괴(北傀)의 갖은 도발(挑發)로 우리 자신의 평화(平和)가 크게 위협

서 16도(度)로 낮추어 견디는 생활(生活)의 지혜(智慧)가 아쉽다�

(威脅)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실감(實感)나고 절실(切實)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常生活化)하고 장차 정부(政府)가 제정할 「국민생활준칙(國民生活準則)」 (가칭(假稱))을 철

동(策動)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물자(物資)를 절약(節約)한다는 것을 일상생활화(日

저히 지키자는 것이다�

유엔의 변질(變質)과 대비(對備)
다 아시다시피 격동하는 세계정세는 제30차 유엔 총회(總會)가 한국문제(韓國問題)를 무책

임(無責任)하게 처리(處理)함으로써 유엔의 무능력(無能力)을 노정(露呈)하고 자유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작년(昨年) 12월(月) 17일(日)� 유엔 총회(總會) 폐막(閉幕)에 앞서 총회(總

會) 의장직(議長職)을 맡았던 「가스통･토튼」，「룩셈부르크」 수상(首相) 겸 외상(外相)은 이

번 총회(總會)에 한국(韓國)문제에 관한 두 개의 상충(相衝)되는 결의안(決議案)이 채택된 사실
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토튼」의장(議長)은 『동일(同一)한 문제에 대해 양립(兩立)할 수 없는 두 개의 결의안(決

議案)을 채택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같은 행동(行動)은 유엔에 대한 신뢰

군사적(軍事的) 도발(挑發)만이 안보(安保)에 대한 위협(威脅)이 아니라 외교적(外交的) 책
모름지기 북괴(北傀)는 76년에 접어들면서부터 ①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한국(韓國)의 고

립화와 유엔사(司) 해체를 주장하면서 ② 미(美)･북괴(北傀)의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을 책동

할 것이며， ③ 휴전적(休戰的) 무효화(無効化)를 노리는 국지도발(局地挑發)을 심화(深化)시

킬 것이며� ④ 유엔에서의 표분석(票分析)을 아전인수격(我田引受格)으로 악용(惡用)하여 대외

선전(對外宣傳)을 강화할 것이 분명(分明)하다�

이러한 국내외적(國內外的)인 북괴도발(北傀挑發)이 예상되는 이때 우리는 그들과의 모든

경쟁에서 북괴(北傀)를 압도(壓倒)할 수 있도록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는데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

내가 할 일 바로 알자
되풀이 되어도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당면과업(當面課業)은 첫째도 국력배양(國力培養)

(信賴)를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요� 둘째도 국력배양(國力培養)이다� 그것은 격동(激動)하는 국제정세(國際情勢)로 보나�

리켜 『바보들의 놀이터』였다고 혹평하고 제3세계의 수적횡포(數的横暴)를 경고했다�

(侵略的) 도발양상(挑發様相)으로 보나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

한편 유엔 미국대사(美國大使)인 「다니엘･모이니헌」씨는 이번 30차 유엔 총회(總會)를 가

이렇듯 30차 유엔 총회(總會)는 한반도(韓半島)문제 등 여러가지 이변(異變)을 자아냈다�

반(反)시오니즘 결의안(決議案) 채택에서도 제3세계 다수의 횡포로 유엔 사상(史上) 가장 심

극심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불황(不況)으로 보나� 또 격화(激化)될 북괴(北傀)의 침략적

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염원(念願)하는 안전(安全)과 번영(繁榮) 그리고 조국(祖國)

각(深刻)한 자체(自體)존립(存立) 위기를 겪었다�

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달성(達成)하는 첩경(捷徑)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되고 말았다�

정신(精神)으로 자신(自信)과 용기(勇氣)를 길러야 하겠다�

반도(韓半島)문제에 관한 서방측(西方側) 결의안(決議案)을 찬(賛) 59� 반(反) 51� 기(棄) 29

보(總力安保)의 자위운동(自衛運動)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展開)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30차 유엔 총회(總會)는 암초(暗瞧) 위를 헤매었으나 파선(破船)만은 모면한 꼴

이러했던 유엔 총회(總會)는 작년(昨年) 10월(月) 30일(日) 정치위원회(政治委員會)에서 한

표(票)로 채택한데 이어 공산측(共産側) 결의안(決議案)도 찬(賛) 51， 반(反) 38� 기(棄) 50표

(票)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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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마을 정신(精神)을 생활화(生活化)하자� 근면(勤勉)･자조(自助)･협동(協同)의 새마을

『하면된다』는 새마을 철학(哲學)으로 내가 맡은 일은 내 힘으로 수행(遂行)한다는 총력안
우리 자신이 잘 살고， 내 이웃과 내 고장이 잘 살면 내 조국(祖國)도 잘 살게 된다�

잘 살기 위해 협동(協同)하고 개척(開拓)하면 하늘도 스스로 우리를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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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는 자기(自己)의 운명(運命)을 스스로 노력(努力)해서 개척해 나가겠다는 굳은

신념(信念)과 불타는 의욕(意慾)으로 새마을 정신(精神)을 민족정신(民族精神)으로 승화(昇華)

시켜 일상생활화(日常生活化)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둘째� 조국(祖國)이 평화통일(平和統一)될 때까지 유신(維新) 체제(體制)를 밀고 나가 일찌기

박대통령(朴大統領) 각하(閣下)께서도 소신(所信)을 밝힌 바 있지만 우리는 유신(維新) 4차년
도(次年度)를 맞이하여 그 이념(理念)으로 국력(國力)을 조직화(組織化)하여 민족중흥(民族中

興)의 새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하자는 것이다�

항상 유신이념(維新理念)을 일깨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나라를 위하는 길인가를

그것이 곧 자기의 직분(職分)과 자기(自己)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수행(遂行)하는 데서 비롯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80년대(年代)의 번영(繁榮)된 고지(高地)를 향(向)하는 70년대(年代) 후반기(後半期)에 접어

든 76년(年)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重)하고 또 큰 것이다�

국력배양(國力培養)만이 내일의 안전(安全)을 앞당기고 국력배양(國力培養)만이 조국(祖國)

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앞당긴다는 것을 재삼(再三) 명심(銘心)하고 환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 디딥시다�

반성(反省)하고 정신구조(精神構造)를 개조(改造)해 나감으로써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영광

(榮光)스러운 주인공(主人公)이 되는 것이다�

세째� 근검(勤儉)，절약(節約)을 생활신조(生活信條)로 삼자� 우리는 근년(近年)에 와서 세계

적(世界的)인 「에너지」 파동(波動)으로 경제적(經濟的)으로 극심한 타격(打擊)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불황(經濟不況)을 이기는 길은 원자재(原資材)의 절감(節減)도 중요하지만 그보

다도 우리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물자(物資)를 아껴쓰자는 것이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나아가서는 전기(電氣) 한 등(燈)� 연탄(煉炭) 한 장을 아껴쓰는 것

이 내일의 부(富)를 앞당긴다는 것을 명심(銘心)해야 하겠다�

원래 물자(物資)에는 한도(限度)가 있는 법(法)으로 아끼고 절약(節約)하면 연장(延長)된다

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때문에 올해에는 지난 해보다 더욱 더 근검(勤儉) 절약(節約)을 일상생활화(日常生活化)하여

경제불황(經濟不況)을 타개(打開)해 나가자는 것이다�

천연적(天然的)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의 살림을 기름지게 하는 길은 오직 근검

(勤儉) 절약(節約) 뿐인 것이다�

끝으로 내가 할 일을 바로 알자� 그러면 우리는 각자(各者) 자기(自己)가 위치(位置)한 자리

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自己)의 신분(身分)에 알맞게 살아가며 맡겨진 책임(責任)을 성심(誠心)으

로 다 하자는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는 의타심(依他心)을 버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긍지(矜持)를 가지고

소임(所任)을 다해야 하겠다�

레이다기지의 초병(哨兵)은 초소(哨所)에서� 행정병(行政兵)은 지원업무(支援業務)를 통

◇ 내가 먼저 서정 쇄신
밝아 오는 병영 생활
◇ 서정 쇄신 앞장 서서
필승 공군 이룩하자

(通)해 초병(哨兵)과의 유대를 굳게 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다�

후대(後代)에 나도 70년대(年代)의 유신세대(維新世代)에서 떳떳한 일을 했다고 자신(自信)

할 수 있는 인간(人間)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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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대남전략과 공작전술

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북괴(北傀)의 대남전략(對南戰略)과
공작전술(工作戰術)

북괴(北傀)는 노동당규약(勞動黨規約) 전문(前文)에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의 당면(當

面) 목적(目的)은 북반부(北半部)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완전(完全)한 승리(勝利)를 보장

(保障)하며 전국적(全國的) 범위(範圍)에서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
명(革命)의 과업(課業)을 수행(遂行)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最終目的)은 공산주의사회(共産

主義社會)를 건설(建設)하는데 있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괴(北傀)의

우리가 간과(看過)해서 아니될 것은 우리 정부(政府)의 합법
성(合法性). 정통성(正統性)에 대한 북괴(北傀)의 외교적(外交
的) 도전(挑戰)이다. 만약(萬若)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그
들의 뜻이 가능(可能)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곧 결정적
(決定的)시기(時期)로 간주(看做)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基本的)인 정치전략(政治戰略)의 목표(目標)와 남한공산혁명(南韓共産革命)의 성격규

정(性格規定)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 즉(卽) 북괴(北傀)는 정치전략(政治戰略)의
목표(目標)를 제(第)1단계(段階)에 있어서는 북한(北韓)의 공산화(共産化) 그리고 제(第)2단계

(段階)에 있어서는 그것을 토대(土臺)로 한 남한(南韓)의 공산화(共産化)에 두어 단계적(段階

的)으로 설정(設定)하고 있다� 그리고 제(第)2단계(段階)의 전략목표(戰略目標)의 달성(達成)을
위(爲)하여 남한혁명(南韓革命)의 기본성격(基本性格)을 반제국주의혁명(反帝國主義革命)･반

봉건주의(反封建主義)･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한혁명(南韓革命)의 성격규정(性格規定)만이 아니라 동시(同時)에 투쟁방식

<통일(統一)연구소(硏究所) 소장(所長)>
김 영 준(金永俊)

1. 북괴(北傀)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의 기본목표(基本目標)
북괴(北傀)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은 통일전략(統一戰略)의 구성(構成) 요소(要素)임과 동시

(同時)에 주축(主軸)이다� 북괴(北傀)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은 그의 통일정책(統一政策) 다시
말해서 적화통일정책(赤化統一政策)을 실천(實踐)하기 위(爲)한 고도(高度)의 정치(政治) 전략

(戰略)이며 대전략(大戰略)이다� 북괴(北傀)의 기본적(基本的)인 정치목표(政治目標)는 당면적

(當面的)으로는 한반도(韓半島)의 공산화(共産化)에 있고 종국적(終局的)으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國際共産主義運動)의 일환(一環)으로서 세계공산화(世界共産化)에 기여(寄與)하여 「마
르크스･레닌」주의(主義)의 목표달성(目標達成)에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는데 있다� 따라

서 북괴(北傀)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본질적(本質的)으로 북한공산화

(北韓共産化)의 외연(外延)으로서의 남한(南韓)의 공산화(共産化)에 의(依)하여 한반도(韓半

島)의 공산화(共産化)를 완결(完結)하려는 기본적(基本的)인 정치목표(政治目標)와 밀약(密若)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다면 북괴(北傀)의 적화통일전략(赤化統一戰略)은 ① 북한(北韓)

자체내(自體內)에 대(對)한 대내전략(對內戰略) ② 대남전략(對南戰略) 그리고 ③ 국제사회(國

際社會)에 대(對)한 대외전략(對外戰略)의 세 가지 요소(要素)로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이
중(中)에서도 대남적화전략(對南赤化戰略)이 그의 적화통일전략(赤化統一戰略)의 중핵(中核)

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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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鬪爭方式)을 명시(明示)한 것임을 간과(看過)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具體的)으로 말하자

면 남한혁명(南韓革命) = 남한(南韓)의 공산화(共産化)를 위(爲)하여서는 반제국주의투쟁(反

帝國主義鬪爭)과 반봉건주의투쟁(反封建主義闘爭)에 의(依)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

府)를 타도(打倒)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人民民主主義政權)」을 수립(樹立)하겠다는 것이

다� 반제국주의투쟁(反帝國主義鬪爭)･반봉건주의투쟁(反封建主義鬪爭) 그리고 「인민민주주

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공통적(共通的)인 투쟁노선(闘爭

路線)이며 특(特)히 제(第)2차대전후(次大戰後)에 신생국가(新生國家)에서 「마르크스･레닌」
주의자(主義者)들을 지배(支配)하던 노선(路線)이었다� 후진사회(後進社會)에서의 공산화노선

(共産化路線)이었다는 뜻이다� 혁명(革命)을 곧 투쟁(闘爭)으로 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

(主義者)에 있어서 반제국주의혁명(反帝國主義革命)은 곧 반제국주의투쟁(反帝國主義闘爭)이
요� 반봉건주의사명(反封建主義事命)은 반봉건주의투쟁(反封建主義闘爭)이요�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투쟁(闘爭)을 의미(意味)한다� 반제국
주의혁명(反帝國主義革命)은 대외적(對外的)인 투쟁노선(鬪爭路線)으로서 식민지(植民地)･반

식민지(半植民地)에 있어서 반식민주의투쟁(反植民主義鬪爭)으로 표현(表現)되며 반봉건주의
혁명(反封建主義革命)은 식민지(植民地)･반식민지(半植民地)에 있어서 대내적(對內的)인 투쟁
노선(鬪爭路線)으로서 내적(內的)인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사회주의화(社會主義化)로 표현(表

現)된다� 따라서 전자(前者)가 정치명분(政治名分)으로서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闘爭)과 결부

(結付)되며� 후자(後者)는 목표(目標)인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과 밀착(密着)된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은 엄밀(嚴密)한 의미(意味)에서 투쟁노선(鬪爭路線)이
나� 정치목표(政治目標)라기보다는 과도기적(過渡期的)인 정부형태(政府形態)를 의미(意味)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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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대남전략과 공작전술

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다� 정치목표(政治目標)인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을 위(爲)하여 정치명분(政治名分)으로

서 반제국(反帝國)(식민(植民))주의(主義)�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闘爭)을 기치(旗幟)로 내걸
고 통일전선(統一戰線)에 의(依)하여 혁명(革命) 역량(力量)을 동원(動員)하며 과도기적(過渡期

的)으로 인민민주주의정권(人民民主主義政權)의 수립과정(樹立過程)을 통(通)하며 종국적(終
局的)으로 공산정권(共産政權)을 수립(樹立)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主義者)들의 혁명전략관(革命戰略觀)의 일반도식(一般圖

式)에 의(依)하면 반제국주의혁명(反帝國主義革命)･반봉건주의혁명(反封建主義革命)･인민민
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성격규정(性格規定)하는 북괴(北傀)의 남한혁명(南韓革

命)의 성격규정(性格規定)의 구체적(具體的)인 내용(內容) 실체(實體)가 다음과 같은 것임을 간
과(看過)해서는 아니된다�

반제혁명(反帝革命) …………
반봉건혁명(反封建革命) ……

대외 � 민족해방투쟁
對外 � 民族解放鬪爭
대내 � 사회주의투쟁
對內 � 社會主義鬪爭

↓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
大韓民國 政府의 顚覆

…… 반미 통일전선
反美 統一戰線

…… 비혁명 동조세력 배제
非革命 同調勢力 排除
통일전선(統一戰線)

↓

인민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人民 民主主義 政權의 樹立

↓

남북합작에 의한 공산 정권의 수립
…… 통일(統一)
南北合作에 의한 共産政權의 樹立

線)의 형성(形成) 및 탈권투쟁(奪權鬪爭) ③ 남북(南北)의 통일전선(統一戰線)의 합동(合同)에
의(依)한 남한(南韓)의 공산화통일(共産化統一)을 강조(强調)하고 있다�

2. 대남(對南) 통일혁명전략(統一革命戰略)의 구조(構造)
통일전략(統一戰略)은 곧 혁명전략(革命戰略)을 의미(意味)하는 바 그것은 ① 대내(對內)(북

한(北韓)) ② 대남(對南)(남한(南韓)) ③ 대외(對外)(국제(國際))의 3개전략(個戰略)의 통일체

(統一體)로서 구성(構成)되어 있다� 이것은 역(逆)으로 대남전략(對南戰略)이 북괴(北傀)의 대
내전략(對內戰略)이나 대외전략(對外戰略)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관(聯關)되어 있음을 말하

여 준다� 북괴(北傀)의 통일전략(統一戰略)은 ① 북한(北韓)의 민주기지화(民主基地化) ② 한

국(韓國)의 혁명역량(革命力量)의 강화(强化) ③ 국제혁명역량(國際革命力量)의 강화(强化) ④

결정적(決定的) 시기(時期)의 포착(捕促)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여기에서 ①②③은 혁명역
량(革命力量)의 강화(强化)를 의미(意味)한다�

①은 북한(北韓)을 혁명기지화(革命基地化)하기 위(爲)하여 북괴(北傀)의 사회주의(社會主

義) 역량(力量)을 강화(强化)하기 위(爲)한것으로서 이것은 민주기지화노선(民主基地化路線)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북한(北韓)에 소련군(聯軍)이 진주(進駐)하면서부터 추구(追求)해 온

노선(路線)이 바로 이 민주기지화노선(民主基地化路線)이다� 45년(年) 12월(月) 17일(日) 소위

(所謂)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 중앙(中央) 제(第)3차확대집행위원회
(次擴大執行委員會)는 「북조선(北朝鮮)을 통일적(統一的) 민주독립국가(民主獨立國家) 건설
(建設)을 위(爲)한 강력(强力)한 정치(政治)･경제(經濟)･문화적(文化的) 기지(基地)로 전환(轉
換)시킬 것」을 결의(決議)하였다� 김일성(金日成)이 「민주기지(民主基地)의 강화(强化)는 조

국통일(祖國統一)의 결정적(決定的) 담보(擔保)이다� 민주기지(民主基地) 강화(强化)에 대(對)
한 구호(口號)는 우리 조국(祖國)이 통일(統一)될 때까지 계척(繼續) 남아야 된다」고 강조(强

調)했다� 북괴(北傀)는 북한(北韓)에서의 혁명(革命)을 한반도(韓半島) 적화혁명(赤化革命)의

소위(所謂) 인민민주주의정권(人民民主主義政權)은 순수(純粹)한 공산정권(共産政權)은 결

일부분(一部分)으로 보고 북한(北韓)은 적화(赤化)혁명(革命)의 기지(基地)로 삼고 남한(南韓)

이 참여(參與)하는 일종(一種)의 연립정권(聯立政權)이다� 따라서 그것은 통일전선전략(統一戰

･경제(經濟)･군사(軍事)･사회적(社會的)으로 사회주의화(社會主義化)하고 이것을 혁명기지(革

權)은 「인민(人民)」과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두 용어(用語)가 붙어 있음으로 대중(大

配體制)를 수출(輸出)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북한(北韓)의 혁명기지화노선(革命基

레타리아 독재(獨裁)의 과도적(過渡的)인 하나의 변형(變型)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대내전략(對內戰略)이다�

반봉건주금(反封建主琴) 혁명(革命)･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규정(規定)하

(同調)하는 모든 계층(階層)을 통일전선(統一戰線)에 의(依)하여 반정부(反政府)･반미투쟁(反

(決)코 아니며 민족주의세력(民族主義勢力) 외(外)에 공산당(共産黨)과 그 동조세력(同調勢力)
線戰略)이 정부형태(政府形態)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정권(人民民主主義政

衆)에 대(對)한 기만전술(欺瞞戰術)로서 이용(利用)되었으나 그것이 본질적(本質的)으로 프롤

어쨌든 북괴(北傀)는 남한혁명(南韓革命)의 성격(性格)은 반제국주의혁명(反帝國主義革命)･

고 ① 남한(南韓)에서의 지하당(地下黨)의 조직(組織) ② 반미구국통일전선(反美救國統一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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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화(赤化)하겠다는 것이다� 북괴(北傀)를 제(第)1차적(次的)으로 철저(徹底)하게 정치(政治

命基地)로 하여 제(第)2차적(次的)으로 남한(南韓)에 그들의 공산(共産) 일인지배체제(一人支

地化路線)은 대남적화전략(對南赤化戰略)에 있어서 북한(北韓)에 대(對)한 기본적(基本的)인
② 「한국내(韓國內)의 혁명역량(革命力量)의 강북(强北)」는 남한(南韓)에서 그들에 동조

美闘爭)에 동원(動員)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반미통일전선(反美統一戰線)이 주축(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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軸)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남한(南韓)에 있어서의 노동자(勞動者)･농민(農民)을 근간(根幹)으

로 하여 청년(青年)･학생(學生)과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를 반미통일전선(反美統一戰線)에

동원(動員)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을 비롯하여 한국(韓國)에 대(對)한 경제적

(經濟的)･군사적(軍事的)･지원(支援) 등(等) 미국(美國)의 대한정책(對韓政策)과 한미간(韓美

(惡化)시켰음은 물론(勿論) 국제공산주의운동(國際共産主義運動)을 다시 수습(收拾)할 수 없
게 분열(分裂)시켰으며 나아가서 북괴(北傀)로 하여금 중(中)소 그 어느 한쪽에도 일변도적(一
邊倒的)으로 기대할 수 없게 만든 나머지 자주선언(自主宣言)을 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자주

성(自主性)의 강조(强調)는 북괴(北傀) 자체(自體)의 역량(力量) 성장(成長)에 의(依)하여 독자

間)의 군사적(軍事的) 유대(紐帶)가 남한(南韓)의 적화혁명(赤化革命)에 대(對)한 결정적(決定

(獨自) 노선(路線)의 전개(展開)에 의(依)한 그 의타성(依他性)의 청산(淸算)이 가능(可能)해서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남북대화(南北對話)에 중단(中斷)

사회(國際社會)에서의 고아(孤兒)를 면(免)하기 위(爲)한 서글픈 몸부림의 표현(表現)이기도

的) 장해(障害)가 되는 것으로 보고 미국(美國)을 주요(主要) 공격(攻擊)대상(對象)으로 삼고

된 대화재개(對話再開)의 조건(條件)으로서 사회적(社會的) 분위기(雰圍氣)의 개선(改善)을 제

안(提案)하여 반공법(反共法)의 철폐(撤廢)를 비롯하여 보안법(保安法)의 철폐(撤廢)와 반공체
제(反共體制)의 해체(解體)를 요구(要求)하는 것은 남한(南韓)에서의 공산당활동(共産黨活動)
을 공식적(公式的)으로 합법화(合法化)하여 있지도 않은 위장통혁당(僞装統革黨)과 같은 지하

취(取)해진 노선(路線)이라기보다는 공산권내부(共産圈內部)에 있어서의 고아(孤兒)로서 국제

하다� 여기에 북괴(北傀)로서는 대공산권(對共産圈) 일변도외교(一邊倒外交)의 청산(淸算)이

불가피(不可避)하였고 따라서 그 대신(代身) 중립국(中立國)� 내지(乃至) 서방국가(西方國家)

와의 관계개선(關係改善)을 도모(圖謀)하여 국제적지위(國際的地位)를 향상(向上)시켜 한국

(韓國)을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고립화(孤立化)하기 위(爲)한 노력(努力)을 배가(倍加)하고

당(地下黨)을 공식조직(公式組織)으로 노출(露出)이 가능(可能)한 제도적(制度的) 틀 속에서

있다� 그들이 대미협상(對美協商)을 제의(提議)하는 것도 그것의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에

이다� 따라서 북괴(北傀)의 혁명전략(革命戰略)의 구조(構造)에 있어서 「한국(韓國) 내(內)의

紙化)하여 우리 정부(政府)의 정통성(正統性)에 대(對)한 도전(挑戰)을 촉구(促求)하기 위(爲)

반정부(反政府) 통일전술(統一戰術)을 형성(形成)하여 혁명투쟁(革命鬪爭)을 하기 위(爲)한 것
혁명(革命) 역량(力量)의 강화(强化)」가 대남전략(對南戰略)에서 주요(主要)한 요소(要素)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대(對)한 정치적(政治的) 계산(計算)에서가 아니라 한미간(韓美間)의 유대(紐帶)를 백지화(白
한 것이다�

위에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① 북한(北韓) 혁명기지(革命基地)로서 사회주의역량(社會主

③ 「국제적(國際的) 혁명역량(革命力量)의 강화(强化)」는 그들이 혁명전략(革命戰略)에

義力量)의 강화(强化)를 공고(鞏固)히 하고 ② 남한(南韓)의 혁명역량(革命力量)을 강화(强化)

받을 수 있다는 대외(對外) 국제적(國際的)인 정치적(政治的) 분위기(雰圍氣)를 미리 조성(造

남한(南韓)의 공산화(共産化)를 위(爲)한 혁명역량(革命力量)의 배양(培養)은 완결(完結)되었

기본적(基本的)으로 북괴(北傀)로서는 남한(南韓)을 압도(壓倒)하기 위(爲)한 외교역량(外交

이든 비정규전(非正規戰)이든 또는 합법투쟁(合法鬪爭)이든 반합법(半合法)이나 비합법(非合

화(外貨)를 낭비(浪费)하여 외교선전활동(外交宣傳活動)을 강화(强化)하면서 대외적(對外的)

定的) 시기(時期)」의 포촉문제(捕促問題)만이다� 이것은 남침(南侵)의 시기선택(時期選擇)에

의(依)하여 남한(南韓)을 공산화(共産化)했을 경우(境遇)에 그 정당성(正當性)을 인정(認定)
成)해 놓기 위(爲)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國際的) 혁명역량(革命力量)의 강화(强化)」는

力量)의 강화(强化)를 그 목표(目標)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외채(外債)에 눌리면서도 외
으로는 대미협상(對美協商)을 제의(提議)하는 반면(反面)에 남한(南韓)에 대(對)하여서는 불

가침조약(不可侵條約)의 체결(締結)을 제안(提案)하는 등(等)은 그것이 실현가능성(實現可能

하는 반면(反面)에 대외적(對外的)으로 ③ 국제혁명역량(國際革命力量)까지도 강화(强化)되면

으므로 종국적(終局的)으로 남은 것은 ④ 폭력(暴力)이든 비폭력(非暴力)이든� 정규전(正規戰)

法) 투쟁(鬪爭)이든 간(間)에 혁명전략(革命戰略)을 실천(實踐)에 옮기기 위(爲)한 「결정적(決

관(關)한 것이다� 북괴(北傀)는 첫째� 남한내(南韓內)에서 반정부적(反政府的)인 기운(氣運)이
조성(造成)되고 친(親)･용공적(容共的)인 기운(氣運)이 성숙(成熟)하여 폭발(爆發)했을 때� 둘

性)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의 합법성(合法性)이나 정통성(正統性)

째� 북한(北韓)의 남한적화(南韓赤化)를 위(爲)하여 자체내(自體內)의 정치(政治)･경제(經濟)･

는 것은 이 정통성(正統性)에 도전(挑戰)하기 위(爲)한 북괴(北傀)의 외교공세(外交攻勢)이다�

을 지원(支援)할 수 있을 때� 셋째� 국제공산주의(國際共産主義) 세력(勢力)이 강화(强化)된 반

을 파괴(破壞)하기 위(爲)한 정치공작(政治工作)이다� 근자(近者)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러나 이러한 북괴(北傀)의 외교공세(外交攻勢)에 의(依)한 국제적(國際的) 지위향상(地位向

上) 노력(努力)은 적지 않은 문제(問題)를 그 자체(自體) 안에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을 우리
는 알 수 있다� 많은 요인(要因) 가운데서도 특(特)히 중소분쟁(中蘇紛爭)에서 오는 국제공산

주의(國際共産主義) 운동(運動)의 분열(分裂)에서 결정적(決定的)인 영향(影響)을 받고 있다�
중소분쟁(中蘇紛爭)이 중소관계(中蘇關係)를 전쟁일보(戰爭一步) 전(前) 상태(狀態)로 악화

32

군사(軍事) 등(等)의 제역량(諸力量)이 강화(强化)되고 남한(南韓)의 반정부운동(反政府運動)

면(反面)에 자유세계(自由世界)의 힘이 북괴(北傀)의 남침(南浸)을 정치적(政治的)으로나 군사

적(軍事的)으로 저지(沮止)시 키지 못할 정도(程度)로 약화(弱化) 분열(分裂)되는 상황(狀況)을

북괴(北傀)는 결정적(決定的) 남침(南侵)의 시기(時期)로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자체(北

韓自體)만이 아니라 남한(南韓)과 국제공산주의(國際共産主義)의 혁명역량(革命力量)의 강화

(强化)라는 삼대요인(三大要因)의 완결(完結)을 북괴(北傀)는 결정적(決定的) 시기(時期)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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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들 삼대요인(三大要因)을 남한공산화(南韓共産化)를 위(爲)한 삼대

의 무익성(無益性)에 대(對)한 최평가(最評價)와 더불어 지하당조직(地下黨組織)의 시도(試圖)

앞에서 지적(指摘)한 바와 같이 이 중(中)에서도 특(特)히 간과(看過)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試圖)한 시기(時期)였다� 이러한 시도(試圖)는 곧 청와대(青瓦臺) 습격(襲擊)을 위(爲)한 1･21

전(挑戰)이다� 우리 정부(政府)의 정통성(正統性)을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외교적(外交的)으

(襲擊事件)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후(後) ④ 72년(年)의 남북대화(南北對話) 개시(開始)에

혁명(三大革命) 역량(力量)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政府)의 합법성(合法性)･정통성(正統性)에 대(對)한 북괴(北傀)의 외교적(外交的) 도
로 부인(否認)하는 것이 가능(可能)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있어 「결정적(決定的) 시

기(時期)」로 평가(評價)케 될 것이며 그들로서는 이것을 유리(有利)한 국제정세(國際情勢)로

보고 실력(實力)에 호소(呼訴)하여 1대(對)1의 무력남침(武力南侵)을 감행(敢行)할 공산(公算)

이 크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 우방국(友邦國)이 군사적(軍事的)으로

개입(介入)할 정치적(政治的) 명분(名分)을 송두리째 박탈(剝奪)해 버린 상태(狀態)로 되기 때

문에 한반도(韓半島)에서의 남북간(南北間)의 군사적(軍事的) 충돌(衝突)은 남북간(南北間)이

와 무장간첩(武装間諜)의 남파(南派)에 의(依)한 결정적(決定的)인 파괴활동(破壞活動)을 시도

사태(事態)와 그 후(後)에 있은 울진(蔚津)･ 삼척(三陟) 등(等) 무장공비(武装共匪)의 습격사건

서 금일(今曰)에 이르는 기간(期間)은 위장(僞裝)된 대화추진(對話推進)의 평화공세(平和攻勢)
와 더불어 혁명노선(革命路線)을 이중적(二重的)으로 추진(推進)하는 시기(時期)이다� 북괴(北

傀)가 남북대화(南北對話)를 위장공세(僞装攻勢)로서 추진(推進)하였음은 대화(對話) 중(中)에

지하(地下)땅굴을 파 왔다는 사실(事實) 그것만으로서 입증(立證)하기에 충분(充分)히 족(足)
하다� 그들에 있어서 남북대화(南北對話)는 남한혁명(南韓革命)을 위(爲)한 정치심리전(政治心

理戰)으로 이용(利用)되어 왔다� 따라서 북괴(北傀)에 있어 남북대화(南北對話)는 본질적(本質

내전화(內戰化)하여 따라서 북괴측(北傀侧)은 거창하게 남침(南侵)이 아니라 민족해방(民族解

的)으로 혁명전략(革命戰略)의 일환(一環)이었으며 대화(對話)를 추진(推進)함으로써 남한(南

侧)의 우리에 대(對)한 정통성(正統性)의 도전(挑戰)의 의의내용(意義內容)을 깊이 검토(檢討)

的) 분위기(雰圍氣)를 조성(造成)하여 이것을 남한혁명(南韓革命)에 이용(利用)코자 하였던 것

放)을 정치적(政治的) 명분(名分)으로 들고 나올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측(北傀

韓)의 안보체제(安保體制)를 와해(瓦解)시키고 용공적(容共的)인 사회적(社會的) 제도적(制度

해야 한다�

이다�

3. 대내혁명공작(對內革命工作)과 그 전개(展開)

따라 표면적(表面的)으로 나타나든 현상(現象)에 있어서 변화(變化)가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북괴(北傀)의 대남공작전술(對南工作戰術)은 지하당공작(地下黨工作)･정치선전전공작(政

治宣傳戰工作)･게릴라 공작(工作) 등(等)으로 시도(試圖)되어 왔으나 그간(間) 여러 단계(段階)
를 경유(經由)해 왔다� 주객관적(主客觀的) 정세(情勢)의 변화(變化)에 따르는 그들의 적응(適

應)형태(形態)의 변화(變化)가 곧 전술형태(戰術形態)의 변화(變化)로 나타난다 ① 8･15에서

6･25까지는 무력(武力) 남침(南侵)을 준비(準備)하는 반면(反面)에 남로당(南勞黨)으로 하여
금 인민봉기(人民蜂起)를 시도(試圖)케 하였다� ② 6･25 후(後)에서 4･19에 이르는 기간(期間)

에는 남북협상(南北協商)이나 교류(交流) 등(等)을 주장(主張)하는 가운데 위장(僞装)된 평화
통일(平和統一) 공세(攻勢)을 전개(展開)하는 시기(時期)였다� 반정부적(反政府的)인 4･19 학

생운동(學生運動)을 공산혁명운동(共産革命運動)으로 전환(轉換)시켜 성공(成功)치 못하게 된
요인(要因)을 남한정세(南韓情勢)에 대(對)한 오판(誤判)과 지하당조직(地下黨組織)의 결여(缺

如)에 있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軍事革命)의 기운(氣運)에 편승(便乘)치 못한 북괴측(北

傀侧)의 자아비판(自我批判)도 4･19 실패(失敗)에 대(對)한 그것에 못지 않았다� ③ 4 ･19 후

(後) 5･16을 거쳐 남북대화(南北對話)의 개시(開始) 이전(以前)인 71년(年)에 이르기까지의 기
간(期間)에 있어서는 4･19와 5･16에서의 뼈저린 실패(失敗)에서 지하당조직(地下黨組織)의 전
술적(戰術的) 필요성(必要性)을 더욱 절감(切感)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期間)에 있어서 남

한정세(南韓情勢)에 대(對)한 파악공작(把握工作)과 더불어 종래(從來)의 평화공세(平和攻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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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남공작(對南工作)은 그때 그때의 주객관적(主客觀的) 정세(情勢)의 변화(變化)에

불구(不拘)하고 61년(年)에 남한혁명(南韓革命)을 기본적(基本的)으로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

民主主義革命)으로 규정(規定)한 이후(以後) 금일(今日)에 이르기까지 본질적(本質的)으로 그

들의 공작(工作)은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爲)한 공작전술(工作戰術)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노선(路線)을 관철(貫徹)하기
위(爲)하여 ① 「전국토(全國土)」의 요새화(要塞化) ② 전인민(全人民)의 무장화(武装化) ③

전군(全軍)의 간부화(幹部化) ④ 장비(装備)의 현대화(現代化)로 집약(集約)되는 사대군사(四
大軍事) 노선(路線)의 추진(推進)에 의(依)하여 뒷받침하여 그것은 결과적(結果的)으로 무모

(無謀)한 군비증강(軍備增强) 노력(努力)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67년후(年後) 71년(年)에 이
르기까지 북괴(北傀)의 군사비(軍事備)는 대체(大體)로 총(總) 예산(豫算)의 30% 이상(以上)을

차지하는 기현상(奇現象)으로 나타났다�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爲)한 대남공작(對南工作)의 기본방향(基本方向)

은 더욱이나 북로당(北勞黨) 제(第)5기(期) 제(第) 4차(次) 전원회의(全員會議)에서의 김일성(金

日成)의 보고(報告)로서 명확(明確)히 표시(表示)되었다� 그것은 ① 남북대화(南北對話)와 남한

(南韓) 혁명(革命)을 동시(同時)에 추진(推進)하기 위(爲)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爲)하여서는 대

화(對話)를 혁명(革命)을 수행(遂行)하기 위(爲)한 정치심리전(政治心理戰)의 일환(一環)으로서

이용(利用)하여 남한(南韓)의 강력(强力)한 대공안보태세(對共安保態勢)를 와해(瓦解)시켜 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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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혁신세력(容共革新勢力)을 규합(糾合)하려 하였다� ② 대화(對話)를 이용(利用)하여 반정부(反

政府) ･ 반미(反美) ･ 반일운동(反日運動)을 전개(展開)하기 위(爲)한 것이었다� 반정부(反政府)

반체제(反體制) 운동(運動)은 물론(勿論) 반미(反美) 반일운동(反曰運動)을 전개(展開)하여 지하

역량(地下力量)의 축적확대(蓄積擴大)와 남한사회(南韓社會)의 불안(不安)을 조성(造成)하여 인
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에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북괴(北傀)가 한반도(韓半島)에서의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위(爲)한 진정(眞正)한 자세(姿勢)

에서 외면(外面)한 채 대화(對話)를 계기(契機)로 감군(減軍)을 비롯하여 미군철수(美軍撤收)�
평화협정체결(平和協定締結)� 연방제실시(聯邦制實施)�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의 개최(開催)

그리고 다방면(多方面)의 합작(合作) 등(等) 객관적(客觀的) 타당성(妥當性)이 없는 제안(提案)

을 한 것은 혁명전략(革命戰略)으로서였다� 그들에 있어서 제안(提案)은 객관적(客觀的) 타당성

(妥當性) 여부(與否)가 문제(問題)가 아니라 목적(目的)을 위(爲)한 공작수단(工作手段)에 불과
(不過)하다� 여기에 대화(對話)를 평화(平和)정착(定着)을 위(爲)한 진정(眞正)한 유일(唯一) 방

법(方法)으로서 그 간(間)의 우리의 평화통일(平和統一) 방안(方案)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전개

(展開)시킨 우리의 입장(立場)과 판이(判異)함을 알 수 있다� 74년(年) 8･15 경축사(慶祝辭)를 통

(通)하여 박대통령(朴大統領)은 평화통일(平和統一) 3대원칙(大原則)을 내외(內外)에 선언(宣

言)하였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즉(卽) ① 상호불가침협정(相互不可浸協定)을 체결

(締結)하여 평화(平和)를 정착(定着)시키며 ② 대화(對話)를 성실(誠實)히 이행(履行)함으로써

다각적(多角的)인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이룩하여 문호개방(門戶開放)과 신뢰(信賴)를 회
복(回復)하며 ③ 이것을 바탕으로 공정(公正)한 관리(管理)와 감시하(監視下)에 토착인구(土着

人口) 비례(比例) 남북한(南北韓) 자유선거(自由選擧)에 의(依)하여 통일(統一)을 이룩한다는 것

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立場)과 정반대(正反對)로 북괴(北傀)의 그것은 대남전략(對南

戰略)과 공작(工作)을 위(爲)한 방향전환(方向轉換)의 모색(摸索)이었다함이 명백(明白)히 드러

났다� 오대강령(五大綱領)의 주장(主張)이 바로 그것을 의미(意味)한다�

73� 10� 10 북괴(北傀) 총참모장(總參謀長) 오진우(吳振宇)는 북한(北韓)이 제의(提議)를 받

아들이지 않으면 남한(南韓)을 영원(永遠)히 쓸어버리겠다고 폭언(暴言)하였고 74� 2� 8 북괴군

(北傀軍) 총정치국장(總政治局長) 이용무(李勇武)는 오대강령(五大綱領)을 군사력(軍事力)을
동원(動員)해서라도 이를 관철(貫徹)하겠다고 장담(壯談)했고 74� 3� 4 김일성(金曰成)이 「알

제리」대통령(大統領) 환영(歡迎) 평양(平壤)시민대회(市民大會) 석상(席上)에서 남한(南韓)의

반정부투쟁(反政府鬪爭)을 적극지원(積極支援)하겠다고 공언(公言)했음은 물론(勿論)� 동년

(同年) 6�13에는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朝鮮親善文化協會)」서기자(書記者)와의 회담(會
談)에서 한국민(韓國民)의 혁명투쟁(革命闘爭)을 전력(全力)을 다하여 지원성원(支援聲援) 중

에 있다고 호언(豪言)함으로써 그들 파견간첩(派遣間諜)이 남한내(南韓內)에서 정부전복활동

(政府顚覆活動)을 전개(展開)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시인(是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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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結論)
북한(北韓)에서 김일성(金日成) 일인지배체제(一人支配體制)의 확립(確立) 과정(過程)을 보

면 무수(無數)한 종파투쟁(宗派闘爭)에 따르는 여러 숙청과정(肅淸過程)을 거쳤다� 우선(于先)
국내파(國內派)의 숙청(肅淸)이었다� 해방직후(解放直後) 북한공산당(北韓共産黨)은 대체(大

體)로 국내파(國內派)･연안파(延安派)･소련파(派)의 삼대(三大) 파벌(派閥)로 혼성(混成)되어

있었다� 처음 단계(段階)에서 김일성(金日成)이 그의 집권(執權)을 위(爲)하여 특(特)히 민족주

의세력(民族主義勢力)을 제거(除去)하기 위(爲)하여 이들 삼대파(三大派)의 단합(團合)을 이용

(利用)하였다� 1950～53년(年)에는 한국전쟁(韓國戰爭)에서의 패전책임(敗戰責任)을 전가(轉
嫁)하기 위(爲)하여 소련파(派)와 연안파(延安派)를 합작(合作)시켜 이들의 공동전선(共同戰

線)에 의(依)하여 국내파(國內派) 특(特)히 남로당계열(南勞黨系列)을 숙청(肅淸)하였다�

이로써 국내파(國內派)가 몰락(沒落)한 후(後)에는 소련파(派)가 연안파(延安派)를 거세(去

勢)하고 그 다음에는 소련파(派)가 숙청(肅淸)되고 마지막으로 김일성(金日成)� 직계파(直系派)

가 또한 숙청(肅淸)되었다�

김일성(金日成)이 박헌영계열(朴憲永系列)에 속(屬)하며 토착민족주의(土着民族主義) 세력

(勢力)과 더불어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을 주장(主張)하던 현준혁(玄俊赫)

을 장해시(障害視)하여 46년(年) 9월(月)에 암살(暗殺)하였고 55년(年) 12월(月)에는 6�25에서

의 패전책임(敗戰责任)을 남로당파(南勞黨派)에 돌리기 위(爲)하여 박헌영(朴憲永) 일파(一派)
를 또한 처형(處刑)했다�

국내파(國內派)의 숙청(肅淸)과 더불어 연안파(延安派) 및 소련파(派)와의 반목(反目)이 노골

화(露骨化)되어 중공군(中共軍)의 한국전쟁(韓國戰爭)에의 개입(介入)에 적지 않은 공로(功勞)

가 있은 무정(武亭)을 그의 명령(命令)에 불복종(不服從)했다는 명분(名分)으로 6･25패전(敗戰)
의 책임(責任)을 전가(轉嫁)시키기 위(爲)하여� 또한 51년(年)에 처형(處刑)했다는 설(說)이 유포

(流布)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김운동(反金運動)으로 김두봉(金枓奉)･최창익(崔昌益) 등(等)의 연
안파(延安派)와 박창옥(朴昌玉) 등(等)의 소련파(派)가 숙청(肅淸)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金

日成) 직계파(直系派)의 숙청(肅淸)이었다� 원래(元來) 김일성(金日成) 직계파(直系派)는 당료파

(黨僚派)인 갑산파(甲山派)와 군인파(軍人派)로서 이질적(異質的)인 분자(分子)로 구성(構成)되
어 있었거니와 1967년(年)부터 이들에 대(對)한 숙청(肅淸)이 전개(展開)되었는데 처음에는 김일
성(金日成)이 김일(金一)� 박성철(朴成哲)� 김창봉(金昌奉)� 최광(崔光)� 오진우(吳振宇) 등(等) 군

인파(軍人派)의 지지(支持)를 받아 대남공작(對南工作)에서의 실패(失敗)와 천리마운동(千里馬
運動)을 고의적(故意的)으로 지연(遲延)시켰다 하여 박금철(朴金哲)･이효순(李孝淳) 등(等)의 당

료파(黨僚派)를 숙청(肅淸)하고 나중에는 김창봉(金昌奉)� 최광(崔光)� 허봉학(許鳳學) 등(等)의
군인파(軍人派) 또한 숙청(肅淸)되었음은 물론(勿論) 4차(次) 당대회(黨大會)에서는 중앙위원

(中央委員) 135명중(名中) 80명(名)이 반김일성파(反金日成派)라 하여 제거(除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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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당료파(黨僚派)의 몰락후(沒落後)에 나타난 현상(現象)은 김일성(金曰成) 우상화(偶像化)와

이렇듯 북괴(北傀)는 통일(統一)을 곧 혁명(革命)으로 보며 따라서 통일전략(統一戰略)은 혁

대남도발(對南挑發)의 격화(激化)였다� 이처럼 김일성(金日成)이 국내파(國內派)의 숙청(肅淸)･

명전략(革命戰略)이며 이것이 대남전략(對南戰略)의 기본(基本)이다� 그런데 그들이 반제(反

(金日成) 일인지배체제(一人支配體制)를 확립(確立)하고 이것을 다시금 「정치(政治)의 인격화

리고 후자(後者)로서 �반정부(反政府) 투쟁(鬪爭)을 의미(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대남

(通)한 족벌정치체제(族閥政治體制)로 유례(類例)없이 굳혀 놓았다� 이러한 「정치(政治)의 인

一戰線)에 의(依)하여 광범(廣汎)한 국민(國民) 각계각층(各界各層)을 동원(動員)하기 위(爲)한

연안파(延安派) 및 소련파(派)의 숙청(肅淸)･직계파(直系派)의 숙청(肅淸)에 의(依)하여 김일성
(人格化)」에 의(依)한 김일성(金日成) 개인(個人) 숭배(崇拜)와 우상화정책(偶像化政策)을 통
격화(人格化)」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金曰成)의 혁명(革命)전통(傳統)」을 신화

(神話)로서 조작(造作)하고 미화(美化)하여 「유일(唯一) 사상체제(思想體制)」를 구축(構築)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인격적(人格的)인 지배양식(支配樣式) 위에 조작(造作)된 김일성(金日成) 일인지

帝)･반봉건투쟁(反封建闘爭)을 운위(云謂)하는 것은 전자(前者)로서 반미(反美) 투쟁(鬪爭) 그
혁명(對南革命)을 위(爲)하여 반미(反美)･반정부(反政府) 투쟁(鬪爭) 전선(戰線)의 통일전선(統

것이다� 반제(反帝)･반봉건투쟁(反封建鬪爭)은 남한(南韓)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
義革命)을 수행(遂行)하기 위(爲)한 투쟁(鬪爭)조건(條件)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전략(政治戰略)을 그들의 군사전략(軍事戰略)과 연합(聯合)시켜 그들의 대전략

적(大戰略的) 차원(次元)에서 대남전략(對南戰略)을 평가(評價)해 보면 남북한(南北韓) 1대

배체제(一人支配體制)의 자체(自體) 「메카니즘」에 의(依)하여 불안(不安)과 동요(動搖)

(對)1의 전쟁(戰爭)과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양극(兩極)으로 하여

(對南革命戰略)을 실천(實踐)하기 위(爲)한 도전(挑戦)이 필요(必要)하게 되고 있다� 앞에

점(點)에 있어 우리의 입장(立場)보다 북괴(北傀)는 전략적(戰略的)으로 선택(選擇)의 폭(幅)을

으로 인민민주주의평명론(人民民主主義苹命論)이다� 북괴(北傀)가 남한(南韓)의 공산화

라고 이해(理解)된다� 그러나 반면(反面)에 있어 1대(對)1의 전쟁전략(戰爭戰略)은 남북한(南

(段階革命論)이기도 하다� 제(第)1단계혁명(段階革命)은 북한(北韓)의 공산화(共産化)�

5개년계획(個年計劃) 등(等) 군사적(軍事的) 요인(要因)과 중소의 지원(支援)여부(與否)� 국제

위성정권(衛星政權)의 수립(樹立)이지만�로 보고 제(第)2단계혁명(段階革命)은 공산당

서 그들은 이들 제약요인(制約要因)에서 해제(解除)되지 못하는 한(限)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

를 막기 위(爲)한 대내정치상(對內政治上)의 수요면(需要面)에서 보더라도 대남혁명전략

서 분석(分析)한 바와 같이 북괴(北傀)의 대남혁명전략(對南革命戰略)은 본질적(本質的)

(共産化)로 적용(適用)코자 하는 전략(戰略)은 어느 의미(意味)에서 본다면 3단계혁명론
이것은 엄밀(嚴密)한 의미(意味)에서 혁명(革命)이 아니라 소련군진주(軍進駐)에 의(依)한

(共産黨)을 포함(包含)하여 혁명(革命)에 동조(同調)하는 모든 계층(階層)의 통일전선(統

一戰線)의 형성(形成)에 의(依)한 인민정권(人民政權)의 수립(樹立)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中間)에 많은 형태(形態)의 전략(戰略)을 아울러 포괄(包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지고 있으며 종래(從來)에 그들이 공세적(攻勢的) 입장(立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
北韓)의 군사적균형(軍事的均衡)�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존재(存在) 그리고 우리의 국방(國防)

여론(國際輿論)과 같은 정치적(政治的) 요인(要因)에 의(依)하여 제약(制約)을 받고 있다� 따라
民主主義革命)에 호소(呼訴)하게 된다� 이러한 양극적(兩極的)인 전략(戰略)을 극복(克服)하

기 위(爲)하여서는 ①군사적(軍事的)으로 국방(國防)5개년계획(個年計劃)을 과감(果敢)히 추진

제(第)3단계혁명(段階革命)은 북괴(北傀)의 공산정권(共産政權)과 남한(南韓)의 인민정권

(推進)하며 ② 외교적(外交的)으로 우리의 정통성(正統性)에 대(對)한 북괴(北傀)의 도전(挑戰)

있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은 남한(南韓)에 북괴정권(北傀政權)

적(制度的)으로 봉쇄(封鎖)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立場)이 구축(構築)될 때 북괴(北傀)

(人民政權)의 합작(合作)에 의(依)한 통일공산정권(統一共産政權)의 수립(樹立)으로 보고

과 합작(合作)하는 용공정권(容共政權)을 수립(樹立)하겠다는 것이다� 동구공산국가(東歐

共産國家)의 경우(境遇) 인민정권(人民政權)을 수립(樹立)하여 일면(一面) 이것과 유사(類

을 타파(打破)하며 ③ 정치사회적(政治社會的)으로는 내적(內的)인 침투요인(浸透要因)을 제도

의 도전(挑戰)이 어떠한 형태(形態)이던 간(間)에 수포화(水泡化) 된다�

似)한 점(點)이 없지 많으나 중공(中共)의 모택동(毛澤東)의 경우(境遇)는 자체역량(自體

力量)에 의(依)하여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반봉건주의(反封建主義)反封 투쟁(鬪爭)을

통(通)하여 혁명(革命)을 수행(遂行)하였으므로 본질적(本質的)으로 판이(判異)하다� 모택
동(毛澤東)이 장개석정권(蔣介石政權)의 타도(打倒)에 의(依)한 인민정권(人民政權)의 수

립(樹立)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공산당(共産黨)이 주도(主導)하는 공산정권(共産政權)으

로 바꿔 놓았으며 그의 인민정권(人民政權)은 통일전선(統一戰線)에 의(依)한 연합정부(聯

合政府) 즉(卽) 연합독재(聯合獨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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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구조(精神構造) 속에 자리잡고 있는 동기(動機)는 무엇인가� 그의 모든 정치적(政治的) 조

정신적(精神的) 측면(側面)으로 본

직(組織)이나 휘황찬란(輝煌燦爛)한 선전(宣傳) 구호(口號)에도 불구(不拘)하고 그가 진정으로

김일성(金日成)

에서 전개(展開)되고 있는 유일사상운동(唯一思想運動)과 김정일(金正一) 후계자(後繼者) 옹

노리고 있으며 반복(反復)하는 행동영역(行動領域)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現在) 북역(北域)

립(擁立) 운동(運動)의 의미(意味)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事實)들을 앞에 두고 인간

(人間) 김일성(金日成)의 과학적(科學的) 진실(眞實) 즉(卽) 인성진단(人性診斷)의 필요(必要)를

여하(如何)한 수단(手段)으로 대적(對敵)해 오더라도 이를
일격(一擊)에 격멸(擊滅)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 민족(民族)이 살 수 있는 길이요 또한 역사적(歷史
的) 숙명적(宿命的)인 과제(課題)이기도 하다.
<생물학(生物學)박사(博士) 서울 농대(農大)교수(敎授)>
권 종 국(權宗國)

1. 서언(序言)
한국(韓國)에서 생(生)을 누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에 대(對)한 궁

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 그것은 인류사상(人類史上) 미증유(未曾有)의 6･25 동족상쟁

(同族相爭)의 유혈극(流血劇)을 연출하여 그 비참(悲慘)했던 과거(過去)의 쓰라림은 아직도 우

리의 뇌리(腦裡)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

정상적(正常的)인 사람으로는 도저(到底)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北韓)땅에서 일어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인 김(金)의 정체(正體)를 정확(正確)히 파

악(把握)하는 것만이 전쟁(戰爭)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고 우리가 추구(追求)하는 평화통

일(平和統一)을 쟁취(爭取)하는데 근본(根本)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병가(兵家)인 손자(孫子)의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불태(百戰不殆)J라는 병법(兵法)인 것이다�

2. 김일성(金日成)(성주(成柱))의 사회적(社會的) 행적(行跡)
김일성(金日成)의 정신구조(精神構造)를 분석(分析)하기 전(前)에 그가 이 세상(世上)에 출생

(出生)해서 현재(現在)까지 걸어온 행적(行跡)을 살펴 볼 필요(必要)가 있음은 이미 지적(指摘)
한 사실(事實)이지만 어떠한 시기(時期)에 어떠한 일을 겪었고 그때 김(金)은 어떠한 반응(反應)

을 보였는가 하는게 중요(重要)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과거생활(過去生活)을 통(通)해서 어떤 성

격적(性格的) 특징(特徵)과 어떤 속성(屬性)을 반사(反射)시켰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① 김일성(金日成)의 가족(家族)

김(金)의 조상(祖上)은 원래(原來) 전주(全州)에서 살았는데 김(金)의 15대조(代祖) 김계상

고 있으며 김일성(金日成)은 4대군사노선(大軍事路線)을 표방(標榜)하고 한반도(韓半島) 적화

(金繼祥)이 평남지방(平南地方)으로 와서 방황(彷徨)했고 김(金)의 증조부(曾祖父) 김응우(金

그러나 오늘날 김일성(金日成)을 보는 한국인(韓國人)의 자세(姿勢)는 어떠한가� 그를 극

대(代代)로 온갖 고생(苦生)을 하여 왔다� 증조부(曾祖父) 김응우(金膺禹)의 아들 김보현(金輔

(赤化)를 위(爲)해 혈안(血眼)이 되고 있다�

(極)히 위험(危險)한 존재(存在)로 보면서 「30년간을 북녘 땅을 지배(支配)하는 것은 과연(果

膺禹)는 대동군(大同郡)의 호농(豪農) 이평택가(李平擇家)의 산(山)지기로 정착(定着) 이래 대
鉉)은 처(妻) 이보익(李寶益)과의 사이에 형직(亨稷)� 형권(亨權)� 형록(亨祿) 등(等) 삼남(參男)

然) 무엇인가�」하고 반문(反問)하기도 한다�

을 두고 장남(長男)인 형직(亨稷)은 두살 위인 강반석(康盤石)과 결혼(結婚)을 하였다�

主義) 혁명가(革命家)」라고 일방적(一方的)으로 주장(主張)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정체(正體)

면(古平面) 보리(甫里)에서 이들 부부(夫婦) 즉(卽) 부(父)인 형직(亨稷)과 모(母)인 강반석(康

김(金)은 일제(日帝) 때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했고 인민(人民)을 위(爲)한 공산주의(共産

에 대(對)하여 상당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김일성(金日成)의 정체(正體)와 진상(眞相)을 정확(正確)히 알 필요(必要)가

있다� 정치적(政治的) 이데올로기적(的) 판단(判斷)이나 순전(純全)히 이론적(理論的)인 판단

(判斷)에 앞서 사실적(事實的) 판단(判斷)을 하여야 한다� 과연(果然) 그는 어떠한 생애(生涯)를

걸어왔고 어떠한 과정(過程)으로 북녁땅을 지배(支配)하게 되었는가� 그의 무의식(無意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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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金曰成)(성주(成柱))은 1912년(年) 4월(月) 15일(日) 평남(平南) 대동군(大同郡) 고평

盤石)의 3형제(兄弟) (성주(成柱)� 철주(哲柱)〈사망(死亡)〉� 영주(英柱)) 중(中) 장남(長男)으
로 태어난 것이다�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 사동(使童)으로 일해 온 형직(亨稷)은 기골(氣骨)이 억세고 자존심

(自尊心)이 강해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했으나 그만큼 현실생활(現實生活)의 적응(適應)이 어려
웠던 존재(存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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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활(生活)이 어렵도록 가정(家庭)을 돌보지 못했지만 그 책임(責任)을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었고 자신(自身)의 잘못을 항시(恒時) 외부(外部)나 타인(他人)에게 돌리는 성질이었다�
그러나 그의 처(妻) 강반석(康盤石)은 가난했으나 기독교(基督教)의 영향(影響)을 받은 집안

(해방전(解放前) 목사(牧師)� 현(現) 강량욱(康良煜)의 5촌설(寸說))에서 자라 남편(男便)의 무
능(無能)을 탓하지 않고 만주(滿洲)에서 차천리(車千里) 부대(部隊)의 식모(食母) 생활(生活)을
하면서 끼니를 이어왔다고 한다�

② 김일성 출생시 사회적여건(金日成出生時社會的與件)

김일성(金日成)은 모든 한국인(韓國人)이 그러하듯이 정신구조(精神構造)의 밑바탕에는 유

교적(儒教的) 요인(要因)과 불교적(佛教的) 요인(要因)인 종교사상(宗教思想)의 전통(傳統)을

그리고 학창시절(學窓時節)부터 자신감(自信感)에 차 있어 앞장서기 좋아했고 급우(級友)를

지배(支配)하기를 좋아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대동강(大同江)에서 물을 먹이는 일종(一種)의
문제소년(問題少年)으로 자라왔다�

④ 만주마적생활(滿洲馬賊生活)과 소련 생활(生活)

김일성(金日成)은 같은 문제소년(問題少年) 최현(崔賢)� 권영벽� 문동일(文東一)과 만주(滿

洲)에서 마적생활(馬賊生活)올 계속(繼續)하던 중 1931년(年) 김일성(金日成)이 20세(歲) 되던 해

이종락(李鍾洛)은 일경(日警)에 체포(逮捕)되어 사망(死亡)하고 김성주(金成柱)는 김일성(金一

星)으로 개명(改名)하여 안도(安圖)의 일경(日警)에 붙잡혀 사환(使喚)노릇을 했다는 설(說)도 있

다� 김일성(金日成)이 26세(歲) 되던 1937년(年)에 형직(亨稷)이 만주(滿洲)에서 방황(彷徨)하던

물려 받았다�

시절(時節) 신세를 진 김윤덕(金允德)의 딸 김정숙(金貞淑)(후일 김일성(金日成)의 두번째 처(妻)

되고 서양(西洋) 기독교(基督教)의 물결이 밀어닥쳐 개화(開化)를 서두르게 되었다� 1910

(後) 두 자녀를 낳고 있었으나 김일성(金日成)은 그의 남편(男便)과 두 자녀(子女)를 살해(殺害)

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에 대(對)한 증오심(憎惡心)과 반발심(反撥心)으로 극도(極度)에

1932년(年) 7월(月) 31일(日) 강반석(康盤石)은 만주(滿洲)에서 사망(死亡)하였고 1941년

김(金)이 태어나기 전(前)의 이 땅은 이씨조(李氏朝)의 쇄국주의(鎖國主義)가 쇠약(衰弱)

년(年) 8월(月) 29일(日) 한일합병(韓日合併)의 국치(國恥)를 겪게 되고 국민(國民)들은 일

이르러 3･1 운동(運動)이 일어나고 애국투사(愛國闘士)들은 일제(日帝) 총 칼에 피를 흘렸
으며 때마침 소련에서 공산주의혁명(共産主義革命)이 성공(成功)되자 그 여파(餘波)가 극

로 김정일(金正一)의 생모(生母))을 납치(拉致)하게 된다� 김정숙(金貞淑)은 이미 결혼(結婚) 후
하고 김정숙(金貞淑)만 납치(拉致)하여 만주지방(滿洲地方)으로 후퇴(後退)하였다는 것이다�

(年)부터 일제(日帝)는 더욱 극심(極甚)한 소탕전(掃蕩戰)을 벌여 김일성(金日成) 일행(一行)은

입소(入蘇)하여 「하바로프스크」의 소련 비밀경찰(秘密警察)의 정보학교(情報學校)에서 스파

동(極東) 지역(地域)에 파급(波及)� 우리나라와 일본(日本)은 계급(階級) 의식(意識)이 싹트

이 활동(活動) 및 낙하산(落下傘) 훈련(訓練)을 받게 된다�

帝)에 대(對)한 반항(反抗)과 증오감(憎惡感)� 그리고 일부 불평분자(不平分子)간에 뻗친

浪)� 도주(逃走)� 기습(奇襲)� 살인(殺人)� 성적(性的) 탐욕(貪慾)� 분산(分散)� 재조직(再組織)

기 시작(始作)했다� 그리고 기독교(基督教)의 평등사상(平等思想)� 침략자(侵略者) 일제(日
공산주의(共産主義)의 계급의식(階級意識)이 혼합(混合)되는 가운데 김일성(金日成)은 가

난의 밑바탕에서 헤매는 가계(家系)의 장손(長孫)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혼잡(混雜)

한 사회적(社會的) 배경(背景)은 훗날 김일성(金日成)의 성격형성(性格形成)에 하나의 모태

(母胎)가 되었다�

③ 김일성(金日成)의 유년시절(幼年時節)

김일성(金日成)의 아명(兒名)은 장손(長孫) 또는 증손(曾孫)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장손(長

孫)으로 태어났으나 유교(儒教)의 사상적(思想的) 영향(影響)을 받은 우리나라의 풍습(風習)에

서 김일성(金日成)은 장남(長男)으로 총애(寵愛)를 받았을 가능성(可能性)이 있어 항시(恒時)

우줄대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열등의식(劣等意識)과 증오감(憎惡感)에 젖어
온 부(父) 형직(亨稷)은 자신(自身)의 무능(無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못사는 것은 부자(富

者)놈들의 착취(搾取) 때문이다」라고 어린 김일성(金曰成)에게 입버릇처럼 뇌까려 왔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성격(性格)이 이 때부터 생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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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김일성(金日成)의 만주(滿洲) 및 소련 생활(生活)의 특징(特徵)으로는 방랑(放

등과 같이 극(極)히 불안정(不安定)한 생활(生活)이 연속(連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특

징(特徵)은� 김일성(金日成)은 힘이 있는 존재(存在)에 대해서는 생부(生父)이든� 만주경찰대장

(滿洲警察隊長)이든� 소련인이든 간에 온갖 충성심(忠誠心)을 발휘(發揮)하게 되고 그들의 눈
에 들게 했다는 다부적(多父的) 영상(映像)의 사실(事實)이다�

세번째 특징(特徵)은 그의 눈 앞에 방해(妨害)가 되는 재존(在存)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살

인(殺人)을 서슴치 않았고 그 후에 단 한 번도 자신(自身)의 행위(行爲)를 후회(後悔)하거나 양
심(良心)의 가책(呵責)을 느껴보지 않았다

네번째 특징(特徵)은 쫓기거나 좌절감(挫折感)에 빠졌을 때에는 예외(例外) 없이 여인(女人)

들과 강제(强制) 또는 타협적(妥協的)인 성유희(性遊戯)에 탐닉(耽溺)했다는 사실(事實)이다�

⑤ 해방(解放)과 김일성장군(金日成將軍) 행세(行勢)

해방(解放)되던 1945년(年) 당시(當時) 34세(歳)로 소련군(軍)의 앞잡이로서 귀국(歸國)한 그

는 「로마넹크」 소장(少將)의 추천(推薦)으로 북한사회(北韓社會)를 이끌도록 공작명령(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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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令)을 받게 되었다� 김일성(金日成)은 처음 「하바로프스크」의 종군시(從軍時) 대위계급장

김(金)은 1958년(年)부터 60년(年)까지 중앙당집중지도(中央黨集中指導)란 명목(名目)으로

(大尉階級章)을 달았고 그 후 소좌(少佐)로 진급(進級)하였다� 해방 후(解放後) 소련군(軍)을

연안파(延安派)� 소련파(派)를 제거(除去)하면서부터� 소위(所謂) 김일성사상체계(金日成思想體

日成將軍)이 된 셈이다�

(首領)님을 위(爲)해서 살고 죽어도 수령(首領)님을 위(爲)해서 죽고」란 말을 쓰게 했던 것이다�

에 장애(障碍)를 받을 가능성(可能性)이 있기 때문이었다� 1945년(年) 10월(月) 평양시민대회

淳) 등(等) 갑산파(甲山派)를 숙청(肅清)하면서는 더욱 김일성사상강화(金日成思想强化)를 내

따라와서 한때 김영환(金英煥)이란 가명(假名)을 쓰다가 기반(基盤)이 굳어지자 김일성장군(金
이와 같이 김일성(金日成)이 여러 번 이름을 바꾼 것은 자아동일성(自我同一性)의 문제(問題)

系)란 말을 노골적(露骨的)으로 하기 시작(始作)했는데 심지어는 「살아도 김일성(金日成) 수령
1967년(年)， 일제시(日帝時) 김(金)의 행적(行跡)을 잘 아는 박금철(朴金喆)� 이효순(李孝

(平壤市民大會)를 마치고 고향(故鄕)집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했을 때 고향(故鄕) 마을 포플

세웠던 것이다�

(外形上) 날조(捏造)된 김일성장군(金日成將軍)이지만 마적시절(馬賊時節)의 김일성(金一星)

도 자유(自由)롭게 사유(思惟)하며 결론(結論)을 내리기도 하는 일종(一種)의 생명현상(生命現象)

러 나무에 앉은 까치를 보자 반사적(反射的)으로 권총(拳銃)을 꺼내어 쏘았다� 이것은 외형상
또 김성주(金成柱)의 참 모습(貌襲)이 노정(露呈)된 것으로 본다�

⑥ 6�25 도발(挑發)과 숙청작업(肅清作業)

김일성(金日成)은 1950년(年) 6월(月) 25일(日) 새벽 남침(南浸) 기습(奇襲)을 감행(敢行)하

여 막대(莫大)한 민족(民族)의 피와 재산(財産)을 앗아간 용서(容恕)받지 못할 죄(罪)를 지었다�

이로 인(因)해 남북관계(南北關係)는 이민족간(異民族間)의 적대관계(敵對關係)보다 더 큰 불

신(不信)� 적대의식(敵對意識)� 과잉방어(過剩防禦)� 공격대비(攻擊對備)의 소용돌이에 대처(對
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狀況)에 처(處)하여 있다�

원래(原來) 충분(充分)한 성숙성(成熟性)이 부족(不足)하고 다중적(多重的) 인성(人性)과

「히트 엔드 런」식(式)의 단순(單純)한 마적생활(馬賊生活) 습성(習性)을 가졌던 김일성(金日

成)은 6･25의 민족적(民族的) 비극(悲劇)을 연출하고도 이를 후회(後悔)하거나 양심(良心)의

가책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自己)의 죄과를 박헌영(朴憲永)에게 뒤집어 씌워서 숙청(肅清)하고 차례(次例)로

김두봉(金斗奉)을 위시(爲始)한 연안파(延安派)� 허가이를 위시(爲始)한 소련파(派)� 심지어는

이효순(李孝淳)� 박금철(朴金喆) 등(等) 자파(自派)에 속(屬)했던 갑산파(甲山派) 그리고 김창

봉(金昌奉)， 김정태(金正泰) 등(等) 군사파(軍事派)에 이르기까지 반대파(反對派)를 소탕(掃

蕩)하여 자신(自身)의 지위(地位)를 굳혀 나아갔던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特徵)은 어떠한 불리

(不利)한 여건(與件)에 이르면 모든 잘못은 주위(周圍)나 상대방(相對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
기(自己)는 안전(安全)하게 살아나는 방식(方式)을 교묘(巧妙)하게 찾아냈던 것이다�

⑦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 운동(運動)과 유일사상(唯一思想) 작업(作業)

김일성(金日成)은 애국지사(愛國志士)도 아니고 장군(將軍)도 아닌데 김일성장군(金日成將軍)

으로 접목(接木) 내지는 변신(變身)하여 자신(自身)을 과대(誇大)한 이상적(理想的) 존재(存在)，
숭앙(崇仰)하는 인물(人物)로서 군림(君臨)하는 존재(存在)로 조작(造作)한 것은 사실(事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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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적(精神分析學的) 상징(象徵)으로 보면 북한(北韓)에 있는 어떠한 다른 인간(人間)

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卽) 모든 인민(人民)은 김일성(金日成)을 위(爲)해서 죽는 존재(存

在)가 된다는 뜻을 내포(內包)한다� 이것은 일종(一種)의 변태심리(變態心理)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注目)되는 또 한 가지 사실(事實)은 김일성(金日成)이 모든 인민(人民)의 언

어(言語)와 행동규범(行動規範)까지 제약(制約)을 하고 있다는 점(點)� 즉(卽) 자기(自己) 입장

(入場) 시(時)에만 일어설 것， 자기(自己)에게만 「모신다」는 말을 쓸 것 하는 따위는 공산주

의이론(共産主義理論)과는 아무런 관계(關係)가 없는 유교적(儒教的)인 행동윤리(行動倫理)

라 할 수 있다�

3. 김일성(金日成)의 정신적(精神的) 병리(病理)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은 상기(上記)한 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世界)에서 둘도 없

는 기묘(奇妙)한 성격적(性格的) 특징(特徵)과 정신적(精神的) 병리(病理)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북한(北韓) 사회(社會)에서는 상식적(常識的)으로 납득(納得)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

어나고 있다� 그 예(例)를 들어 보고자 한다�

① 외지광고(外紙廣吿)와 여성편력(女性遍歷)

김일성(金日成)은 막대(莫大)한 외화(外貨)를 낭비(浪费)하면서 자신(自身)의 날조(捏造)된

「혁명투쟁기(革命鬪爭記)」와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 등(等)의 내용(內容)을 외
지(外紙)에 광고(廣告)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전략(戰略)과는 별무(別無)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김(金)의 위대성(偉大性)을 자유진영(自由陣營)에 자랑하고 싶은 심리작용

(心理作用)인 것이다�

그리고 만주(滿洲)의 마적생활(馬賊生活) 때 유녀(遊女)들을 농락(籠絡)한 것은 둘째치고라

도 해방후(解放後) 귀국(歸國)해서 한 중요(重要)한 과업(課業)은 여성편력(女性遍歷)에 있었
음을 상기(想起)할 필요(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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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年) 8월(月) 평양시(平壤市) 경제리 세일관(世一館)의 마담 리혜옥(李恵玉)을 납치

(拉致) 강간(强姦)하였고 동년(同年) 9월(月) 일제시(日帝時) 은단(銀丹)의 선전(宣傳) 모델 이

복화(李福花)를 길거리에서 납치(拉致) 강간(强姦)하였다� 그리고 그의 성행위(性行爲)는 여기

에서 그치지 않았다�

월북(越北)한 무희(舞姬) 최승희와 거듭 간통(姦通)했으며 그의 남편(男便) 안(安)막을 위협

(威脅)해서 그의 딸 안성희(安聖姬)도 능욕(凌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영화배우(映畵俳優) 문

예봉(文藝峰)을 정치(政治) 보위부를 동원(動員)하여 납치(拉致) 강간(强姦)하였고 그 후 부수

서 오는 속성(屬性) 때문에 어느덧 태양(太陽)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다�

북(北)측의 주장(主張)에 따르면 동지(同志)들은 하나의 별이 되라고 김일성(金一星)으로 지

었다가 차라리 태양(太陽)처럼 되라고 해서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쳤다 운운(云云)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행태(行態)를 관찰(觀察)해 보면 자신(自身)이 그가 저지른 많은 죄과(罪過)에 대

(對)한 의식(意識) 때문에 태양공포증(太陽恐怖症)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김일성(金日成)은 6･25 전쟁(戰爭) 3년간(年間) 거의 지하실(地下室)(방공호(防空

壕))에서 기거(起居)했고 중대(重大)한 회의(會議)는 반드시 자정(子正)이 지난 한밤중에 소집

상(副首相) 홍명희의 딸 홍귀원(洪贵媛)을 능욕(凌辱)하는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程度)

(召集)하여 부하들을 골탕먹게 했다�

능(性能)을 증명(證明)하려는 무의식(無意識)이 작용(作用)한 것으로 본다�

만 밖으로 나돌았다� 그것은 비행기(飛行機) 폭격(爆擊)에 겁(怯) 먹어서인 것보다는 그의 오랜

로 많다� 이러한 행위(行爲)는 정신적(精神的)으로 보면 남근기증상(男根期症狀)으로 그의 성

② 다부적(多父的) 영상(映像)

북괴(北傀)에서는 세계(世界) 어느 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에서 유례(類例)를 찾을 수 없

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김일성(金日成)을 호칭(呼稱)하는데 있어 이름 앞

에 여러가지 수식어(修飾語)가 붙는 것이다� 가령� 「조국해방(祖國解放)의 선봉자(先鋒者)요� 연
전연승(連戰連勝)의 탁월(卓越)한 군사전략가(軍事戰略家)며 마르크스 레닌주의혁명(主義革
命)의 기수(旗手)이며 조선(朝鮮) 민족(民族)의 영웅적(英雄的) 지도자(指導者)이시며 조선노동

당(朝鮮勞動黨)의 창시자(創始者)이시며 조선민주주의(朝鮮民主主義)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의 수령(首領)이신 김일성동지(金日成同志)…」 등(等)이다� 이러한 현상(現狀)은 김일성동지(金

日成同志)� 김일성수령(金日成首領)이라고만 하면 불안(不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체(大體)로 쾌청(快晴)한 날씨보다 구름이 끼고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는 날

습성(習性)에서 온 것 같다� 작금(昨今)의 문제(問題) 땅굴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있겠으나 ①남

침목적(南侵目的) ②인민(人民)을 괴롭히는 가학증적(加虐症的) 만족(滿足) ③ 땅굴파는 동안

에는 군사파(軍事派)의 압력(壓力)에서 초연(超然)해질 수 있고 ④기타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통

(通)해서 여러가지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는 이른바 다기능적(多機能的) 원칙(原則)의 사고
(思考)가 있다 하겠다�

특(特)히 어두운 굴은 김(金)에게는 태양공포증(太陽恐怖症)에서 면할 수 있는 안도감(安堵

感)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④ 인격(人格)의 퇴행증상(退行症狀)

김일성(金曰成)은 나이가 65재(才)에 좌측후두부(左侧後頭部)에 큰 혹이 서서히 자라고 있고

인간(人間)은 자기(自己)의 인격형성(人格形成)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부(父)가 필요(必要)

비대(肥大)한 체구(體軀)에는 아마도 당뇨병(糖尿病)으로 인(因)한 신경(神經) 통과(通過) 기관

도 부(父)와 같이 닮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자아상(自我像)을 형성(形成)하게

제(經濟)의 파탄(破綻)� 북한사회(北韓社會)의 개방(開放)에서 올 인민(人民)의 반발(反撥)에

하게 되는데 남아(男兒)는 부(父)의 권위(權威)를 자기(自己) 속에 섭입(攝入)하면서 자기(自己)

지염(氣管支炎) 등이 잦아질 가능성(可能性)이 있고 무정견(無定見)한 정책(政策)에서 오는 경

되는 것같이 김(金)도 부(父) 형직(亨稷)이 일찍 사망(死亡)하게 되고 혼자 만주지방(滿洲地方)

대(對)한 불안(不安)� 복잡(複雜)한 가족내(家族內)의 암투(暗鬪) 등(等)으로 김일성(金日成)의

김(金)은 자신(自身)의 운명(運命) 앞에서 힘이 있고 자기(自己)를 아껴준다고 믿어지는 대상

(極性)을 부리고 있는 김일성(金日成) 우상화운동(偶像化運動)은 김(金)의 정신상태(精神狀態)

을 방랑(放浪)하면서 많은 부상(父像)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對象)이 나타나면 그를 부상(父像)으로 받아들였고 동일시(同一視)했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相對方)의 특이(特異)한 개성(個性)을 김(金)은 자신(自身)의 성격(性格) 속에 감염(感

染)시켰던 것이다�

③ 태양공포증(太陽恐怖症)과 땅굴파기

다부적(多父的) 영상(映像)은 김(金)의 기구(崎嶇)했던 지난날의 운명(運命) 속에서 이룩된

속성(屬性)이라 이것은 이른바 태양공포증(太陽恐怖症)이다� 그는 오랜 마적생활(馬賊生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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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태(精神狀態)는 몹시 흔들리어 퇴행현상(退行現象)이 일어나고 있는듯 하다� 특히 극성
에 이상(異常)이 오고 있다는 증거(證據)인지도 모른다�
1� 김일성(金日成)의 행동(行動) 예측(豫測)

김일성(金日成)은 극(極)히 미숙(未熟)하고 잔인(殘忍)하며 자기중심적(自己中心的)인 인간

(人間)으로 해방후(解放後) 돌연(突然)히 나타나 소련군(軍)이라는 외세(外勢)를 업고 권력(權
力)을 잡고 북한(北韓)을 30년간(年間)이나 지배(支配)해 왔다�

그는 초기(初期)에는 교묘(巧妙)한 연극성(演劇性)과 조작극(造作劇)에 의(依)해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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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自己)를 독립(獨立) 투사(闘士) 김일성장군(金日成將軍)으로 둔갑(遁甲)시켰고 자신(自身)

보태세(安保態勢)를 굳게 하고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여 감히 김일성(金日成)이가 넘나보

의 정적(政敵)을 몰아 내었으며 그 후는 이른바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와 수령(首領)

지 못하도록 하여야만 그의 과대망상적(誇大妄想的)인 한반도(韓半島) 적화통일(赤化統一)이

化)하면서 권력(權力)을 유지(維持)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신병리적(精神病理

힘에는 힘� 지혜(智慧)에는 지혜(智慧)� 전술전략(戰術戰略)에는 전술전략(戰術戰略)으로 어

님 어버이 상(像)을 조작(造作)하여� 그의 독재체제(獨裁體制)를 가일층(加一層) 강화(强

라는 망상(妄想)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요결(要訣)일 것이다�

的) 증상(症狀)의 악화(惡化)와 북한사회(北韓社會)에서의 정치적(政治的) 조작극(造作劇)

떠한 방법수단(方法手段)으로 대적(對敵)해 온다면 일격(一擊)에 격멸(擊滅)시킬 수 있는 유비

계(對人關係)의 불신(不信)과 증오감(憎惡感)� 신경질(神經質)이 극화(極化)될 것으로 아마

(空想)을 산산(散散)이 분산(分散)시키고 영광(榮光)되고 번영(繁榮)된 조국(祖國)을 후손(後

도 한계점(限界點)에 달(達)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예상(豫想)되는 행동(行動)은 대인관

도 옛날 동지(同志)들을 대폭이동(大幅移動) 경질(更迭)할 가능성(可能性)이 있고� 김정일

(金正一) 후계자(後繼者) 운동(運動)을 급속(急速)하게 진행(進行)시켜서 자신(自身)이 일
선(一線)에서 물러 설 가능성(可能性)이 있으며� 북한(北韓) 주민(住民)을 더욱 혹독(酷毒)

하게 탄압(彈壓)하고 상호(相互) 감시(監視)케 함으로써 잠시(暫時)도 사유(思惟)의 기회

(機會)를 주지 않으려고 각종운동(各種運動)을 병적(病的)으로 반복(反復)시킬 가능성(可

무환(有備無患)의 자세(姿勢)를 확립(確立)하는 것만이 김일성(金日成)의 무모(無謀)한 공상

孫)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병법(兵法)의 전략적(戰略的) 의미(意味)에

서 김일성(金日成)을 정신적(精神的) 측면(側面)으로 분석(分析) 해부(解剖)하였음을 첨부(添

附)해 둔다�

能性)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金日成)은 평생(平生) 쫓기고 쫓으며 기습(奇襲)하고 도망(逃亡)치면서 항시

(恒時) 가상적(假想的) 적대(敵對) 관계(關係)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의 정신적(精神的) 이
상(異常)이 악화(惡化)됨에 따라 과대망상(誇大妄想)과 피해망상(被害妄想)이 노정(露呈)되어

대남관계(對南關係)에 있어서 자기(自己)를 마치 혁명(革命)의 선두자(先頭者)요 남조선(南朝
鮮) 인민(人民)을 해방(解放)시킬 존재(存在)로 규정(規定)하면서 고도(高度)의 과대망상(誇大

妄想)에 빠질 것이며 또한 번영일로(繁榮一路)에 있는 대한민국(大韓民國)에 대(對)해서 무한

(無限)한 질투(嫉妬)와 파괴망상(破壞妄想)에 빠져 자칫하면 오산(誤算)에 의(依)해 불장난을
도발(挑發)할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2� 맺는 말

남북(南北)이 통일(統一)되기를 원(願)하는 것은 남한(南韓)의 3�500만 민족(民族) 뿐 아니라

북한(北韓)에서 갖은 학대(虐待)를 받아가며 인간(人間) 이하(以下)의 생활(生活)을 하고 있는

1�500만 북한동포(北韓同胞)도 마찬가지 심정(心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김일성(金曰成)의 정신적(精神的) 측면(侧面)에서 하나하나 분석(分析)해

본 결과(結果) 우리 민족(民族)이 한결같이 원(願)하고 있는 통일(統一)이 그렇게 쉽게만은 생

각할 수 없다�

더구나 위험(危險)한 사실(事實)은 북괴(北傀)가 4대군사노선(大軍事路線)을 완비(完備)하

고 전쟁(戰爭)만을 종용(慫慂)해 온 김일성(金日成)이가 국제정세(國際情勢)를 오판(誤判)하여
또 다시 민족(民族)의 비극(悲劇)을 연출(演出)시킬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러한 위험(危險)을 모면(謀免)하는 길은 전국민(全國民)의 총화(總和) 단결(團結)로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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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體制下)의 북한(北韓)에서는 총량(總量) 개념(槪念)으로서 「사회(社會)총생산(總生産)

남북간(南北間)

(GSP)」의 개념을 사용(使用)하고 있는데 사회총생산이란 각생산단위(各生産單位)에서� 생산

경제성장(經濟成長) 비교(比較)
북괴(北傀)는 급속(急速)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위(爲)해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생산관리(生産管理)체제(體制)를 채
택(採擇)하고 있지만 효과성(效果性) 위주(爲主)의 생산(生
産)활동(活動)과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불균형(不均衡) 등
(等)으로 심각(深刻)한 문제(問題)에 직면(直面)하고 있다.
<평화통일(平和統一)문제(問題)연구소(硏究所) 이사(理事)>

(生産)된 재화(財貨)의 단순총생산고(單純總生産高)로서 중간재(中間財)와 투입된 원료 등이
중단계산(重短計算)되는 한편 3차산업중(次産業中)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을 제외(除外)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商業)(생산과정의 연장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신용� 국가관리기

관� 문화� 보건기관 등은 비생산부문 등으로 규정(規定)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特定) 3차산업(次産業)이 제외(除外)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종생산물(最終生

産物)을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으로 계산하는 데는 북한(北韓)의 거래세(去來税) 부과(賦課)에

있어서 평형(平衡)을 잃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생산적(生産的)인 측면에서 볼 때
공업부문은 농업부문에 비해 과대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재(消费財)는 생산재(生産財)

에 비하여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같은 이론상(理論上)의 문제점(問題點)을 극복하면서 연도별(年度別) 북한(北韓)

의 국민소득(國民所得)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및 비생산적(非生産的)

이 병 룡(李秉龍)

인 「서비스」부문의 비중을 추정(推定)(동구제국(東歐諸國)의 자료근거(資料根據))한 후 다시

1970년대(年代)에 들어서면서 시작(始作)된 남북관계(南北關係)의 양상은 대결(對決)의 구

48억불 상당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人口) 1인당(人當) GNP는 약 313불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조(構造)로부터 대화(對話)의 구조(構造)로 전환(轉換)하면서 현재(現在) 남북간(南北間)의 경

제발전(經濟發展) 경쟁(競爭)은 더욱 치열해졌다� 왜냐하면 지난 1960년대(年代)를 통(通)하여
한국(韓國)에 있어서 양차(兩次)에 걸친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成功的)인 추진

우리 개념의 GNP로 추계(推計)한 결과는 1974년도(年度)에 총량(總量) 규모(規模)가 약(約)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Washington D�C의 「World Population Survey Center」가 발표

한 북한(北韓)의 1인당(人當) GNP 규모 약 310불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치(數値)이며� 세계(世

界) 은행(銀行)(IBRD)이 작년말에 발표한 북한(北韓)의 경제 성장률 5%와 거의 맞먹는 수치

(推進)은 한국경제(韓國經濟)로 하여금 전례 없는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하게 하였고� 특(特)히

(數値)임을 볼 수 있다�

代化)는 금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基盤)을 구축(構築)하게 되었으나�

한국(韓國)은 북한(北韓)의 3�6배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人當) GNP 수준도 북한(北韓)에 비하

년평균(年平均) 40% 이상(以上)에 달하는 수출(輸出)의 급격한 신장과 산업구조의 근대화(近

반면에 1974년도(年度) 한국(韓國)의 GNP는 약(約) 172억불로서 총량규모(總量規模)에서

반면 북괴(北傀)는 60년대(年代)에 추진했던 「7개년계획(個年計劃)」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여 약 200불이 많은 513불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남(南)･북한(北韓)의 평균 경

작년 10월에 완수하려는 목표(目標) 하(下)에 모든 자원(資源)과 노동력(勞動力)을 집중적(集

장(高度成長)을 지속한데 반하여 북한(北韓)은 약 4～5%로서 경제성장의 침체현상을 나타내

1971년(年)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個年計劃)」을 당창건(黨創建) 30주년(週年)을 기념하는
中的)으로 동원(動員)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경제현황(南北韓經濟現況) 비교(比較)를 통(通)해 본 북한경제(北韓經濟)의

당면 문제점은 현재 여러 부문에서 표면화(表面化)되고 있다�

1. GNP(총량(總量))부문(部門)
알반적으로 경제체제(經濟體制)가 상이한 남북간(南北間)의 경제현황� 특(特)히 GNP부문

(部門)을 비교(比較) 평가(評價)하는데 이는 상당한 제약조건이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
소득의 개념과 계정방법(計定方法)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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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률을 볼 것 같으면 지난 60년대(年代) 10년간(年間) 한국(韓國)은 약 10% 수준의 고도성
고 있는데 북한경제(北韓經濟)의 이러한 침체현상(沈滯現象)은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체제

(經濟體制)의 구조적(構造的) 모순과 경제정책(經齊政策)의 시행(試行) 착오(錯誤)의 반복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卽) 중공업우선정책(重工業優先政策)으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 군사비 부담의

과다�

폐쇄체제의 고수로 인한 제국(諸國)과의 경제협력(經濟協力)의 부진으로 인한 기술혁신(技術

革新)의 차질과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저하를 초래하여 60년대(年代)의 7개년계획(個年計
劃)의 실패는 물론 현행 6개년계획(個年計劃)에도 한계 요인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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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農業部門)
북한(北韓)의 농업경영(農業經營)은 토지개혁(土地改革)에 의한 소위 「경작지제(耕作地

制)」를 기초로 한 개인농시대(個人農時代)를 거쳐서 1954～58년(年)에 실시된 농업(農業) 집

단화(集團化) 과정을 경유하여 현재(現在) 약 3�700개의 대소협동농장(大小協同農場)을 주축
으로 농업의 경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4년도(年度) 현재(現在) 남북한(南北韓)의 농경지(農耕地) 면적을 비교해 보면 한국(韓

國)은 총경지(總耕地) 면적(面積)이 2백24만ha로 그 중 논이 1백26�3만ha 밭은 97�8만인데

産性)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어 수년간 생산실적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농민

(農民)의 생산(生産) 의욕침체와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영농기술의 낙후 등을 들 수 있다�

3. 공업부문(工業部門)
남(南)･북한(北韓)의 지리적(地理的)인 특징(特徵)으로 인한 자원배분현황(資源配分現況)의 차이

는 일제시대(日帝時代) 때부터 중공업(重工業)의 80%는 북한(北韓)에 편재케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공업발전(重工業發展)에 기반이 되고 있는 철광석(鐵鑛石)이나 석탄(石炭)� 비교적(比較

반(反)해 북한(北韓)은 총경지 2백 7�1만ha 중(中) 논은 69�7만ha� 밭이 1백37�4만ha로 전작

的) 풍부한 수자원(水資源) 등 1940년도(年度)의 남북한(南北韓) 공업구조(工業構造)를 볼 것

서는 한국(韓國)은 74년(年) 현재(現在) 경운기가 약 6만3천대� 북한(北韓)은 「트랙터」 (15마

산(電力生産)의 94%가 북한(北韓)에서 공급(供給)되었던 것이다�

중심(田作中心)의 농업기반(農業基盤)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영농기계화(營農機械化)에 있어

력(馬力) 기준(基準))가 6만대로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에 비해 경장비위주(輕装備爲主)의

기계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화학비료(化學肥料) 시비량은 성분� 함량으로 ha당 3백79kg대 2백kg으로 한국(韓國)

이 북한(北韓)의 2백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74년도의 곡물생산량(穀物生産量)은 정
곡기준(精穀基準)으로 환산(換算)하여 한국(韓國)의 6백76만톤에 비(比)해 북한(北韓)은 3백

42만톤으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농업(農業)생산기반(生産基盤)과 곡물생산(穀物生産)의 남북한비교(南北韓比較)
구 분 (區 分)

농개당 경지 면적(農個當 耕地 面積)(ha)
화학비료시비량(化學肥料施肥量)

(ha당(當) 성분함량(成分含量) kg)

곡물 총생산량(穀物 總生産量) (만(萬)t)

서류(薯類) (만(萬)t)

한국(韓國)
0� 92

북한(北韓)
1�6

379�7

200

676�1

342�4

54�3

80�0

오늘날 소련(蘇聯)이라든가 중공(中共) 등 공산주의(共産主義) 경제체제하(經濟體制下)에서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침체는 공통적(共通的)인 현상으로 지난 72년도의 세계적인 곡물(穀物)

파동은 바로 소련과 중공(中共)에서의 식량부족에서부터 야기된 사실과 동구제국(東歐諸國)의

농업집단화(農業集團化) 추진과정이 역행하여 개인 경작지 면적이 점차 확대(擴大)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北韓) 역시 60년대(年代)부터 계속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투자실적에 비해 생산성(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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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면 기초 「에너지」인 석탄(石炭)� 전력(電力) 등(等)이 북한(北韓)에 편재함으로써 전력생
또한 화학공업(化學工業)을 비롯한 중공업(重工業) 부문(部門)의 79%가 북한(北韓)에 편재

하여 한국(韓國)은 전체생산(全體生産)의 63%를 잃었고 이같은 현상은 남(南)･북한(北韓) 산

업구조(産業構造)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토(國土)의 분단과 더불어 남북한(南北韓)은 각기 상이한 체제하(體制下)에서 공업

화(工業化)를 추구하여 왔는데 북괴(北傀)는 소위 그들 특유(特有)의 「사회주의(社會主義) 공

업화(工業化)」를 실현(實現)하는데 기본(基本) 목표(目標)를 두고서 모든 생산수단(生産手段)
을 국유화(國有化)함은 물론� 정책(政策)의 기본노선(基本路線)을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重

工業) 우선책에 집중(集中)하여 왔다�

이와같이 북괴(北傀)는 지하자원(地下資源)과 동력자원(動力資源)을 바탕으로 하여 초기에

는 광업부문(鑛業部門)과 금속공업부문(金屬工業部門)의 발전(發展)이 유리하여 「60년대(年

代)」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부(一部) 중공업분야에 있어서는 한국(韓國)을 능가하였으나

「70년대(年代)」에 와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져 전 공업분야에서 한국(韓國)은 현재(現在) 북
한(北韓)을 능가하게 되었다�

금속(金屬) 및 화학공업(化學工業)부문(部門)의 비교(比較)
구 분 (區 分)

강철(鋼鐵)（만(萬) t )
동(銅)（만(萬) t )�

원유처리능력(原油處理能力) (만(萬) BPSD)
화학비료(化學肥料) (만(萬) t )

주요합성수지(主要合成樹脂)（만(萬) t )

한국(韓國)(74년(年)
324
2�2

43�5

163�7

17�5

북한(北韓)(73년(年)
250

2�8
1�8

1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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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은 74년도(年度)에 3백24만톤의 강철을 생산함으로써 73년도 북한(北韓)의 2

백50만톤 을 능가하였고 화학비료 생산은 한국(韓國)이 1백63만톤(74년)� 북한은 1백56만톤

(73년도)으로 성분 함량으로는 88만톤 대 41�6만톤 정도이며 농약은 한국(韓國)이 3�5만톤� 북
한(北韓)은 1�5만톤을 각각 생산(生産)하였다�

조선공업(造船工業)은 한국(韓國)이 74년도(年度)에 26만톤급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였는

데 비해 북한(北韓)은 1�4만톤급 화물선을 건조한데 불과하다� 자동차의 생산능력(生産能力)은
한국(韓國)이 6만대� 북한(北韓)은 1만대에 지나지 않는다�

(Take�oﬀ Stage) 이전에는 많은 비중이 이같은 간접자본부문에 투자되어 야 한다고 하였는데

예(例)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도약(跳躍)기간중(期間中) (1900～1915) 사회 간접자본의 형
성은 총고정자본(總固定資本) 형성(形成)의 73%에 달하고 있다�

한국(韓國)에 있어서도 지난 「60년대(年代)」에 1차(次) 5개년계획시(個年計劃時)부터 이같

은 간접자본(間接資本) 부문(部門)에 주력한 결과(結果) 동기간중(同期間中) 총고정자본(總固

定資本)의 33%에 달하였고 2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약 40�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GNP에 대한 간접자본부문의 투자율이 8�3%이며 간접자본부문의 총 투자액은 74년

특(特)히 경공업부문(輕工業部門)의 남북간(南北間) 격차는 더 현저한데 한국(韓國)은 74년

도(年度)에 한국(韓國)이 17억3�000만불인데 반하여 북한(北韓)은 2억5�000만불에 불과하므

톤� 판유리 생산은 1백95만C�S에 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73년도에 직물 4�5억m²� 시멘트 5

이같은 현상(現象)은 특히 지난 196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 전체(全體)경제(經濟)의 양

도에 직물 8�2억m²� TV 수상기 연간 1백 16만대를 생산하였고 시멘트의 생산능력은 1천26만
백50만톤� 관유리 50만C�S를 생산하였고 TV 수상기 생산규모는 소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로 남북간(南北間)의 비율은 100 대(對) 34로 나타나 있다

적(量的)인 팽창과 함께 한국은 특(特)히 도로(道路)� 항만� 수송부문의 급격한 증대현상을 보

북한(北韓)의 공업(工業)은 6개년계획(個年計劃)의 수행과정에서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주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北韓)은 현재(現在) 전력(電力)과 기초 「에너지」원의 부족현상이

의 부진으로 인한 기술수준의 낙후와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집약적인 증산 시도에 따른 수확체

간접자본부문(間接資本部門)의 시설현황(施設現況)은 1974년도(年度) 현재(現在) 발전시

노출되고 있다� 첫째는 자본부족에 의한 시설의 대체가 여의치 않고� 둘째 국제협력(國際協力)

감법칙(收穫遞減法則)이 작용(作用)� 노동(勞動) 생산성(生産性)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문제점(諸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 북괴는 현재(現在) 대서방자본(對西方

資本) 및 기술(技術)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외채상환능력의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대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설용량(發電施設容量)이 한국(韓國)이 452만(萬)KW이며 북한(北韓)은 약(約) 370만KW에

달(達)하고 있다� 전신(電信)� 전화(電話)는 「74년도(年度)에 한국(韓國)은 96만회선(萬回線)
을 능가하였으나 북한(北韓)은 22만회선(萬回線)이며 철도(鐵道)의 선연장(線延長)이 한국(韓

현황을 볼 수 있다�

國)의 5�600km에 반(反)하여 북한(北韓)은 약(約) 4�384km 고속도로는 73년도(年度)의 남해

4. 사회간접자본부문(社會間接資本部門)

와 같은 고속도로가 없고 남북대화(南北對話)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평양과 판문점간의 도

고속도로(南海高速道路)의 완성으로 1�000km를 돌파하였으나 북한(北韓)은 현재(現在) 우리

사회간접자본부문(社會間接資本部門)은 원래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주의제국(自由主義諸國)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며 「로스토우」 (W�W Rostow) 교수에 의하면 도약단계(跳躍段階)

간접자본시설의 현황비교 (1974)

구 분 (區 分)

발전시설용량(發電施設容量)(만(萬)KW)

전신전화(電信電話) (만회선(萬回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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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북한(北韓)

96

22

452

철도연장(鐡道延長) (km)

5�644

고속도로(高速道路) (km)

1�013

하역능력(荷役能力)(만둔(萬屯)）

2�806

370

4�380

평양(平壤)�판문점(板門店)
도로(道路) 포장

1�000

로(道路)포장에 머무르고 있다�

연간(年間) 하역능력(荷役能力)에 있어서는 한국은 수출입규모의 급증(急增)으로 인하여 74

년도(年度)에 2�800만(萬)톤을 능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현재(現在) 1�000만톤 미만에 부진하

며 근본적으로 무역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근년(近年)에 와서 시설능력(施設能力)의 확충(擴充)
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5.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수출입(輸出入) 무역규모(貿易規模)
북한(北韓)의 대외무역(對外貿易)은 국가관리에 의한 「계획무역(計劃貿易)」으로서 실시되

고 있으며 북괴(北傀)의 헌법(憲法)은 이같은 대외무역(對外貿易)의 국가관리(國家管理)를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어디까지나 국내(國內) 경제(經濟)에 종속된 형태로서 그들 사회주의(社

會主義) 경제건설(經濟建設)에 필요한 물자를 일정한 수입(輸入) 계획(計劃)에 따라 수입하고

이같은 수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계획(輸出計劃)을 세움으로써 무역(貿易)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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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가 공산(共産)진영으로서 소련과 중공(中共)이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비공산진영

수출입무역규모(輸出入貿易規模)의 남(南)�북한(北韓) 비교(比較)
구 분 (區 分)

무역총액(貿易總額)（억불(億弗)）

한국(韓國)(74년(年)

수출(輸出)（억불(億弗)）

110

47

수입(輸入) (FOB억불(億弗)）

64

제조업(製造業) 제품(製品)(% )

90

원료(原料) 및 1차산품(次産品) (%)

북한(北韓)(73년(年)

10

11�3
5�2

6�1

64�6
35�4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유주의제국(自由主義諸國)에서와 같이 「지역간비교우위(地域間比較

優位)의 생산비차이(生産費差異)」(Theory of Comparatin Advantage)라든가 지리적인 원

이 2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中) 21%가 자유권무역(自由圈貿易)이고 7�6%가 중립진영
과의 무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자유진영과의 교역이 증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조 무역이 지난

72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1972년(年)도의 대일 수출이 3�800만불(萬
弗)� 수입(輸入)이 약(約) 9�300만불(萬弗)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3%나 급증한 사실이 주
목된다�

3. 전망(展望)과 문제점(問題點)
분단(分斷) 30년간(年間) 이질화(異質化)된 체제하(體制下)에서의 남북간(南北間)의 주요부

문별 경제현황을 총량규모(總量規模)인 GNP와 1차 산업분야인 농업부문， 2차산업 부문인 공

근관계(遠近關係)에서 형성(形成)되는 「코스트」의 차이로서 이루어지는 국제분업(國際分業)

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현황� 국제수지 및 수출입무역규모(輸出入貿易規模) 등을 차례로 검토

74년도(年度) 한국(韓國)의 수출입무역 총액은 약 110억불(弗)로서 그 중(中) 수출이 약(約)

(北傀)는 오늘날 군수산업(軍需産業)을 위주(爲主)로 한 중공업(重工業)우선책으로 급속한 경

模)는 11억불(弗)로서 수출이 5억불(弗)� 수입은 6억불(弗)로서 무역규모면에서 한국(韓國)은

불균형이라든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지나친 통제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 심각한 구조적

의 형태와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것이다�

47억불(弗)� 수입은 64억불(弗)이었으며 북한(北韓)은 73년도(年度)에 총무역규모(總貿易規
북한(北韓)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 북한(北韓)의 무역은 무역규모면(貿易規模面)에 비(比)해 적자(赤字)의 폭

하였는데 끝으로 북한경제(北韓經濟)가 당면(當面)한 문제점(問題點)과 그 전망을 볼 때 북괴

제발전을 위하여 채택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생산관리체제(生産管理體制)는 생산구조의
모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라는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계속적인 기술혁명을 제창하

고 노동력의 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사회주의(各種社會主義) 경쟁운동을 전개하고

이 크고 이같은 적자(赤字)의 폭(幅)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현

있는 것이다�

않을 수 없었던 데에 기인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북한(北韓)의 수출상품구조가 금속(金屬)

(經濟) 계획(計劃)에 신축성(伸縮性)을 도입(導入)하여 「물량기준(物量基準)」 (Norma)보

(國際)가격 하락에 따른 국제경쟁력(國際競争力)이 미약하고 무역의 잠재력 이미 약한데 그

(Micro) 측면(側面)보다 거시적(巨視的) (Macro) 측면(侧面)에 치중(置重)하는 경향(傾向)을

상은 그들이 6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해 대서방(對西方) 설비(設備) 도입(導入)을 증대시키지

제품(製品)을 비롯한 1차 산품(産品)이며 석유파동 이후 1차 금속(金屬)제품(製品)의 국제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편 수출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한국(韓國)은 원료(原料) 및 1차 산품(産品)이 10%� 제조업

(製造業) 제품(製品)이 90%로 되어 있으나 북한(北韓)은 원료 및 1차(次)産品이 64�6%� 제조

업제품이 35�4%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현상을 분석 평가하여 볼 때 한국(韓國)은 무역(貿易)의 전체 규모가 북한(北韓)에 비

하여 약 10배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수지(國際收支)의 적자(赤字)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으며 반면의 수출의 구조적 특징이 한국(韓國)의 제품수출(製品輸出) 및 원료수입형

(原料輸入型)으로서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보여 주고 있으나 북한(北韓)은 원료를 수출하고 제
품을 수입함으로써 산업기술(産業技術)이 낙후(落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북한(北韓)의 지역별(地域別) 무역동향을 볼 것 같으면 이제껏 총수출(總輸出)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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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련이나 동구제국(東歐諸國)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60년대 초(初)부터 그들 경제

다 「가치기준(價値基準)(Value)으로 목표액을 설정(設定)하는 동시(同時)에 미시적(微視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운영(企業運營)의 자율성(自律性)이 확대(擴大)되고 기업(企業)의 이윤제도(利潤制

度)를 도입(導入)함으로써 행정(行政) 명령(命令)이 감소되고 이윤율(利潤率)이 기업성과(企業
成果)의 판단기준(判斷基準)이 되고 생산가격(生産價格)을 가급적(可及的) 생산비(生産費)와

접근시켜서 국가의 「보조금 지불(支拂)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끝으로 동(東)･서무역(西貿易)의 확대로서 종래 공산국가(共産國家)에 있어서는 국가독점

(國家獨占)의 무역(貿易) 형태(形態)로부터 오늘날 독점도(獨占度)가 크게 완화하여 그들의 잠
재무역능력(潜在貿易能力)의 개발을 극대화(極大化)시키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괴(北傀)는 이제껏 해방이후(解放以後) 1950년도(年度)까지 주(主)로 토지개혁

(土地改革)과 생산수단(生産手段)의 국유화(國有化)로 그들 사회주의경제체제(社會主義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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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의 확립기(確立期)를 삼았고 50년대(年代) 중반기(中半期)부터 60년도(年度)까지 전후

복구(戰後復舊)와 북한(北韓)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주요한 전환점을 이룬 1961년(年)부터

1970년(年)까지의 7개년 경제계획기간(經濟計劃期間)에는 중공업우선책(重工業優先策)과 병
행하여 초기에는 경공업(輕工業) 분야(分野)에도 어느 정도(程度) 관심(關心)을 집중(集中)시켰

으나 60년대(年代) 중반기(中半期)부터 야기 된 중(中)･소 분쟁(紛爭)과 냉전체제(冷戰體制)의
붕괴는 독자적인 방위(防衛) 체제(體制)를 강요하여 국방비(國防費)의 대폭적(大幅的)인 증대
로 말미암아 본래의 목표(目標)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작이다�

따라서 이같은 중공업우선책(重工業優先策)과 급속(急速)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위(爲)해

채택된 고도의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생산관리체제(生産管理體制)는 효과성(効果性) 위주

(爲主)의 생산활동과 산업 구조의 불균형 등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
체경제성장(全體經濟成長)에 둔화현상(鈍化現象)으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괴(北傀)

가 당면한 문제점은 이같은 관료주의적(官僚主義的) 생산관리체계(生産管理體系)의 모순점이

역기능을 투영함으로써 인간관계적(人間關係的) 접근법(接近法)에 의한 개선(改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강제성과 규범성보다 점차 물질적 유곤제공(誘困提供)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경
향을 볼 수 있으며

둘째로 북괴(北傀)가 추구하여 온 폐쇄체제(閉鎖體制)(Autarky)는 이제껏 저수준에서의

축소균형하에서 새로운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지연시켜 왔기 때문에 70년대에 들어와서 중

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업노동과 농업노동과의 격차를 좁히고 여성들을 가정으

로부터 해방시킨다는 「3대(大) 기술혁명(技術革命)」을 목표로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
국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 (Labor�

Intensive)인 산업 구조로부터 점차 「자본집약적(資本集約的)」(Capital�Intensive)인 산업

＄(달러)는 왜 S에 두 작대기를 긋나�
우리나라 화폐단위인〈원〉은 ￦(WON의 W)이기 때문에 미국 화폐

단위인 「달러」도 D에 두 작대기를 그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S에 두 작대기를 그어 $라고 쓰면 이

것이 「달러」를 나타내는 기호인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달러」는 S에 두 작대기를 긋는 것일까� 원래 미국

의 「달러」화폐는 스페인의 「타렐」화폐였기 때문이다�

이 은화는 16세기에 로마제국의 보헤미아에서 발행된 것인데 그 뒤

에 유럽으로 퍼져 스페인에서 「돌레」라고 불러서 유통되었다�

그 뒤 미국에 있었던 스페인의 식민지에도 퍼져 「돌레라(Dollera)」

가 「달러즈(Dollas)」로 불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S는 스페인의 머리 문자인 S를 뜻하는 것이다�

구조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北傀)는 「6개년 계획」이 입안되면서부터 이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서방제국(西方諸國)과의 무역의 확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북괴(北傀)의 새로

운 국제질서에의 적응현상은 점차 개방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신축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대폭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아직
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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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의
허실(虛實)

19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신격화(神格化)하여 북한(北韓) 지역(地域)

을 「김일성종교(金日成宗教)의 왕국(王國)」으로 만들어 김일성(金日成) 노작(勞作)을 성서화

(聖書化)하고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에 대한 연고지(緣故地)를 성역화(聖域化)하여 주민(住
民)들로 하여금 순례(巡禮)케 하고 김일성(金日成)에� 충성(忠誠)을 다짐하는 것을 매일 의식화

(儀式化)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金日成)의 후계자(後繼者)로서 친아들 김정일(金正
一)까지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은 철저(徹底)한 우민화(愚民化)
정책(政策)으로 자신(自身)과 가계(家系)를 우상
화(偶像化)하고 북한(北韓)주민(住民)을 「살아있
는 기계(機械)」로 혹사(酷使)하고 있지만 그 종
말(終末)도 멀지는 않았다.

1. 김일성우상화(金日成偶像化)를 위한 우민정책실시(愚民政策實施)
북괴(北傀)가 김일성(金日成)의 우상화(偶像化)를 실현(實現)하기 위해서는 주변(周邊)의 정

치적(政治的) 인물(人物)에 대한 숙청도 무자비 했지만� 아울러 주민(住民)들에 대한 기만정책

(欺瞞政策)도 치밀하게 강행(强行)해왔다�

불행(不幸)히도 북한사회(北韓社會)는 역사적(歷史的)으로 「자유(自由)」를 경험(經驗)한

<북한문제전문가(北韓問題專門家)>
채 희 준(蔡熙駿)
북괴(北傀)의 김일성(金日成)이 소련군(軍)을 등에 업고 북한지역(北韓地域)을 찾아들어 정

바가 없고 복수(複數)의 사상(思想)에 익숙하지 못했다� 고대(古代) 삼국시대(三國時代)에서부

터 조선왕조(朝鮮王朝)에 이르기까지 「왕(王)」에 대한 충성심(忠誠心)만을 강요(强要)당하는
봉건사회(封建社會)였고 바로 일제(日帝) 식민지(植民地) 통치(統治)와 여기서 벗어나려는 민족

독립투쟁(民族獨立鬪爭)， 그리고 바로 해방(解放)과 더불어 공산주의(共産主義) 사상(思想)
으로 접어들며 여기서 또한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충성(忠誠)� 김일성사상(金日成思想)에 대한

권(政權)을 장악한지도 이제 30여년(餘年)이 지났다�

신봉(信奉)만을 강요(强要) 당해 왔다�

위하여 그의 권력(權力)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人物)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포악한 숙청

義) 제도(制度)나 이에 수반되는 자유(自由)의 물결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그간(間) 김일성(金日成)은 북한(北韓) 지역(地域)에서의 미약한 지위(地位)를 확고히 하기

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1945년(年)부터 1950년(年) 6･25 남침기(南侵期)까지는 소련군(軍)의 비호하에 자신의 자

리를 굳히기 위하여 북한(北韓) 지역(地域)에서 신망(信望)을 받던 조만식(曺晩植) 선생(先生)

따라서 북한(北韓) 주민(住民)들에게는 한국(韓國)에서와 같이 서구(西歐) 민주주의(民主主

서구(西歐)의 복합적인 사상(思想)이나 사조(思潮)에 물들어 보지 못해 복수(複數)의 사상(思
想)에 익숙치 않아 자신(自身)에게 강요된 사상(思想) 이외(以外)에 또다른 사상(思想)이 대두

되면 체질적(體質的)으로 저항감을 느끼며 「순응(順應) 속에서의 안정(安定)」을 그대로 지속

과 같은 민족(民族)･민주진영(民主陣營)의 인사(人士)들을 숙청하였고� 동시에 북한(北韓) 지역

해 왔던 것이다�

은 국내파(國內派) 중 북로당(北勞黨) 계열(系列)을 제거(除去)하는데 주력해 왔다�

民化政策)을 실시해 왔다�

남로당(南勞黨) 계열(系列)과 무정(武亭)과 같은 연안파(延安派)를 숙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文化的) 침투(浸透)� 그리고 복고주의(復古主義) 경향(傾向)의 반대(反對)」를 당정책(黨政策)

體制)를 구축하였다�

강력(强力)하게 실시하고 있다�

(地域)에서 토착적(土着的)인 공산주의(共産主義) 활동(活動)을 벌여왔고 현준혁(玄俊赫)과 같

6･25 남침(南侵)과 1950년대(年代) 말(末)까지는 국내파(國內派) 중에서 박헌영(朴憲永) 등

소련파(派)인 허(許)가이 등(等)을 숙청하면서 명실공히 김일성(金日成) 일인독재체제(一人獨裁
196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김일성(金日成)의 일인독재체제(一人獨裁體制)를 더욱 확고

히 하며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 작업(作業)을 적극 강화(强化)하고 여기에 대해 회의

(懷疑)를 갖는 주변(周邊) 인물(人物)들을 숙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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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북괴(北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北韓) 주민(住民)에 대한 철저한 우민화정책(愚
북괴(北傀)는 소위(所謂) 「자본주의(資本主義) 문화(文化)와 수정주의(修正主義)의 문화적

에서 가장 앞세우고 있고� 이를 위한 사상교양(思想教養)과 선전(宣傳)･선동활동(煽動活動)올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수정주의(修正主義)의 문화적(文化的) 침투(浸透)를 극력 반대한다는

것은 서구(西歐)의 사상(思想)이나 문화(文化)는 물론(勿論) 같은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國
家)인 소련이나 동구(東歐)지역(地域)의 문화(文化)까지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복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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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復古主義) 경향(傾向)의 대두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전래문화(傳來文化)까지도 말살하겠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北韓) 지역(地域)의 주민(住民)들은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 김일성(金

日成)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계(機械)」가 되라는 것이다�

2. 우상화(偶像化)를 합리화(合理化)하기 위한 역사(歷史)의 날조
김일성(金日成)을 우상화(偶像化)하기 위해서는 북한(北韓) 주민(住民)들에게 김일성(金日

成)의 위대성(偉大性)을 날조하고 김일성(金日成)의 이념(理念)이 민족(民族)의 전통성(傳統性)
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선전(宣傳)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20여세(餘歳)의 김일성(金日成)을 혁명가(革命家)로 묘사해왔고 그의

보잘것 없는 항일운동(抗日運動)을 어마어마하게 극대화(極大化)하며 우리의 역사(歷史)를 날
조해내게 되 었다�

북괴(北傀)는 조선왕조(朝鮮王朝)에서 일제(日帝) 식민지(植民地) 통치(統治)� 이에 대한 항

일(抗曰) 투쟁(鬪爭)� 민족독립(民族獨立)의 쟁취(爭取)� 복지국가(福祉國家)의 건설(建設)이라
는 역사적(歷史的)흐름의 전통성(傳統性)을 차지해려 했다�

또한 김일성(金日成)의 일인독재체제(一人獨裁體制)를 합리화(合理化)시키고 주민(住民)들

에게 정당성(正當性)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항일투쟁(抗日鬪爭)=김일성(金日成) 활동(活
動)」「복지국가(福祉國家) 건설(建設)=김일성(金日成) 역할(役割)」이라는 공식(公式)을 만들

어냄으로써 「김일성(金日成)의 1인독재(人獨裁) 체제(體制)=정당(正當)한 것� 자연(自然)스럽
고 필연적(必然的)인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즉 김일성(金日成)을 우상화(偶像化)하고 김일성

(金日成)은 천재(天才)라는 논리(論理)를 전개(展開)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김일성(金日成)의 우상화(偶像化)는 바로 「항일운동(抗日運動)」과 결부되어

있으며 김일성(金日成)의 모든 이론(理論)은 소위(所謂) 「항일유격대식(抗日遊擊隊式)」，「항

일(抗日) 혁명전통(革命傳統)」등등과 필연적(必然的)으로 연관지어져야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일성(金曰成)의 가계(家系)를 모두 항일투쟁가(抗日鬪爭家)로

꾸려 놓아야 했고 김일성(金曰成)과 그 가족(家族)들의 행적(行蹟)을 날조해내며 이를 합리화

(合理化)하기 위해 각지(各地)에 소위(所謂)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와 혁명전적지(革命戰績

地)들을 세우고 여기에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들에 대한 동상(銅像)과 기념비(記念碑)� 기념

탑(記念塔)� 혁명박물관(革命博物舘)들을 건립(建立)하고 주민(住民)들에게 순례(巡禮)，강요

(强要)하게 되었다�

이는 곧 김일성(金日成)의 항일업적(抗日業績)을 날조해 내기 위해 거짓말의 거짓말이 계속되

어 야 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必然的)인 결과(結果)이다�

또한 거짓을 진실(眞實)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주민(住民)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부단

(不斷)한 사회정치교육(社會政治教育)을 강화(强化)시켜야 했다� 학교(學校)에서나 가정(家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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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나 사회(社會)에서나 어디를 가나 동일(同一)한 교육(教育)을 강행(强行)하여 소위 양(量)
의 변화(變化)를 질(質)의 변화(變化)로 전화(轉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3. 김일성(金日成) 우상화현황(偶像化現況)
가� 김일성(金日成)에 대(對)한 수식어(修飾語)

1950년대(年代) 말까지만 해도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복잡한 존칭(尊稱)은 직접적으로 사용

(使用)되지 않았고 김일성(金日成)의 우상화(偶像化)보다는 당(黨)의 권위(權威)와 업적(業績)
에 치중(置重)한 선전활동(宣傅活動)을 전개(展開)해 왔다�

그러나 1962년(年)부터 김일성(金日成)은 「경애(敬愛)하는 수령(首領)」이란 존칭(尊稱)이

앞에 붙으며 당(黨)의 권위(權威)와 업적찬양(業績讚揚)과 함께 병행되기 시작했다�

1965년(年)부터 김일성(金日成)에게는 「경애(敬愛)하는 수령(首領)」외에 「조선로동당(朝

鮮勞動黨)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위원장(委員長)」이란 직함을 내세워 당(黨)의 최고(最高)

실력자(實力者)임을 강조했으며 1966년(年)에 이르러서는 「로동당중앙위(勞動黨中央委) 위

원장(委員長)」「내각수상(內閣首相)」「세련(洗練)된 지도자(指導者)」등(等) 복합적인 존칭

(尊稱)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일성(金日成)의 우상화(偶像化)가 본격화되고 김일성(金日成)의 이름 앞에 내세우

는 존칭(尊稱)이 장황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年) 이후(以後)부터였다�

이때부터 김일성(金日成) 앞에 붙는 수식어(修飾語)는 날로 길어져 1970년대(年代)에 이르러

서는 무려 100여자(餘字)가 넘는 장황한 사설을 늘어 놓게 되었다�

1967년만 해도 「공화국(共和國)의 창시자(創始者)이며 조선혁명(朝鮮革命)의 탁월(卓越)

하신 4천만(千萬) 조선인민(朝鮮人民)의 경애(敬愛)하는 수령(首領)이시며」「세계(世界) 역

사(歷史)에 드문 탁월한 지도자(指導者)의 한 분」「탁월한 영도자(領導者)이시며 국제적(國

際的)으로 권위(權威)가 높으신」「당(黨)의 영도자(領導者)이며 조직자(組織者)이신 김일성

(金日成) 운운(云云)하던 것이 1968년(年)에 들어와서는 그 표현(表現)이 더욱 미화(美化)되
고 우상화(偶像化)되어 그 수식어(修飾語)도 변화(變化)되었다� 즉 김일성(金日成)의 존칭(尊

稱) 앞에는 「모든 승리(勝利)와 행복(幸福)의 조직자(組織者)이시며 위대한 어버이신 김일성

(金日成) 원수(元首)」「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해 마지 않는 4천만(千萬) 조선인민(朝鮮人民)
의 위대(偉大)한 수령(首領)」「위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主義者)이신 김일성(金日成) 수

령(首領)」「민족(民族)의 태양(太陽)」「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民族)의 영웅(英雄)이
시며� 백전백승(百戰百勝)의 강철(鋼鐵)의 영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國際共産主義) 운동(運
動)과 탁월한 영도자의 한 분이신 4천만(千萬) 조선인민(朝鮮人民)의 위대한 수령(首領)」등
으로 불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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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이후 19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4천만(千萬) 조선인민(朝鮮人民)」이 「전조선(全朝鮮)

인민(人民)」으로 「～의 한 분이신」이 「～하신」으로 바뀌어 불리움으로써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존칭(尊稱)은 더욱 그 범위를 넓혀 범세계적(汎世界的)인 것으로 확대시켰다�

나�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에 대한 학습체제강화(學習體制强化)

1966년(年) 북괴(北傀)는 「김일성유일사상(金日成唯一思想)」을 제기하고 전인민적(全人民

的)인 학습체제(學習體制)를 강요(强要)함으로써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에 대한 직접
적인 교육(教育)이 강화(强化)되기 시작했다�

1968년(年)에는 「김일성(金日成) 혁명사상(革命思想)과 유일(唯一) 사상(思想)」을 전체(全

體) 주민(住民)에게 교양(教養)하는 체제(體制)를 더 한층 강화(强化)했으며� 김일성(金日成)을

중심(中心)으로 한 일치단결(一致團結)과 절대적(絕對的)인 충성(忠誠)을 강조(强調)하고 맹서
문(盟誓文)을 채택케 하는 각종(各種) 대중적(大衆的)인 운동(運動)을 벌여왔다�

또한 김일성(金日成)이 태어났다는 「만경대」 과 소위(所謂) 각처(各處)에 널려 있는 김일성

(金日成)의 혁명전적지(革命戰績地)들을 순례(巡禮)시키며� 김일성(金日成) 혁명(革命) 가족(家
族) 학습운동(學習運動)을 전개(展開)하고� 각급(各級) 학교(學校)에서는 「김일성사상연구(金

日成思想硏究)」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였고� 각처(各處)에 「김일성혁명(金日成革命) 역사연
구실(歷史硏究室)」을 설치하였다�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金日成革命歴史硏究室)」의 운영(運營)은 날로 강화(强化)되어

1969년(年)에는 각급(各級) 학교기관(學校機關) 별(別)로 설치(設置)하였고 1974년(年)에 들

어와서는 이를 「김일성사상연구실(金日成思想硏究室)」로 확대개편(擴大改編)하고 그 운영

(運營)도 강화(强化)했다�

현재(現在) 「김일성사상연구실(金日成思想硏究室)」은 각급학교(各級學校)는 물론(勿論)

각지(各地)의 당(黨)� 국가기관(國家機關)� 공장(工場)� 기업소(企業所)，협동농장(協同農場)，
과학(科學)，교육(教育)， 문화(文化)， 보건기관(保健機關)은 물론(勿論)� 각(各) 군기관(軍機

關)에 의무적(義務的)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김일성(金日成)의 반신(半身) 석고상 또

는 사진을 중앙(中央) 정면(正面)에 놓아두고， 김일성(金日成)의 날조된 각종 혁명역사(革命歴

史)에 대한 도록(圖錄)이나 자료� 김일성(金日成) 로작(勞作)� 기타(其他) 자료(資料)들을 모아
놓고 있다�

「김일성사상연구실(金日成思想硏究室)」은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를 위한 북한(北

韓) 주민(住民)의 교육장소(教育場所)로 활용(活用)되는 곳이며� 북한(北韓) 주민(住民)은 누구

나 다 매일(每日) 2시간(時間) 이상씩 소위(所謂) 김일성(金日成)의 혁명사상(革命思想)과 혁명

역사(革命歴史)를 전면적(全面的)으로� 체계적(體系的)으로 학습(學習)하는 것을 생활화(生活
化)， 습관화(習慣化)할 것을 강요(强要)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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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김일성(金日成) 혁명약력(革命略歴) 100번 쓰기 운동(運動)」을 비롯하여

「김일성로작(金日成勞作) 백(百)번 읽고 열번 쓰기 운동(運動)」「김일성로작(金日成勞作) 만

(萬)페이지 읽기 운동(運動)」등(等)이 있는가 하면 학습방법(學習方法)에 있어서도 「항일유격

대식(抗日遊擊隊式) 학습방법(學習方法)」「문답식(問答式) 학습방법(學習方法)」이니 심지어
최근(最近)에는 열차(列車) 내(內)에서 여행하는 자(者)까지 붙들고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학
습(學習)을 강요(强要)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北傀)의 김일성(金日成) 우상화(偶像化)에 대한 교육(教育)의 궁극적인 목적(目的)은

1974년(年)에 발표(發表)된 소위(所謂) 「유일사상체계확립(唯一思想體系確立) 10대원칙(大
原則)」을 충실히 집행하는데 두고 있다�

소위(所謂) 10대원칙(大原則)의 내용(內容)은 ① 김일성(金日成)의 혁명사상(革命思想)으

로 온 사회(社會)를 일색화(一色化)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闘爭)할 것� ② 김일성(金日成)
을 충성(忠誠)으로 높이 우러러 모실 것� ③ 김일성(金日成)의 권위(權威)를 절대화(絕對化)
할 것� ④ 김일성(金日成)의 혁명사상(革命思想)을 신념(信念)으로 삼고 교시(教示)를 신조화

(信條化)할 것� ⑤ 김일성(金日成) 교시(教示) 집행(執行)에서 무조건성(無條件性)의 원칙(原

則)을 철저히 지킬 것� ⑥ 김일성(金日成)을 중심(中心)으로 전당(全黨)의 사상의지적(思想意

志的) 통일(統一)과 혁명적(革命的) 단결(團結)을 강화(强化)할 것� ⑦ 김일성(金曰成)을 따

라 배워 공산주의적(共産主義的) 풍모와 혁명적(革命的) 사업방법(事業方法)， 인민적(人民

的) 사업(事業) 작풍(作風)을 소유(所有)케 할 것， ⑧ 김일성(金日成)이 안겨준 정치적(政治
的) 생명(生命)을 귀중히 간직하며 그의 정치적(政治的) 신임(信任)과 배려에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보답(報答)할 것� ⑨ 김일성(金日成)의 유일적(唯一的) 영도하(領導下)에 전당(全

黨) 전국(全國) 전군(全軍)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組직規律)을 수립할 것� ⑩

김일성(金日成)의 혁명사업(革命事業)을 대(代)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完成)할 것 등

(等)이다�

이는 북한(北韓)의 전주민(全住民)을 김일성(金日成) 개인(個人)의 의사(意思)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꼭두각시로 만들라는 것� 김일성(金日成)의 광신도(狂信徒)로 만들라는 것이다�

4. 김일성(金曰成) 가족(家族)에 대한 우상화(偶像化)
김일성(金日成)을 「위대한 영도자(領導者)」로 꾸미기 위해서는 김일성(金日成) 일인(一人)

의 행적(行績)만 가지고는 부족했던지 김일성(金日成)의 가계(家系)를 우상화(偶像化)시켜 소
위 「천부(天賦)의 혁명가족(革命家族)으로 날조했다�

김일성(金日成)의 가계(家系)를 혁명가족(革命家族)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김일성(金日成)의

부모형제(父母兄弟)들을 당시(當時) 한반도(韓半島)의 상황으로 보아 「항일투쟁(抗日闘爭)」
과 연결시켜 주어야 했다�

65

김일성 우상화의 허실

특집(特輯) 북괴(北傀)를 해부(解剖)한다
김일성(金日成)의 조상(祖上)들에 대한 우상화(偶像化)는 1967년(年)부터 본격화(本格化)되

김일성(金曰成)을 위한 「만경대(萬景臺)」나 「보천보(普天堡)」「왕재산」 등(等) 혁명사적

기 시작(始作)하여 최근(最近) 들어 더욱 강화(强化)되고 있다�

지(革命史蹟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강반석의 연고지(緣故地)인 「칠골 혁명(革命) 사적지(史

의 증조부(曾祖父) 김응우는 1866년(年) 미국상선(美國商船)「샤만」호를 대동강에서 불지를

命史蹟地)」� 김형직과 강반석의 혁명생활이 그려져 있다는 「중강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

김일성(金日成)가계(家系)에 대한 우상화(偶像化)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金日成)

때에 「선두(先頭)에서 지휘했다」는 것이다�

당시(當時) 시대적(時代的)으로 보아 「항일투쟁(抗日闘爭)」과 결부시킬 수 없자 「샤만」호

(號) 사건(事件)과 결부시켰다�

蹟地)」� 김형직이 혁명활동을 했다는 「봉화리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은률 혁명사적지(革

이보익과 김형직의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다는 「포평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 김형권이 활동

했다는 「홍원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파발리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리원 혁명사적

지(革命史蹟地)」 김정숙(金貞淑)을 위한 「혁명열사릉(革命烈士陵)」� 지금 건설중(建設中)인

김일성(金日成)의 조부(祖父)인 김보현과 조모(祖母)인 이보익은 「민족적(民族的) 절개를 지

「회령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등등(等等) 전국(全國) 곳곳에 무수히 흩어져 있다�

김일성(金日成)의 아버지인 김형직(金亨稷)은 「반일혁명투사(反日革命闘士)이고� 혁명적(革

명박물관등(革命博物舘等)을 건립(建立)한 것은 물론 살던 집� 놀던 바위� 먹던 우물� 만졌다는

(朝鮮) 국민회(國民會)」를 창설하고 일제(日帝)에 항거하다 1917년(年) 일경(日警)에 체포되었

이들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는 김일성(金曰成) 일가(一家)에만 허용(許容)되지 그 이외의

키고 아들 김형직과 손자들의 혁명투쟁을 뒷받침했다」고 찬미(讚美)하고 있다�

命的) 교육자(教育者)이며�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의 탁월한 지도자(指導者)」로서 「조선
으며(이는 3･1운동(運動) 이전(以前)으로서는 가장 큰 사건(事件)으로 주장) 감옥에서 의학공부

를 하고 후에 석방되어 인술(仁術)로서 농민을 구제하고 교편생활(教鞭生活)로 사상(思想)을 교

양(教養)하다가 1926년 만 32세로 일제(日帝)의 심한 고문 때문에 사망(死亡)했다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의 어머니 강반석은 「혁명(革命)만을 위해 자신(自身)의 모든 것을 바친 여성

정치(女性政治) 활동가(活動家)」로 부녀회(婦女會)를 조직하고 야학(夜學)에서 강의(講義)하며

이들 혁명사적지(革命史蹟地)들에는 이들의 동상(銅像)� 기념비(記念碑)� 기념탑(記念塔)� 혁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우상화시켜 철책을 두르고 유리함을 씌우며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人物)에게는 용인(容認)되고 있지 않다�

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주요(主要) 기관(機關)의 명칭까지도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

의 이름으로 개명(改名)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金日成綜合大學)이나 김일성(金日成) 훈장

(勳章) 등(等)을 만든 것은 물론(勿論)� 중앙당학교(中央黨學校)를 「김일성고급당학교(金日
成高級黨學校)」로� 남포혁명학원(南浦革命學院)을 「강반석 혁명학원(革命學院)」으로� 평양

혁명활동(革命活動)을 전개(展開)하다가 1932년(年) 만 40세(歲)로 사망(死亡)했다는 것이다�

(平壤) 제(第)1사범학교(師範學校)룰 김형직 사범학교(師範學校)」로 개칭(改稱)한 것이라든가

의 지도하(指導下)에 혁명활동(革命活動)을 전개(展開)� 비밀혁명소조(秘密革命小組) 성원(成

定)한 것은 이의 한 예(例)이다�

김일성(金日成)의 삼촌(三寸) 김형권은 「반일혁명투사(反日革命鬪士)」로서 김일성(金日成)

員)으로 활동(活動) 하다가 1936년 만 31세로 옥사(獄死)했다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의 동생 김(金)철주는 「공산주의청년동맹(共産主義青年同盟) 조직책임자(組

織責任者)」 등으로 반일운동(反日運動)에 참가했다가 1935년 만 19세로 사망(死亡)했다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의 전처(前妻)이고 김정일(金正一)의 생모(生母)인 김정숙(金貞淑)은 「김일성

(金日成)을 정치사상적(政治思想的)으로� 목숨으로 옹위한 불요불굴(不撓不屈)의 혁명투사(革
命闘士)」로 묘사되었고 이 외에도 김일성(金曰成)의 외조부(外祖父) 강돈욱� 외삼촌 강진석 등

(等)이 나열되어 있다�

5.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에 대한 혁명(革命) 사적지(史蹟地)
북괴(北傀)의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에 대한 찬미(讃美)와 우상화(偶像化)는 말과 글로

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北韓)의 전역(全域)에는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의 연고지

(緣故地)에는 소위 혁명사지지(革命史蹟地)를 건립(建立)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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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金日成)의 생일(生日)을 「민족최대(民族最大)의 경사(慶事)의 날」 등(等)으로 규정(規
특(特)히 최근(最近)에는 김일성(金日成) 가계인물(家系人物)에 대한 추모회(追慕會)나 토

론회(討論會)， 염사설(念社說)� 논설(論說)들을 발표하며� 그들의 업적(業績)을 날조하고 선전

(宣傳)하는데 더욱 열을 높이고 있다�

6. 결어(結語)
북괴(北傀)가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유입(流入)을 봉쇄하고 전통문화(傳統文化)와 계승을

거부하며� 주민(住民)들을 우민화(愚民化)시키고 기만적(欺瞞的)인 술책(術策)과 강압적(强壓

的) 통제방법(統制方法)으로 김일성(金日成)을 우상화(偶像化)하고 그 가계(家系)를 우상화(偶
像化)하고 있지만 이제 그 종말(終末)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북괴(北傀)가 아무리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유입(流入)을 봉쇄하려 해도 선진기술(先進技

術)과 함께 침투(浸透)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북괴(北愧)가 세계(世界)에서 가장 폐쇄

적인 사회(社會)라고 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외국(外國)과의 교류(交流)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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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우상화의 허실

역사(歷史)의

특히 낙후(落後)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위해서는 외국(外國)의 선진기술(先進技術)과 자

본(資本)이 없이는 불가(不可)한 것이고 이를 도입(導入)하자면 외래문물(外來文物)도 유입(流

入)되는 것이다�

외래문화(外來文化)가 들어옴으로써 김일성(金日成)의 독선적인 사상(思想)은 붕괴될 것이

필요(必要)와 창조(創造)

고� 김일성(金日成)과 그 가계(家系)에 대한 우상화(偶像化)는 주민(住民)들에게 설득력을 상실

우리는 김일성(金日成)에 의해서 날조(捏造)된 역사(歷史)

이 이루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歷史)의 날조도 용납(容納)되지 않을 것이다�

(傍觀)할 수는 없다. 한민족(韓民族)의 올바른 역사(歷史)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항일(抗日) 투쟁(鬪爭)은 오로지 김일성(金日成) 일가(一家)에 의해서만

또한 북한(北韓) 주민(住民)들은 김일성(金日成)과 그 가계(家系)에 대한 우상화(偶像化)와

김정일(金正一)의 후계체제(後繼體制)에 대해 큰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각종(各種) 불만(不滿)
과 경제계획(經濟計劃)의 실패(失敗)에 따른 각종 부조리(不條理) 현상(現狀)이 크게 부각됨으

로써 김일성(金日成)의 우상화(偶像化)된 정권(政權)도 오래 지탱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金日成)은 내부적(內部的)인 불만(不滿)을 외부(外部)로 돌리고 주민(住民)들

에 대한 통제(統制)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口實)을 찾기 위해 대남도발(對南挑發)을 강화(强化)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대응책(對應策)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로 인하여 완전(完全)히 이민족화(異民族化)되어 감을 방관
배우고 창조(創造)함으로써 통일(統一)의 그날에 임(臨)해
야 하겠다.
홍 종 도(洪鍾道)
10월유신(月維新) 이후(以後) 우리에게 가장 강(强)하게 인식(認識)

되어 온 것은 한민족(韓民族) 고유(固有)의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을

찾고� 우리에게 알맞는 체제(體制)와 환경을 창조(創造)하여 민족발전

(民族發展)의 새로운 활로(活路)를 찾아야겠다는 신념(信念)에 찬 결의
(決意)였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민족(民族)의 주체성(主體性)이라는 것은 단순(單純)히 한 민족(民族)의 핏줄 속에

흐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자신(自身)들의 과거와 현재

(現在)를 면밀히 기록(記錄)하고� 분절(分折)하고� 판단(判斷)하여 나아갈 바를 밝힐 때� 노력(努

力)하는 민족(民族)에게 줄 수 있는 행복(幸福)과 영광(榮光)이 바로 역사(歷史)인 것이며� 노력

□

박대통령 각하 말씀 중에서 □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은 「참된 자기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참된 자기를 이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부르짖는

인간의 평등도 진정한 자유의 권리도 있을 수 없으며� 결

(努力)하고 있는 민족(民族)을 위하여 존재(存在)하는 것이 바로 국사(國史)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국사(國史)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대하여 왔으며� 또한 국사

(國史)에 대한 인식(認識)마저도 너무나 경솔한 점이 많았었다�

더군다나 일제(日帝) 36년(年) 동안 일본제국주의자(日本帝國主義者)들은 한민족(韓民族)

의 역사(歷史)와 모든 전통(傳統)문화(文化)를 모조리 말살시키기 위하여 국사(國史)를 변조(變

造)시키고� 우리의 전통적(傳統的)인 민속(民俗)과 풍습(風習)을 탄압하였으며� 주체적(主體的)

국은 죽도록 남의 종된 입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전통(傳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言語)와 이름까지도 바꾸려 하지 않았는가�

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연적(自然的)으로 그 민족(民族)은 분열되고� 와해(瓦解)되어 끝내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으

자기의 참된 권리나 평등한 대우를 못가지면서 어떻게 남

―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

그것은 바로 언어(言語)와 고유문화(固有文化)와 전통(傳統)과 국사(國史)를 없애게 되면 자

로 확신(確信)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곡된 역사(歷史)를 그들로부터 배워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참

다운 역사(歴史)이며� 우리는 항상 분열과 혼란과 파쟁과 침략(侵略)의 대상(對象)이 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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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의 필요(必要)와 창조
었기 때문에 강대국(强大國)인 일본(日本)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의 지배(支配)를 받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 것처럼 느끼게 하여 지배(支配)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성(盛)하다�� 역대(歷代)의 조종(祖宗)들이여�

도덕(道德)에는 조광조(趙光祖)･이퇴계(李退溪)며� 경세(經世)에는 정다산(丁茶山)･류반계

현재(現在)의 북한(北韓) 공산주의집단(共産主義集團)의 역사(歷史) 교육(教育)을 보더라

(柳磻溪)� 장략(將略)에는 이충무공(李忠武公)･곽재우(郭再祐)며� 문장(文章)에는 최간역(崔

그들은 모든 역사(歷史)를 김일성(金日成) 개인(個人) 숭배와 그의 가계(家系)의 우상화에

것인가�

도 그렇다�

두고� 모든 역사(歷史)가 김일성(金日成)에 의해서 창조(創造)된 것처럼 역사(歷史)를 날조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역사(歷史)이지마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歷史)와 우리가 알고

簡易)(립(岦))･류어우(柳於于)(몽인(夢寅))니� 그와같은 성운(盛運)을 오늘날 만회할 수 있을
내가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건대 크게 한 번 떨칠 수 있는 품격(品格)을 갖추고 있도다�

………임진란같은 겁운이 닥쳐오면 감연히 뛰어나와 철포(鐵砲)를 창조(創造)한 박진(朴晋)

씨(氏)도 있으며� 철갑선(鐵甲船)을 창조(創造)한 이충무공(李忠武公)도 있어서������������ 저 서구

있는 역사(歷史)는 완전히 별개(別個)의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보면 완전(完

(西歐)의 강국(强國)이라 하는 나라 사람들도 우리 민족(民族)과 그 처지를 바꾼다면� 우리가

있지 않은가�

비약하는 각국(各國)들과 어깨를 겨루기 어렵지 않으리니� 저들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못할 점이

全)히 이질적(異質的)인 이민족간(異民族間)의 각기(各己) 다른 역사(歷史)처럼 바뀌어지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대(最大) 소망(所望)인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해서도 한

민족(韓民族)의 올바른 역사(歷史)를 찾아야겠으며� 그것을 중심(中心)으로 민족(民族)의 동

저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우리가 만일 교육(教育)에 힘쓰고 지식(知識)을 넓혀 나간다면 오늘날
또한 많도다�

일찌기 강감찬(姜邯賛)이 여진(女眞)에게서 잠시 물러서면서 『오늘의 일은 강조(康兆) 1인

질성(同質性)을 찾고� 풍습(風習)을 맞추어 나가며 역사(歷史)의 「새로운 장(章)」을 열어야

(人)의 잘못에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거두었다� 다시 흥복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금일지사강

여기서 바로 역사(歷史)의 필요성(必要性)과 절대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역사(歷史)가

복(徐圖興復) 가야(可也))고 하였으니���������� 이것은 강조(康兆) 1인(人)의 패(敗)함을 온 나라의

하지 아니하겠는가�

조일인지구(금일지사강조일인지구(今日之事康兆一人之咎)，당수병련졸(當收兵練卒) 서도흥

존재(存在)하는 가치도 인식(認識)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패(敗)함인줄 알고 앞으로의 홍복을 무망이라 생각한 무기력(無氣力)을 갈파한 것이다� �

族) 고유(固有)의 힘을 찾고� 우리 민족(民族)의 정통성(正統性)을 찾아 민족(民族) 해방(解

나같이 무능력자(無能力者)로 생각한 자� � 여기 있는가�

과거 우리가 일제(日帝)하(下)의 모진 압박 속에서도 뜻있는 인사(人士)들은 우리 민족(民

放)을 빨리 찾기 위하여 참된 역사(歷史)의 재정립(再定立)을 강력(强力)하게 외치고 있었다�

특(特)히 단제(丹齊) 신채호(申采浩) 선생(先生)의 「대한(大韓)의 희망(希望)」이란 글 속

오늘날 몇 십년씩� 썩은 정당 무리들의 나라 그르침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 국민(國民)들을 하

나는 이 한 마디 말을 가지고 지나온 일은 조정 제공들의 잘못이지만� 앞으로의 역사(歷史)는

온 한국민(韓國民)의 책임(責任)이라 주장(主張)하노니� 우리 국민(國民)들이여 오늘부터 큰 희망

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

(希望)을 안고 크게 진보(進步)하여 큰 국민(國民)을 이루어 나갈지어라……』고 외치기도 했다�

權)은 없고�인민(人民)은 있건마는 자유(自由)는 없으며� 법률(法律)은 있건마는 사법권은 없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이며� 또 그 민족(民族)은 훌륭한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 남을

『���������� 오늘날 우리 대한(大韓)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국가(國家)가 있건마는 국권(國

으니���������� 오늘날 우리 한국민(韓國民)의 가진 것이 그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러나 가슴을

펴고 이리 저리 생각해보니 아직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하나가 남아 있다� 그 커다란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희망(希望)이다�

희망(希望)이란 만유(萬有)의 주인(主人)이다�

화(華)가 있으며� 실(實)이 있으며� 뿌리가 있으며� 줄기가 있는 것과 같이 희망(希望)이 있

으면 사실(史實)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 여기서 옛 시대(時代)를 돌이켜 보니 장하기도
하다�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무략(武略)이여 일본(日本)을 누르고� 지나(支那)를 정복하고�

거란(契丹)을 격파하고� 여진(女眞)을 몰아냈으니� 당년의 호걸들은 오늘날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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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內容)을 잘 음미해 볼 것 같으면 곧 역사(歷史)의 주체(主體)인 민족(民族)은 반드시

수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자기의 역사(歷史)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사(未來史) 창조(創造)에 대
한 책임(責任)을 져야 한다는� 민족(民族)의 역사(歷史)에 대한 주체적(主體的) 창조(創造)의 사

명(使命)을 그대로 강조(强調)한 것으로서

첫째� 국권(國權)과 자유(自由)와 사법권 등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한민족(韓民族)이지만� 그러

한 한민족(韓民族)은 국사(國史) 앞에 하나 밖에 없는 주체(主體)이기 때문에 한민족(韓民族)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체(主體)의 생존(生存)에 대한 간절한 요구(要求)이며，

둘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도저히 살아 남을 수 없는 것같이 보이는 한민족(韓民族)이지

만� 그러한 한민족(韓民族)에게는 어느 민족(民族)보다도 우월한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민족(民族) 활력(活力)에 대한 희망(希
望)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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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의 필요(必要)와 창조
세째� 일부의 잘못으로 역사(歷史)의 현실(現實) 매듭이 어렵게 얽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

고 전진(前進)해 나가야 할 앞으로의 역사(歷史)에 대한 책임(責任)은 우리들 온 국민(國民)에

게 있다는 미래사(未來史) 창조(創造)에 대한 민족(民族)의 공동(共同) 사명(使命)에 대한 외침

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오늘날 분단(分斷)된 국토(國土)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침략근성(侵略根性)을 지닌 동일민족(同一民族)인 북한(北韓)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과의

덕이려 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 멍에에서 탈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족분단(民族分斷)의
쓰라림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깨끗이 씻어보려고 분연히 궐기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은 모두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야말로 새롭고 참된 미래사(未來史)를 창조(創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努力)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리라�

새로운 역사(歷史)의 창조(創造)라 함은 여태까지의 우리의 역사(歷史)를 덮어두고 새로운

싸움에서 우리가 최종적(最終的)인 승리(勝利)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

역사(歷史)를 만든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歷史) 속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우매했거나� 불

觀)으로써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참되고 영광(榮光)된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해야 하겠다는

써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 정신력(精神力)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그 정신력(精神力)은 주체적(主體的) 민족사관(民族史

미래사적(未來史的) 사명감(使命感)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지금 북괴(北傀)는 이미 한민족(韓民族)의 역사(歷史)를 날조하

여 북한(北韓)의 모든 주민들에게 날조된 역사(歷史)를 주입시키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가
장 먼저 멸망 시켜야만 하는 필생(必生)의 적(敵)으로 신념화(信念化)시키고 있다�

안(不安)했거나 슬퍼해야만 하였었던 것들을 모두 말끔히 가시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의로
그 중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現實的)으로 크게 발전(發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

(運動)인 것이다�

아마 우리 역사상(歷史上) 가장 크게 기록(記錄)되어야 할 발전적(發展的)인 창조(創造)의

역사(歷史)를 든다면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運動)일 것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역사(歷史)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歷史)까지 바꾸어가면서 거짓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장(章)」을 만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 참된 우리의 역사(歷史)에 대한 새로운 인식(認識)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생

미암아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격차와 양반과 상놈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여 「양반전」

오류에서 벗어난 다음 보다 큰 영광(榮光)과 자유(自由)와 번영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로 버티면서도 크게 헛기침을 하고� 빈 잇빨을 쑤시면서 지나가는 상놈(常人)을 불러 볼기를 치

(歷史)를 창조(創造)할 수는 없다�

존(生存)할 수 있는 길을 제시(提示)하고� 한 핏줄을 이어받은 동일민족(同一民族)에게 거짓과
해야 할 사명의식(使命意識)을 더욱 절감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祖上)들이 후손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 주었는가고 물을 때� 독일 민족

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머리를 물려주었으며� 프랑스 사람들은 참된 낭만을 물려주었고� 미
국(美國) 사람들은 그칠 줄 모르는 개척정신을 물려주었으며�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튼튼한 돌

집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조상(祖上)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

작게 보아서 우리들의 가정을 살펴보아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체하기도 어려운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權力)을 다 남겨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남겨 주고� 또는 권력을� 명예를 남겨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

난과 질병과 고통을 남겨주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보아 우리는 우리의 윗세대들로부터 반만년의 빛나는 문화유산(文化遺産)과 더

불어 가난과 민족분단(民族分斷)의 슬픔과 비극을 물려 받았다�

우리의 역사(歷史)가 외세(外勢)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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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양(東洋)의 윤리사상(倫理思想)� 특(特)히 유학의 영향으로 말

과 같은 해학소설도 생겼었고� 체면과 체통들의 지나침으로 인하여 굶주린 양반이 허기를 오기

고� 유유히 뒷짐을 지고 돌아서서 살아지는 그러한 풍토에서 아무리 학문을 한들 나라 발전(發

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그러나 지금 새 역사(歷史)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새마을 운동(運動)에는 양반도� 상

놈도� 귀인도� 천인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오직 잘 살겠다는 의욕과� 잘 살아야겠다는 신념화

(信念化)된 집념과 노력(努力)하면 노력(努力)하는 것만큼 잘 살수 있다는 벅찬 희망(希望) 속
에서 새로운 역사(歷史)의 장(章)을 창조(創造)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역사(歷史) 속에는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고 빛나는 문화적(文化的) 유산이 많

지 아니한가�

세계최초의 천문관측소인 첨성대를 비롯하여 현대문명(現代文明)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인

쇄술의 발명(發明)�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과학적(科學的) 언어(言語)인 한글의 창제(創製)� 신

비의 고려청자와 무적의 거북선 등 부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값지고 자랑스럽고 우
수한 민족(民族)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분명(分明) 우리는 인도의 시인 「타골」의 말대로 「동방의 빛」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너무나도 고질적이고� 폐습적인 관습으로 인한 은폐주의적 성격(性格)� 자기 하나만

을 알고 전체를 보지 못했던 아집과 우둔함은 우리 민족(民族)을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끝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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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의 필요(必要)와 창조
후진국의 대열로 밀어넣지 않았는가�

그 역사적(歷史的) 책임(責任)은 역시 우리 민족(民族)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책임(責任)은 과감하게 탈피하지 못한 피해 망상증과 완고한 세습제도에 있었고� 단

결할 줄 모르는 우매함에도 있었다�

우리가� 특(特)히 우리 민족(民族)의 약점이라면 개인적(個人的)으로는 대단히 우수한 민족

(民族)이면서도 뭉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외국(外國)의 학자(學者)들이 한국사람들을 가리켜 『한국(韓國) 사람들은 대단히 우수한 민

족(民族)이다� 특(特)히 한국(韓國) 사람은 일개인(一個人)이 제3국의 일개인(一個人)과 대할 때

는 무척 우수하고 강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 10인(人)이 제3국 사람 100인(人)을 대할 땐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한국 사람 1�000명이 제3국 사람 100명을 대할 땐 패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칼」한 것이 아닌가� 결국 한국인은 개인적(個人的)으로는 우수하고 강하지마
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들의 단결심이 약하여 패하고 말지 아니한가�』라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우리는 굳이 무엇이라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또 실상 그러한 역사의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향토� 내가 살고 우리의 조상의 넋과 뼈가 묻힌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힘

으로 지키겠다는 결의가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것 역시 역사(歷史)의 새로운 창조(創造)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역사(歷史)를 보아도 한반도 내에서 동일민족(同一民族) 간에 줄기찬 투쟁과 항쟁�

그리고 자국의 국토를 넓히겠다는 투쟁만은 줄기차게 추진(推進)되고 있었지마는 외부(外部)로

부터 행해지는 외세침략에 대비한 국민적(國民的)인 방위체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

나 10월 유신 이후 우리의 역사(歷史)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역사(歷史)와 전통(傳統)과

민족(民族)과 국토(國土)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모아졌다�
일찌기 우리의 역사(歷史上)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던가�

국가의 위기를 눈앞에 보고 임기응변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시달리고， 버티다가 다시 찾

은 역사(歷史)가 얼마나 많았는가�

개중에는 사전 방비를 위한 대비책도 대두되곤 하였지마는 그 모든 것이 뜻 있는 일부 인사

들의 외침으로만 그쳤지� 한 나라 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국토(國土)를 모두가 같이 지켜야 한

다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 아

과정을 걸어 온 터였기에 변명할 여지도 없다�

니었었다�

져오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展開)하여 이러한 민족(民族) 전통적(傳統的)인 취약점을 충

벗어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전(發展)과 번영을 기약하기 위하여 외세에 대응한 힘을 기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는 우리의 역사상(歷史上) 정신(精神)과 생활(生活)에 일대 혁신을 가

분히 보답해 주고 새로운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 있지 아니한가�

새마을 운동(運動)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자립� 근면� 협동의 새마을 정신(精神)�

여기에는 새 역사(歷史) 창조(創造)의 굳은 결의(決意)가 담겨져 있다�

실(實)로 벅찬 결의(決意)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못 살던 양반의 체통도� 압제와 구박의 멍에

그러나 현금(現今)의 우리 역사(歷史)가 새로 창조(創造)한 것은 외세(外勢)의 영향으로부터

르고� 그것이 일개인의 뜻이 아니라 한 국가(國家)� 한 민족(民族) 전체(全體)의 뜻으로 모아 총

화체제를 굳히고 있다는 것은 현금(現今)의 우리가 5천년 민족사(民族史) 가운데 가장 강한 시

대의 일원으로 자부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역사 창조(創造)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나의 이상적(理想的)인 이상론(理想論)으로 막연한 이야기나 결의보다는 모든 사람 즉 개

에서 시달리던 천민의 분노도， 계급도� 직책도 없이 오직 나라와 내 고장과 나 자신을 위한� 그

개인(個個人) 모두가 전체(全體) 역사(歷史)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다는 결의(決意) 그리고 끈질긴 인내와 개척 정신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노력(努力)하겠다는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발전과 창조에 공헌해야 하겠다�

래서 후손들에게는 결코 가난과 우둔함과 슬픔에 찬 부끄러운 역사(歷史)는 남겨주지 아니하겠
협동(協同)의 정신(精神)이 「새로운 역사(歷史)의 장(章)」을 힘차게 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은 우리가 반만년을 거치는 동안 자랑과 영광과� 수치와 분노를 모두 맛

보면서 그래도 줄기차게 우리의 역사(歷史)를 가꾸고� 지켜오고�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의 역사(歷史)를 돌이켜 보아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준� 그리고 이러한 역사(歷史)를 지

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지켜 온 선열들의 뜨거운 노고의 덕이 아니겠는가�
또 있다�

우리의 역사(歷史)가 혼란과 혼동과 소멸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努力)의 경주

가� 그리고 참되게 지키겠다는 결의가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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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책임(責任)을 느끼고� 나라의 발전(發展)에 도움이 되는 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일에
다시 말하면 일개인(一個人)으로서는 새로운 역사(歷史)의 장(章)을 만들지는 못한다�

물론 개중에는 뛰어난 업적을 세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수는 있으나� 개인의 힘은 결

국 한강을 이루고 있는 한 컵의 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체(全體)에 대한 기여도가 문제가 되

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뜻과 결의와 실천이 따를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면한 국가의 정책
과 시책과 진로와 융합될 때 역사의 창조는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장교(青年將校)들은 새 역사(歷史)를 창조하려는 국가적(國家的) 차원(次

元)에서 소아(小我)를 희생하여 대아(大我)를 지키고� 자신의 영화를 회생하여 나라와 영광을

지키며� 내면 으로부터 힘 있게 뿜어나오는 거센 힘으로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지키게 될 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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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의 필요(必要)와 창조

국가안보(國家安保)와

리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명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세대는 곤경과 불안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의 역사를 기쁨과 발전과 번영의 길로

통신보안(通信保安)

이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우리는 결코 불행한 역사 속에� 휩싸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성공하였다�

역사는 결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본래(本來)의 취약성(脆弱性)을 내포(內包)한 현대(現代)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아는 기쁨과 역사를 지켜야 하겠다는�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창조에

통신(通信)은 풍부(豊富)한 정보(情報)의 원천(源泉)이 되

매진해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信念)과 각오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배워 온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역사는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고 있어 많은 난관(難關)과 문제(問題)가 야기(惹起)됨을 우
리는 항상(恒常) 명심(銘心)하고 통신(通信)보안(保安)에 철
저(徹底)를 기해야 하겠다.
김 덕 룡(金德龍)

1. 서론
현대전의 양상이 점차 정확한 정보와 뒷받침 없이는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없음에 따라 적･아를

막론하고 서로 상대방 통신수단을 통한 정보입수에 혈안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최근 북괴는 대남 통신 방해 공작을 격화시키고 도청한 정보를 판문점 회의

석상에서의 대남 비방 선전자료로 악용하는가 하면 우리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

에까지도 방해 전파를 집중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경기� 서울 일원의 텔레비전 시

청에 지장을 주는 등 실로 야만적인 처사를 공공연히 자행함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보안을 좀더 알아서 적의 기만

통신에 넘어가지 말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 『통신보안』을 왜 하여야만 되는가를 깊이

명심하여 군 전력 증강은 물론 국가안보에 기여하여야만 하겠다�

2. 통신보안의 정의
과학문명의 비약적인 발달은 오늘의 세계를 전자시대 또는 우주시대라고 불리우리만큼� 문

명의 이기인 전기적 통신수단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 특히 군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용무로부터 부대의 병력� 항공 작전 계획 또

는 대량의 화력 동원�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

위하게 이용 되고 있다� 또한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과 그 이용도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전기통

신 본래의 취약성(脆弱性)을 내포한 오늘날의 통신은 하나의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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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통신보안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통신 과정에서 가치있는 정보 즉 군사비밀 내용을 적국 또는 가상 적

첫째� 송신보안(送信保安)은 우리가 전기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 적의 도청� 기만� 방해통

국이 통신수단으로부터 제반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취

신으로부터 우리의 통신을 보호하는 제(諸) 방책을 말한다�

고 말한다�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미 한 일 또는 앞으로 해야만 할 일들을 알아서는

우리의 모든 비밀이 누설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누설 방지 대책으로는 방해통신 및 기만통

해지는 방법과 이 방법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제반 수단 및 보호방책을 우리는 통신보안이라

안 될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하
게 보호하기 위 해서는 많은 난과과 문제가 야기되게 마련인 것이다�

전달하는 매개체(媒介體)(이용되는 통신방식)와 인적요소(통신병 또는 이용자 등)� 그리고

입지적 조건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의 은폐책이 적시 적소에 마련되고 실행되
어야 한다� 특히나 이러한 은폐책은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풀이될 수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3. 통신보안의 필요성
군사 행동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적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

고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다� 이는 일찌기 중국 춘추시대의 대병가 「손자」의 병법에

통신 운용상에 송신보안 대책이 미비하면 적의 통신정보 기관에 의해 교신 내용이 도청되어

신에 대한 방어� 교신 분석에 대한 방어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둘째� 암호보안(暗號保安)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비밀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원문

내용의 문자나 숫자 등에 암호 기술상의 작업을 가하여 내용을 전혀 해득할 수 없도록 변경시
키는 각급 암호 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제반 방법인 것이다�

세째� 자재보안(資材保安)은 중요 비밀내용과 이러한 문건을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에서 안전하게 보안 유지되어 전달하는데 쓰이는 매개물 일체에 대한 물리적 보호수단으로서

이를 취급 하는 요원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5. 전화상의 통신보안
오늘날 전화는 일상 생활에서 잠시도 뗄 수 없는 문명의 이기(利器)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 『지피� 지기하면 백승백파한다』고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전(事前)에 정보를 획

널리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한 도박을 함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거리를 단축시키며 우리의 일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고 있다� 이렇듯 제반 사항이 편리한 전화이

단을 운영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중요 정보자료들이 적 또는 가상 적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것이다� 전화에 있어서 보안은 각 개인의 경각심만이 보안유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

득치 않고 승리를 거둔 전사의 예는 거의 없었으며 만약 정보의 결여 속에 전쟁을 한다면 무모

특히 과거보다 현대에 있어서는 정보 수집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과학적이다� 따라서 통신수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군과 국가안보에 이익되는 일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통신보안 문제는 어느 전력 요소보다도 선행하며

완벽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대책 등이 효율적으로 시행 준수되어야 하겠다�

4. 통신보안의 방법
제반 통신수단으로부터 정보획득 수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방어 즉 통신보안 방법

은 상대 통신 정보 활동기관에서 행하는 제반 수단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해지는 방어대책이므

로 그 방법이 일정한 방법� 범위에 국한되어 행해질 수는 없다� 따라서 통신보안 방법이란 적시

적소에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취해짐으로써 알아서는 안 될 자로부터 보호하는 각종 방법

이 곧 통신보안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보안이란 일개인 또는 일개 기관만의 보호방책으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전체 구성요원과 각 기관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 이 러한 다양적인 통신보안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3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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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가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게 통신의 자유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전화는 시간과

지만 그 자체가 지닌 취약성 때문에 어떠한 비밀 내용에까지 무제한 통화를 허용할 수는 없는

로 전화 통 화자는 전화 송� 수화기를 잡았을 때부터 통화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각자에게 있
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전화의 보안상 취약성
전화는 의사전달의 매개체에 따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대별하며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가� 유선전화

유선전화는 실선(實線)으로 연결되어 주로 근거리 통신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본 통신

방식은 전화기의 송화기에 가해진 음파 압력의 강약에 따라 음성전류가 발생하여 이것이 실선
을 통하여 상대방 전화의 수화 진동판을 진동시킴으로써 청각을 자극(刺戟)하여 의사(意思)가

전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실선 중간 어느 곳에서나 간단한 수화기를 접속시키면 손쉽게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유선전화가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당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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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통신보안
려가 없는 것으로 안심하고 중요내용을 통화하고 있어 주요 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도청 효과는

100%인 것이다�

우리는 정예로운 조국의 간성
— 공사 제24기 졸업식 一

나� 무선전화

무선전화는 실선을 가설할 수 없는 장거리 지점 간 또는 체공 중인 항공기� 이동 중인 차량

등과의 통신에 이용된다� 통신방식은 안테나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마치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과 같이 상하� 동서 남북 각 방향의 우주 공간을 향하여 가공할 속도(3xM�S)로 전

파되어 간다� 특히 전파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공간을 퍼져 나가는 전파를 중간에서 감청하기 쉬
워 동 종류의 수신장치만 설치하면 안전한 장소에서 여유있게 퍼져 넘어오는 전파를 포착하면

되는 것이 이점(利點)이다�

7. 결론
군 작전 수행에 있어서 통신의 3대 요소인 정확성� 신속성 그리고 보안성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런데 신속성과 보안성은 상호 이율 배반하여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크게 주저케 될 때가

있다� 이때 신속성과 보안성의 양자택일을 결정지워야 하는데 여기서 각별히 명심하여야 할 것
은 보안 성을 택함으로써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보안』을 택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 라 하겠다�

특히 평시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보안성에 우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전시에 한하여

비로소 생문통신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보안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통신보안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줄도 안다� 특히 통신보안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1차
적 책임이 있으며� 통신 보안 자재에 대한 보관 관리 책임은 해당 취급자와 보관 부서의 장이 함

께 있으며 각 책임은 타인에게 이양 또는 위임할 수 없으며 특히 군사기밀을 누설시킨 자는 군
사기밀 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적인 책임이 지워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줄 안다�

「필승공군의 선봉」을 당부
하는 대통령 각하의 유시

공사 제24기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27일 박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가족 친지

및 많은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성무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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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의 전복진 소위

국방부장관상의 오연군 소위

﹁견적필살﹂의 신념을 다지는 임관신고

백전백승의 무운을 기원하는 각하의 격려

﹁하늘의 간성﹂으로서의 임관선서

음악가
김동진, 김성태, 김자경, 김희조, 이흥렬, 조상현

새 보라매들을 축하하는 후배생도

저명인사들 보라매의 현장을 가다.
一 음악가, 문인, 화가 一
세계 저명 음악가, 문인, 화가들을 초청, 공군의 생활상을 소개시킴으로써 군･민

유대를 강화하고 공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저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부대방문이 각각 3월 3일, 3월 17일, 4월 8일 제3593부대에서 실시되었다.

음악가

김동진, 김성태, 김자경, 김희조, 이흥렬, 조상현

문 인

권일송, 김규동, 김연균, 김원일

화 가

김정숙, 남관, 박근자, 박대순, 박영선, 이대원

군속(軍屬) 인사관리(人事管理)
소고(小考) <1>
조석현

□ 목 차 (目 次) □

1� 서론(序論)

2� 군속(軍屬) 일반(一般)

3� 군속(軍屬) 인사법(人事法) 개선(改善)（안(案)）
4� 군속(軍屬) 인사제도(人事制度)（안(案))

5� 직군(職群)， 직렬(職列)，통폐합(統廢合)(안(案)）

6� 군속(軍屬) 자질(資質) 향상책(向上策)
7� 결론(結論)

1. 서론(序論)
인간(人間)의 하고자 하는 욕망(慾望)은 무한정(無限定)한 것이다� 반면 일을 싫어하고 게을

은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일면이요 본성이다� 행동과학자(行動科學者) 「크리스･아질

리스」는 『인간(人間)은 보통(普通) 가지고 있는 능력(能力)의 3분의 1 정도(程度) 밖에 발휘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용(使用)하는 방법(方法)이 훌륭하면 나머지 3분의
2의 힘도 「충분히」살려 고능률(高能率)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反對)로 사용(使用)하는

방법(方法)이 좋지 않으면 3분의 1의 힘을 발휘(發揮)하기는커녕 조직활동(組織活動)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행동(行動)으로 치닫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는 단언(斷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물건(物件)이나 돈의 효과적(効果的)인 활용(活用) 방법(方法)� 처리방법(處理方法)

을 잘못 알아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사용(使用)하면 「로스」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當然)한 일

인 것이다� 집단(集團)에는 메꾸어줘야 할 필요(必要)(Needs)와 달성(達成)해야 할 목표(目標)
가 있다� 집단(集團)의 목표여하(目標如何)에 불구하고 존속(存續)하기 위(爲)해서 다음의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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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 인사관리 소고 <1>
한 가지는 집단(集團)을 유지(維持)� 강화(强化)하기 위(爲)해서 적극적(積極的)인 수단(手

段)을 강구(講究)하는 준비(準備)이고 또 한 가지는 목적달성(目的達成)에 관련(關聯)되는 제문

제(諸問題)의 해결(解決)이다�

공군(空軍) 군속(軍屬)은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제(第)16조(條)(국군(國軍)에 군인(軍人)

이외(以外)에 군속(軍屬)을 둔다)를 근거(根據)로 공군창설(空軍創設) 요람기부터 막강(莫强)

직(軍組織) 목표(目標) 달성(達成)의 보조적(補助的) 역할자(役割者)로서 일익(一翼)을 담당(擔
當)� 아래 구성비(構成比)로써 현존(現存)하고 있다�

공군 신분별 인적구성 대비표(空軍 身分別 人的構成 對比表)
(75� 12� 31)

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군(空軍)의 성장(成長)과 더불어 숨은 공로자적(功勞者的) 위치(位置)

에서 숱한 애환(哀歡)을 안고 자라온 현재(現在) 내일(來日)의 과업(課業) 완수(完遂)를 위(爲)

군속
6%

하여 급변(急變)하는 시대조류(時代潮流)와 공군(空軍)의 사세확장(事勢擴張) 및 병력(兵力)

긴축(緊縮) 운영(運營)의 어려운 당면(當面) 여건(與件) 하(下)에서 기간(其間)의 군속(軍屬) 관

방위병
13.6%

리상(管理上)의 난제(難題)를 열거(列舉) 제도적(制度的) 모순을 시정(是正)하고 새로운 인식

군
고
원
1
%

(認識)으로 생기(生氣)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인사관리(人事管理) 측면적(侧面的) 의도(意圖)

를 관계부서(關係部署) 및 일반(一般)에게 널리 알려 다같이 공동(共同)으로 운명(運命)을 타개

장

(打開)하는 입장(立場)에서 구성원(構成員)의 정상(正常) Morale을 정립(定立)함으로써 능률

병

79.4%

(能率)을 높이고 군속(軍屬)의 확장(擴張) 계획(計劃)과 발맞추어 우수(優秀) 자질자(資質者)

확보(確保)� 신진대사(新陳代謝)의 촉진(促進)� 특(特)히 항공기(航空機)와 관련(關聯)되는 현

역(現役) 기술(技術) 요원(要員)의 유치(誘致)가 될 수 있도록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는데
본고(本稿)의 의의(意義)가 있다�

2. 군속(軍屬) 일반(一般)
군속(軍屬)은 국가(國家) 별정직(別定職)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군(軍)에 예속(隸屬)하여 일정

(一定) 직위(職位)에서 해분야(該分野)의 전문적(專門的) 지식(知識)을 가지고 지속적(持續的)으

로 현역임무(現役任務) 및 군조직(軍組織) 목표달성(目標達成)에 보조적(補助的) 역할(役割)을

감당하는 기능적(機能的) 필수요원(必須要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군(當軍)의 군속(軍屬)
은 기술직위(技術職位)가 위주(爲主)로 되어 있으며 상기(上記) 속성(屬性)과 기타(其他) 생계(生

計)� 연고(緣故) 등(等) 제반여건(諸般與件)으로 지역간(地域間)의 전속(轉屬) 교류(交流)가 거의
한 실태(實態)이며 동일(同一) 직렬내(職列內)에서도 직위간(職位間)의 업무관련성(業務關聯性)

의 희박(稀薄) 내지(乃至)는 이질(異質) 업무(業務)로 인(因)한 순환(循環)보직(補職) 관리(管理)

가 극(極)히 어려운 형편(形便)이므로 현역(現役)과는 달리 군(軍)의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지
향적(指向的)인 인재육성(人材育成) 활용면(活用面)과 경력관리(經歷管理) 형태(形態)（Career

Pattern) = 교육(教育)， 보직(補職)，진급(進級)의 진보적(進步的) 계획적(計劃的)인 인적자원

(人的資源) 관리(管理) 제도(制度)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이 사실(事實)이다�

당군(當軍)의 군속(軍屬) 운영(運營)은 97개(個) 직종(職種)� 22지구(地區)에 산재(散在)되어

임무별(任務別)로 각자(各自) 다양(多様)한 고도(高度)의 기능(技能)을 발휘(發揮)하면서 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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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其間) 인사실무(人事實務) 경험(經驗)을 통(通)하여 느낀 바 솔직히 표현(表現)한다

면 군속(軍屬)이 공군조식(空軍組識)에 대(對)한 효용도(効用度) 및 기여도(寄與度)를 감안하

여 볼 때 대우(待遇)(보수체제(報酬體制))� 임용상(任用上)의 복잡(複雜)(군속인사법(軍屬人事
法))， 행정절차(行政節次)의 번거로움 기타(其他) 사회적(社會的) 여건(與件) 등(等)으로 요구

도(要求度)에 충족(充足)할 만한 인적자원(人的資源) 확보(確保)가 극(極)히 어려웠으며 법(法)

의 미비(未備)로 사회(社會) 경기(景氣) 변동(變動)과 함수관계(凾數關係)를 가진 숙달된 기술

인(技術人)의 우수요원(優秀要員)은 민감(敏感)하게 이직(移職)하는 경향(傾向)을 나타내어 항

시(恒時) 문제점(問題點)으로 대두(擡頭)되고 있었음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事實)이며 실지
담당(擔當)하는 일선부서(一線部署)의 고충(苦衷)은 부문가지(不問可知)로 그 자체(自體) 문제

점(問題點)을 안고 있다� (부표 一 (1�2�3�4�5)�

부표 1� 보수(報酬) 76년도(年度) 개정보수표(改正報酬表)

가� 봉급(俸給)

나� 수당(手當)

부 표 �2� 군속(軍屬) 계급(階級) 및 정년표(停年表)

부표 3� 군속임명(軍屬任命) 행정처리순환표(行政處理循環表)
부표 4� 면직(免職)

부표 5� 군속인사관리(軍屬人事管理) 관련(關聯) 법규(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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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보수(報酬)

다� 기능사(技能士) 장려금(獎勵金)

가� 봉급(俸給)

직무급(職務給)+근무수당(勤務手當)

			

직무급(職務給)

본봉(本俸)+

급류(級類)
				
2급
		
3급
		
4급
		
5급
		

직무수당(職務手當)

갑(甲)

110,000

을(乙)

85,000

갑(甲)

60,000

을(乙)

45,000

갑(甲)

30,000

을(乙)

25,000

갑(甲)

22,000

을(乙)

20,000)

근속수당(勤續手當)

호봉(號俸)
초임
1

2

3

4

10�000

12�500

13�500

14�500

17�000

7

20�000

9

25�000

11

31�000

8

10

18�500

22�500
27�500

12

34�500

14

41�500

13

38�000

15

45�500

17

53�000

16

18
19

20
21

49�000

57�000

61�000

24

79�000

75�500

85�500

28

91�500

29

30

2�500
3�500

4�000

88�500

94�500

97�500

종류(種類)

급류(級類)

금액(金額)

조정수당

3급 이상(級 以上)

20,000

(調整手當)

4갑(甲)

15,000

매월(每月)

4을(乙)

14,000

5갑(甲)

13,000

5을(乙)

12,000

상여수당
(賞與手當)

3�500

3�000

매분기(每分期) 1회(回) 지급(支給)
봉급(俸給)의 100%
연간(年間) 400%

･ 기술장려비(技術獎勵費)
구분(區分)

급류(級類)

숙련도

(熟鍊度)

지급액

(支給額)

비고

(備考)

3급 이상(級 以上) 고도(高度) 3�400�5�700 항공기 정비(航空機

4급 이하(級 以下) 기술(技術) 2�800�5�100 整備)및 통신(通信)
3급 이상(級 以上)

4급 이하(級 以下)

기술(技術)

2�300�4�500

1�700�4�000

･ 핵심기술군속(核心技術軍屬)
급류

(級類)

3급 이상

4급 이하

(4級 以下)

조건(條件)

･ 실업고졸(實業高卒) 一전공분야(專工分野)

국방부(國防部)

관련직위(關聯職位) 종사자(從事者)

심사결정(審査決定)

･ 상공장관(商工長官)이 인정(認定)하는
정밀측사(精密測士) 및 가공사(加工士)

비고(備考)

75년도(年度)

지급액(支給額)
7�000～8�500

자격(資格) 1�2급(級) 소유자(所持者)

･ 노동청장(勞動廳長)이 인정(認定)하는

기능자격(技能資格) 1�2급(級) 소유자(所有者)

부표 2� 군속(軍屬)의 계급(階級) 및 정년(停年)

가� 계급(階級)

나� 수당(手當)

(3級 以上)

82�500

26

27

1�500

68�500

72�000

25

1�000

65�000

22

23

승급액(昇級額)

15�50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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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金額)

적용(適用)대상(對象)

지급액

(支給額)
35�000

30�000

타지 기술분야

(其他 技術分野)

조건

(條件)

군공창(軍工廠)， 야전정

비창(野戰整備廠)에 종사

(從事)하는 주요기술(主要
技術) 군속(軍屬)

계급(階級)
		2급(級)			3급(級)			4급(級)			5급(級)
1급(級)
구분(區分)			
갑(甲)		 을(乙) 갑(甲)		 을(乙) 갑(甲)		 을(乙) 갑(甲)		 을(乙)
군속(軍屬)

행정분야		

참사관		 행정관 군무관		군무관보 군무사		군무사보 군무원		군무원보

별정직(別定職) 行政分野		

參事官		 行政官 軍務官 軍務官補 軍務士 軍務士補 軍務員		軍務員補

국가공무원

기술분야		

참사관		 행정관 기술관		기무관보 기무사		기무사보 기무원		기무원보

(國家公務員)

技術分野		

參事官		 行政官 技術官 技務官補 技務士 技務士補 技務員		技務員補

현역비교계급		

장관대우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준위		 상사

중사		 하사

(現役比較階級)		

長官待遇 (大領)		 (中領)

(少領)		 (尉官)

(准尉)		 (上士)

(中士)		 (下士)

일반직대우계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一般職待遇階級)		

管理官	理事官		 副理事官 書記官		事務官

主事		 主事補

書記		 書記補

나� 채용연령(採用年齡) 및 정년(停年)
구분(區分)

채용최저연령

재직연령

(採用最高年齡)

(在職年齢)

2급(級)		

50

61

3급(級)

20

45

55

4급(級)

18

40

50

5급(級)

18

35

45

계급(階級)

(採用最低年齢)

채용최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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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군속임명행정처리순환표(軍屬任命行政處理循環表)
공군본부(空軍本部)

세부절차
(細部節次)

종합과정
(綜合課程)

종합과정
(綜合課程)

모집부대(募集部隊)

합격결정심사(合格決定審査)

세부절차
(細部節次)
모집계획내용(募集計劃內容)･시험성적표
(試驗成績表)，신검결과(身檢結果) 또는
관련문건(關聯文件)을 게시(提示).

세부절차
(細部節次)

종합과정
(綜合課程)

종합과정
(綜合課程)

세부절차
(細部節次)

검토내용(檢討內容)

모집계획검토

모집계획수립(募集計劃樹立)

모집계획내용(募集計劃內容)

･ 정원(定員)

(T/O) 관리(管理)

･ 계획(計劃)의

타당도(妥當度)

･ 기타법규(其他法
規)의 준수상태

(募集計劃檢討)
및 승인(承認)




･ 자격심사결의(資格審査議

5일이내 決)

(日以內) ･ 임용권자(任用權者) 모집권
결재(募集權決裁)를 득(得)한

후 확정계획상신(確定計劃上申)
(공고(公告) 15일전(日前)

(遵守狀態)

･ 계획(計劃)에

계획대실적

계획(計劃)되어야 함.

･ 합격결정

분석(分析)

(合格決定)의

모집결과보고(募集結果報告)

別)，급류별(級類別）

합리성(合理性)

(발표후(發表後)

･ 직급별(職級別)로 공고(公告)(직종별(職種

･ 벽보(壁報)

･ 공군회보(空軍回報)，부대회보(部隊回報)

지(戰友紙)

및 시험위원위촉
(試驗委員委囑)
시험실시(試驗實施)

･ 1차시험((次試驗)
･ 1차발표(次發表)
･ 2차시험(次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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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집행(執行)



(計劃對實績)

시험위원(試驗委員) 임명발령
(任命發令)

･ 시험(試驗)의

10일이내(曰以內）

타당성(妥當性)

신원조사(身元調査) 및
서류구비(書類具備)

문(空軍新聞)

･ 인접도시(隣接都市) 및 요소(要所)

･ 모집급류(募集級

타당도 검토



순번부여(順番賦與) 및

･ 시효경과서류(時効經過書類) 및 마감 후 접

類) 및 공석급류

순번부여

5일전

임용발령(任用發令)

(空席級類)

(妥當度檢討

(日前)

(判斷)

수금지(接受禁止)

･ 정원(定員)

지(收入印紙), 첨부여부(添附與否)

･ 자격(資格)의

･ 출제의뢰(出題依賴)

･ 필기(筆記) 및 실기시험(實技試驗)

･ 심사결의

(2차시험사항공고(次 試驗事項公告）

･ 발령(發令)

･ 면접(面接) 및 신체검사(身體檢査)

･ 모집결과(募集結果) 및
보고서첨부(報告書添附)

･ 소정서류첨부조사의뢰(所定書類添附
調査依賴) (보안부대(保安部隊)）

･ 현공석임용대상자한(現空席任用對象者限)

(審査表作成)

･ 공본(空本)에 상신(上申)

･ 임명(任命) 및 배속군속(配屬軍屬)
자격심사결의(資格審査議決）



검토(檢討)

타당도(妥當度)

･ 심사표작성

･ 게시발표(揭示發表)

인사명령(人事命令)으로 소급발령(遡及發令)

順番賦與)

(T/0) 관리(管理)

･ 출제(出題) 및 제작(製作)

･ 시험위원위촉(試驗委員委囑)

･ 기위촉(旣委囑)된 위원(委員)을

서류구비(書類具備 )

･ 응시직급(應試職級)의 정확(正確)한 판단

･ 위조서류판별(僞造書類判別) 또는 수입인
시험문제제작(試驗問題製作)

(本人)에게 서신(書信)으로 통보(通報)한다

･ 기타사항(其他事項)

･ 중앙(中央) 및 지방방송(地方放送)，공군신

교부(交付)

項)을 공개게시발표(公開揭示發表)하고 본인

･ 시험일정(試驗日程) ･ 합격발표(合格發表)
･ 시험위원구성(試驗委員 構成)

･ 합격서열(合格序列)，임용시기(任用時

期)，유효기간(有効期間). 이상사항(以上事

･ 공고기간(公告期間)

･ 라디오 방송(放送)

원서접수(願書接受) 및

합격발표(合格發表)

･ 공고방법(公告方法)

･ 중앙지(中央紙) 및 지방지(地方紙)， 전우

･ 회보(回報)

득(得)한 후 합격결정(合格決定)

･ 모집방법(募集方法)

(20일이상(日以上)

･ 신문공고(新聞公告)

거쳐 임용권자(任用權者)의 재가(裁可)를

･ 공석판단(空席判斷)

이상(以上)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모집공고(募集公告)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의 결의(議決)를

임명결과보고


임명(任命) 및
배속(配屬)

(任命結果報告)
임명상신(任命上申)



(공군직할(空本直轄)



임명확인 및

･ 인사기록(人事記錄) 카아드,

인사명령사본첨부(人事命令寫本添附)

･ 소정임용구비서류(所定任用具備書類)
첨부(添附)

(審査議決)

배속(任命確認 및 配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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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면직(免職)

가� 의원면직(依願免職)� 서약복무기간(誓約服務期間)(1년간(年間)) 종료후(終了後) 수시(隨時)

↓

소속장(所屬長)의 동의요(同意要)
나� 정년퇴직(停年退職)� 정년(停年)이 되는 생월(生月)의 익월(翌月) 말일부(末日附) 퇴직발

령(退職發令)

策)의 일환(一還)으로 군속(軍屬)의 고도(高度) 기술(技術) 확보(確保) 및 발전책(發展策)을 자

체(自體) 계획수립(計劃樹立) 실천단계(實踐段階)로 보고 항공기(航空機)와 관련(關聯)되는 직
종종사자(職種從事者)� 고가장비(高價装備) 가동(稼動) 유지(維持) 기능기술사(技能技術士)� 기

타(其他) 후방지원(後方支援) 필수요원(必須要員)의 양성(養成)� 획득(獲得)� 유지관리(維持管

理)를 위(爲)한 일단계(一段階)로서 현(現) 제도(制度)의 미비점(未備點)을 보완(補完)하고 관계

관(關係官)의 관심촉구(關心促求)� 군속(軍屬) 장본인(張本人)들의 심적전기(心的轉機)의 계기

다� 직권면직(職權免職)�

(契期) 마련을 위(爲)한 관리적(管理的) 풍토개선(風土改善) 즉(卽) 혁신(革新)이 급선무(急先務)

･ 근무성적(勤務成績)이 극(極)히 불량(不良)할 때

面)에서 교육정도(教育程度)� 환경(環境) 및 생성과정(生成過程)이 평균(平均) 이상(以上) 수준

･ 군속임용(軍屬任用) 결격사유(缺格事由)에 해당(該當)하게 된 때
･ 심신장애(心身障碍)로 인(因)하여 그 직무(職務)를 감당(勘當)할 수 없을 때

･ 직제(職制)의 개폐(改廢) 또는 감원(減員)으로 인(因)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된 때

부표 5� 군속(軍屬)

인사관리(人事管理) 관련법규(關聯法規)

1�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2�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_

3� 군속(軍屬) 인사법시행령(人事法施行令)

4� 군속(軍屬) 인사법시행규칙(人事法施行規則)

라고 예견(豫見)할 수 있다� 우리 공군(空軍)은 기술군(技術軍)으로서 현역(現役)은 자질면(資質

(水準)을 견지(堅持)하면서 고도(高度)의 정밀항공분야(精密航空分野)인 일선과학(一線科學)의
선봉(先鋒)에서 초속(秒速)을 다투는 적(敵)의 침공(侵攻)을 대비(對備)하면서 오늘날 공군사적

(空軍史的) 발전(發展)의 톱니바퀴 역할(役割)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自負)하면서도 장기간(長

期間) 고도(高度)의 특수기술(特殊技術)을 습득(習得)하고 제대후(除隊後) 같은 조직(組織) 내

(內) 같은 직종군속(職種軍屬)으로 돌아오지 않고 생소(生疎)한 타직(他職)으로의 이직(移職)은

한국적(韓國的) 의식(意識) 구조(構造)의 영향(影響)도 있겠으나 근본적(根本的)으로 군속세계

(軍屬世界)의 Morale과 법적(法的) 제도적(制度的) 미비(未備)에 기인(基因)하고 있다고 본다�

민간분야(民間分野) 항공기(航空機) 생산과정(生産過程)이 초보단계(初步段階)라고 본다면

공군(空軍) 기술군속(技術軍屬) 확보(確保)는 기술군의 특성� 장기유경험자� 기타 기술 증진 및
군 교육투자비의 절약 등을 고려 동질계(同質系) 공군(空軍) 기술자원(技術資源) 유치(誘致)가

5� 군속임용시험규칙(軍屬任用試驗規則)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나아가 현행(現行) 직업보도책(職業輔導策)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7� 군속경력(軍屬經歷) 평정규정(經歴評定規程)

3. 군속(軍屬) 인사법(人事法) 개선(改善)(안(案)）

6� 군속근무성적평정규정(軍屬勤務成績評定規程)
8� 공무원보수규정(公務員報酬規程)
9�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

10� 공무원연금법시행령(公務員年金法施行令)

11� 병역의무(兵役義務)의 특례규제(特例規制)에 관(關)한 법률(法律)

12� 병역의무(兵役義務)의 특례규제(特例規制)에 관(關)한 시행령(施行令)
13� 군수조달(軍需調達)에 관(關)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14� 군수조달(軍需調達)에 관(關)한 특별조법(特別措法) 시행령(施行令)
15� 군사원호(軍事援護) 대상자(對象者) 임용법(任用法)

16� 군사원호(軍事援護) 대상자(對象者) 임용법(任用法) 시행령(施行令)
17� 공규(空規) 40�1 군속인사운영(軍屬人事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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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은 바야흐로 전력증강(戰力增强)과 국가적(國家的) 군수산업(軍需産業) 육성책(育成

현(現) 군속인사법(軍屬人事法)과 보수체제하(報酬體制下)에서는 요구도(要求度)에 충족

(充足)할 수있는 인적자원(人的資源) 확보(確保)가 곤난(困難)한 실정(實情)이며 현역(現役) 군
속(軍屬)도 근무의욕(勤務意慾)과 사기면(士氣面)에서 매력적(魅力的) 집단(集團)이 되지 못하

고 있음이 사실(事實)이다� 법(法)이란 생동적(生動的)인 그 사회(社會)의 문화(文化) 의식구조

(意識構造)� 제도(制度) 등(等) 관련요소(關聯要素)의 유기적(有機的)인 사황(事況)을 문체(文

體)로서 한 묶음으로 이상적(理想的) 사회질서(社會秩序) 규제(規制)를 전제(前提)로 한다면

현행군속법(現行軍屬法)의 관료주의적(官僚主義的) 비합리적(非合理的) 제약(制約)을 배타(排
他)할 시세(時勢)에 맞는 합리적(合理的) 방향(方向)으로 법(法)(사문체(死文體))을 고쳐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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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上記)한 문제점등(問題點等)을 해소(解消)하여 국가예산(國家豫算)의 한도

허용(限度許容) 범위(範圍)에서 인사법(人事法)을 개정보완(改正補完)함으로써만이 바람직
한 군속(軍屬) 인사운영(人事運營)의 적정(適正)을 기대(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행(現行) 인사제도(人事制度)의 저해(沮害) 요소(要素)를 제거(除去)하고 현실적(現實的)으

로 비생산적(非生産的) 비능률적(非能率的)인 인사관리상(人事管理上)의 모순점(矛盾點)을

시정(是正) 보완(補完)하여 효과적(効果的)인 관리운영(管理運營)으로서 이직(移職) 방지(防

止) 내지(乃至) 인력(人力) 활용(活用)에 극대화(極大化)를 도모(圖謀)코자 등급(等級)에 의

(依)한 기능직(技能職)을 신설(新設)하여 기술직(技術職)과 기능직(技能職)으로 양분(兩分)
분리(分離)시켜 인사관리(人事管理) 규제(規制) 사항(事項)을 단일(單一) 인사법화(人事法

4. 문제(問題)
가� 임용상(任用上)의 문제(問題)

(1) 임용권(壬用權) 및 절차(節次)

법(法) 제(第)5조(條)(임용권자(任用權者) 및 임용권(任用權)의 위임(委任)) 1항(項)에 3급

(級) 이상(以上) 군속(軍屬)은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이 행(行)할 수 있도록 규제(規制)하고

있으므로 당군(當軍)의 경우(境遇) 고도(高度) 기술분야(技術分野) 확보(確保)가 시급(時急)하

고 특(特)히 항공분야(航空分野)의 기술자원(技術資源)은 역시(亦是) 현역(現役) 공군(空軍) 출

신(出身)의 우수자(優秀者)를 획득(獲得)하여야 할 실정(實情)에 비추어 절차상(節次上) 다단계

化)하고 기술직(技術職)의 근무(勤務) 의욕(意慾)과 사기(士氣)를 고취(鼓吹)하고 기능상(技

(多段階)의 임용과정(任用過程)과 서류(書類) 수속(手續) 절차(節次) 등(等)의 복잡성(複雜性)

확립(確立)하여야 한다�

白期間)(약(約) 2개월(個月) 반(半))을 조성(造成)� 임무수행(任務遂行) 및 당사자(當事者)들의

能上)의 관리(管理)와 그 능력(能力)에 합당(合當)한 실질적(實質的) 보수체제(報酬體制)를

구분(區分)

년도(年度)

심리적(心理的) 초조감(焦燥感)으로 기회(機會) 포기(抛棄) 등(等) 임용상(任用上) 지장(支障)

연도별 임･면 실적 비교
임명(任命)

면직(免職)

616

310

70

71

424

을 초래(招來)하고 있다�

면직비(免職比)

362

16�4

287

265

12�0

74

236

198

8�4

328

75

391

171

비고(備考)

13�9

72

73

17�8

153

급(級)

3급이상(級以上)

4급(級)

5급(級)
계(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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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1年以下
18

6�7

1～2

2～3

3～4

4～5

5

59

6

76

5년이상

5年以上
111

계(計)
275

256

159

164

296

240

1�366

663

364

270

204

381

353

2�235

103

52

34

군속(軍屬) 보유
(保有) 부대(部隊)

배속 및 보직
(配屬 및 補職

251

394

현행(現行) 임용절차(壬用節次)

충원(充員)
상신(上申)

현급류(現級類) 복무년한별(服務年限别) 통계(統計) (74년도(年度) 조사(調査))
년수(年數)

과 소요(所要) 일수(日數) (평균(平均) 60일(日))로 인(因)한 중요직위(重要職位)의 공백기간(空

9

2

594

공본(空本)

국방부(國防部)

시험위임상신
(試驗委任上申)

위임(委任)

임용확인 및 배속
任用確認 및 配屬

임명 발령
任命 發令

시험실시 및 결과보고
(試驗實施 및 結果報告)

(2) 예하부대(隸下部隊) 업무량과다(業務量過多)

4급(級) 이하(以下) 군속(軍屬) 임용권(任用權) 위임(委任) (71�1�1 시행(施行))을 하였으나 예

하부대(隸下部隊) 인사기구(人事機構)의 협소(狹小)� 타(他) 업무량(業務量) 폭주 등(等)으로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선발(選拔) 기능(技能) 집행(執行) (부표� 3 군속(軍屬) 임명(任命) 행

정처리(行政處理) 순환도(循環圖))은 사실상(事實上) 무리(無理)이며 현행제도하(現行制度下)
에서는 적어도 시험집행(試驗執行) 기구(機構) 독립(獨立) 및 전문가(專門家) 배치(配置)가 요

망(要望)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군속(軍屬) 인사관리(人事管理)가 원활(圓滑)히 운영(運營)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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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제도상(募集制度上)의 문제(問題)

법(法)의 취지(趣旨)는 충분(充分)히 이해(理解)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現行法上) 급류별(級

(4) 임용시험(壬用試驗) 관리상(管理上)의 문제(問題)

현행제도(現行制度)는 학과시험(學科試驗)을 필수(必須)로 하고 있으며 (국방부령(國防

類別) 채용자격(採用資格) 모집요건(募集要件)(학력(學力)，경력(經歷))이 현실적(現實的)으로

部令) 제(第)198호(號)� 군속(軍屬) 임용(任用) 시행규칙(施行規則) 제(第)3조(條) 시험과

(技術分野)인 경우(境遇) 순수(純粹) 기술기능자(技術技能者)의 기술숙련도(技術熟練度)에 따

上) 응시자(應試者)의 평균(平均) 학력(學力)이 중졸(中卒)�고졸자(高卒者)로서 기술(技

(技術資源) 확보(確保)가 곤란(困難)한 실정(實情)임�

(現行) 시험과목(試驗科目)으로서는 기술(技術) 군속(軍屬) 확보(確保)가 난제(難題)로 되

일반(一般) 대중(大衆) 자원(資源)에 비추어 학력(學力) 규제(規制)가 강(强)한 편이며 기술분야

른 대우(待遇) 계급(階級)에 지원(志願)이 불가(不可)하여 특수성(特殊性)에 의(依)한 기술자원

공개채용 자격기준(公開採用 資格基準)

3급(級) 을류(乙類)
4급(級) 갑류(甲類)

4급(級) 을류(乙類)

5급(級)

대졸(大卒) 이상(以上)

3

4
5

갑(甲)

을(乙)

갑(甲)

을(乙)

갑(甲)

을(乙)

갑(甲)

을(乙)

●

초(初)대졸(大卒) 이상(以上)� 고졸(高卒)로서 근무(勤務)�
연구(硏究)경력(經歷) 2년(年) 이상(以上)

고졸(高卒)로서 근무(勤務)� 연구(硏究)경력(經歷) 1년(年) 이상(以上)

제한(制限) 없음

학년자격(學年資格) 박사학위 석사학위

2

●

4급중장비시험과목(級重装備試驗科目)

{

4급용해시험과목(級溶解試驗科目

{

자격(資格)기준(基準)

특별채용 자격기준(特別採用 資格基準)
급류(級類)

術) 능력(能力) 발탁제도(拔擢制度)로 관리(管理)가 이루어짐이 효과적(効果的)이나 현행

어 있다�

현행절차(現行節次)
급류(級類)

목(試験科目)) 겸하여 이중(二重) 전문과목(專門科目)이 설정(設定)되어 있어 사실상(事實

博士學位 碩士學位
5

3

7

5

3

대졸

大卒

9

7

초대졸

初大卒
11
9

고졸

중졸

국졸

高卒

中卒

國卒

12

15

19

14

17

21

5

7

10

13

17

1

3

6

9

13

5

9

3

5
1

8

4

2

11
7

15
11

일반상식(一般常識)
기계공학정리(機械工學定理)
실기학과(實技學科))
일반상식(一般常識)
금속물리학(金屬物理學)
실기학과(實技學科))

분야별(分野别) 학력별(學歷別) 충원비교(充員比較)

구분(區分)
분야(分野)

일반(一般)

기술(技術)

이공계(理工系)

대졸 초대 고졸
大卒 初大 高卒

계
計

4

25

2

21

2

(74년도분(年度分))

인문계(人文系)

대졸 초대 고졸 중졸 국졸
大卒 初大 高卒 中卒 國卒
2

2

1

3

80

160

5

39

1

7

합계

계
計

合計

211

236

89

91

나� 인사관리상(人事管理上)의 문제(問題)

(1) 충원(充員) (T�O) 계급구조상(階級紡溝造上)의 문제(問題)

군속(軍屬)은 전문직위(專門職位)로서 활용(活用)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構造的) 조직

상(組織上) 피라미드형(型)이 이상적(理想的)이겠으나 현(現) 정원표(定員表)에 상하층(上下

層)의 폭(幅)이 極히 좁고 중간층(中間層)만 집중형(集中型)으로 되다 보니 능력(能力)이 인정

(認定)되더라도 상위층(上位層)으로의 승진(昇進)이 막혀(현행승진(現行昇進)은 공석(空席) 개

념(槪念)) 가장 기대(期待) 활용(活用)할 수 있는 중간층(中間層)은 유출치를 만들고 있는 폐쇄
적(閉鎖的) 구조형편(構造形便)임� 특(特)히 조직(組織) 사회(社會)에서의 인간(人間)은 처우(處
遇) 개선(改善)으로서의 보수(報酬) 문제(問題)가 해결(解決)된다면 다음 단계(段階)는 명예욕

100

101

군속 인사관리 소고 <1>
(名譽慾)으로서 (계층사회(階層社會)) 상위급(上位級)으로의 상승(上昇) 희망(希望)이 있어야

근무(勤務) 의욕(意慾)을 유발(誘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대욕(期待慾)을 줄 수 있는 단

일(單一) 호봉(號俸) 등급제(等級制)에 의(依)한 다단계식(多段階式) 구조(構造) 연구(硏究)가
바람직한 것이다�

(2) 보직(補職) 관리상(管理上)의 문제(問題)

현행(現行) 인사법(人事法) 제(第)10조(條)(보직(補職))에 현역(現役) 비교(比較) 등급(等級)

에 따른 직위(職位)를 주도록 되어 있고 보직(補職) 기준(基準) 설정(設定)을 위임(委任)한 상태

小) 등(等) 문제점(問題點)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직렬(職列)의 세분화(細分化)는 대규모(大

規模) 생산공장(生産工場)의 전문화(專門化) 작업체제(作業體制)에서 도입(導入)하는 것이 합

당(合當)할 것이며 현행(現行) 군속(軍屬) 체제하(體制下)에서는 인원(人員) 분포(分布)가 적고

작업(作業) 자체(自體)가 완전(完全) 세분화(細分化)되지 아니한 입장(立場)에서 직군(職群)� 직

렬(職列)을 통폐합(統廢合)하여 최대한(最大限)으로 축소(縮少)하고 신축성(伸縮性) 있는 관리

(管理) 운영(運營)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군속(軍屬) 대민간(對民間) 기업(企業) 봉급(俸給)비교(比較)(중간치)
16

(狀態)이며 실질적(實質的)으로 보직명칭(補職名稱) 및 개념(槪念)이 정립(定立)되지 못하고 있

14

는 반면(反面) 현역(現役)과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인(因)한 보직(補職) 조정(調整)이 제대로

12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實情)이므로 시급(時急)히 표준화(標準化)된 보직기준(補職基準) 설정

8
6

(3) 교육(敎育) 훈련상(訓練上)의 문제(問題)

4

기술군속(技術軍屬)은 자기(自己) 전문분야(專門分野)의 최고(最高) 권위자(權威者)가 되

어야 할 뿐 아니라 상위급(上位級)에 있어서는 관리(管理) 기능(機能)도 겸비(兼備)하여야 하
나 현재(現在)로서는 군속(軍屬)에 대(對)한 교육제도(教育制度)가 마련되지 못하여 관리자

적(管理者的) 자질(資質)을 부여(賦與)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위급(上位級)으로의 승진제한

(昇進制限)으로 단순(單純) 보수(報酬) 개념(槪念)에 의(依)한 대우(待遇)에 그치는 실정(實
情)이다�

(4) 의원면직(依願免職) 규제상(規制上)의 문제(問題)

중요직위(重要職位) 종사자(從事者) 또는 상위직(上位職) 승진(昇進)과 동시(同時)에 이

직(移職)하는 사례(事例)가 많으며 군속(軍屬)은 면직서(免職書) 제출(提出)로 하시(何時)
라도 퇴직(退職)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부대(部隊) 운영(運營)은 물론(勿論)이거니와 인력활

)
業體
체(企
업
기
屬)
군속(軍

10

(設定) 및 직무(職務) 분석(分析)을 일차(一次) 실시(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2
급여류(給與額)
직급(職級)

4級乙(平社員)

3級乙(係長)

2級乙(課長·部長)

4급을(평사원)		

3급을(계장)		 2급을(과장·부장)

군속(軍屬)		

50,000

70,000

120,000

기업체(企業體)		

70,000

100,000

160,000

차이(差異)		

20,000

30,000

40,000

다� 보수상(報酬上)의 문제(問題)

사회(社會) 일반(一般) 기업체(企業體)와 군속(軍屬)과의 보수(報酬) 격차(隔差)는 76년도

용면(人力活用面)에 지장(支障)과 불합리점(不合理點)을 내포(內包)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

(年度)� 급여(給與) 인상(引上)으로 다소(多少) 줄었으나 특(特)히 당군(當軍)의 기술군속(技術

이다�

항시(恒時) 스카웃 대상(對象)이 되고 있어 이들 기술자(技術者)들의 이직(移職) 방지책(防止

동책(制動策)을 설정(設定) 인력(人力) 활용(活用)에 극대화(極大化)를 기(期)하여야 할 것
(5) 직군(職群), 직렬(職列)의 통폐합(統廢合) 문제(問題)

현행(現行) 군속(軍屬) 직군(職群)� 직렬(職列)이 너무 세분화(細分化) (156개(個) 직렬(職

列))되어 인사관리면(人事管理面)에서의 복잡성(複雜性)� 직무적용폭(職務適用幅)의 협소(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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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屬)은 사회기업(社會企業)의 적용성(適用性)이 다양(多樣)한 기술(技術) 소유자(所有者)들로

策)이 당면(當面) 과제(課題)이므로 현(現) 보수체제(報酬體制)를 개선(改善)하여 사회급(社會
給)과 대등(對等)한 보수대우(報酬待遇)를 함으로써 충원(充員)� 이직(移職) 방지(防止)외 생산

적(生産的) 기대효용치(期待効用値)와 능률적(能率的) 인사(人事) 관리(管理)에 기여(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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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향(改善方向)
가� 군속임용제도(軍屬任用制度) 개선(改善)

(1) 임용(任用)권한(權限)의 재위임(再委任)

제도(制度)의 합리적(合理的) 능률적(能率的) 운영(運營)의 생(生)을 찾아 3급(級) 이상

(以上) 군속(軍屬) 임용권(任用權)을 재위임(再委任)하고 4급(級) 이하(以下) 군속(軍屬) 임
용권(任用權)도 예하(隸下) 장관급(長官級) 장교(將校)인 부대(部隊)의 장(長)에게 재위임

(再委任)하여 실질적(實質的)인 통제폭(統制幅)을 완화(緩和)하고 지휘권(指揮權) 강화(强

化)와 임용(任用) 관리(管理) 신속(迅速)을 도모(圖謀)하여 속결(速決) 행정(行政)에 기여

(寄與)한다�

･ 반면(反面) 임용권자(任用權者)는 관리(管理) 감독(監督)과 제도계획면(制度計劃面)에 치

중(置重) 통제(統制)한다�

･ 현역(現役)이 군속(軍屬)으로 전이(轉移)할 때는 절차상(節次上) 필요(必要)로 하는 임용

(任用) 구비서류(具備書類)를 현역(現役) 기록(記錄) 확인(確認)으로 대체(對替)하여 임용(任
用) 구비서류(具備書類)를 간편화(簡便化)한다(공군(空軍)의 기여도(寄與度) 최대(最大) 활용

방편(活用方便)）

(2) 모집(募集) 제도(制度)의 현실화(現實化)

현행(現行) 모집(募集) 제도상(制度上)의 과다(過多) 제한(制限) 사항(事項)과 규제사항(規

制事項)을 완화(緩和)하고 현실적용(現實適用) 가능(可能)토록 전환(轉換)한다�
･ 학력(學力) 규제(規制)를 철폐(撤廢)하고

･ 이공계(理工系) 출신자(出身者)의 우대(優待) 또는 면허(免許)� 기능자격(技能資格) 소지자

(所持者) 활용제도화(活用制度化)

･ 병역(兵役) 특전(特典) 제도(制度)를 현실화(現實化)(군특성(軍特性))
★ 전문(專門) 기술분야(技術分野)의 임용직위(任用職位) 책정(策定)

★ 복잡(複雜)한 심의과정(審議過程)의 행정절차(行政節次) 간소화(簡素化)와 권한(權限)

이양(移讓)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 재직중(在職中) 자격(資格) 획득(獲得)의 의무화(義務化) 규제(規制) (국방(國防)시책(施

策)에 부응(副應))

･ 동질계(同質系) 현역(現役) 출신(出身) 기술(技術) 자원(資源)에 대(對)한 획득상제한요소

개방(獲得上制限要素開放)

★ 학력(學力) 규제철폐(規制撤廢) (초임급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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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계급(現役階級) 보수(報酬)보다 상위급(上位級)으로 책정(策定) 가능(可能)토록 군

속(軍屬) 활용제도(活用制度) 설정(設定)

(3) 임용(任用) 시험(試驗) 제도(制度)의 현실화(現實化)

현행(現行) 임용시험(任用試驗) 제도(制度)를 자원면(資源面)� 자질면(資質面)， 기능상(技

能上)� 특수(特殊) 여건면(與件面) 등(等)을 고려(考慮)한 실현(實現) 우선(優先) 개념(槪念)으
로 제도(制度)를 개선(改善)한다�
(채용시험(採用試驗)）

･ 일반분야(一般分野) � 현행제도(現行制度)로 만족(滿足)

･ 기술분야(技術分野) � 기술평가(技術評價) 위주(爲主)로 한 합격(合格) 비율제채용(比率

制採用)

“예(例)”

특기학과(特技學科)+ 실기(實技) = 합격만점(合格滿點)에 60% 비율(比率)

일반과학(一般科學) = 합격만점(合格滿點)에 40% 비율(比率)

★학력위주(學力爲主) → 기술능력(技術能力)（실기(實技)）+ 학력평가(學力評價)(상식 정도)

(3급승진시험(級昇進試驗))

･ 관리자적(管理者的) 소양(所養)을 평가(評價)할 수 있는 방식(方式)으로 개발(開發)하여

(교육제도(教育制度)) 1차적(次的)으로 평가(評價)하고

･ 2차적(次的)으로 1차(次) 시험(試驗)에서 합격(合格)한 자(者)(시험은 승진(昇進)을 위(爲)

한 자격측정정도(資格測定程度))를 대상(對象)으로 근무성적(勤務成績) + 경력평정점(經歷評

定點) + 포상(褒賞)� 기타(其他) 평가(評價) 요소(要素)에 의(依)한 승진후보자(昇進候補者) 명
부(名簿) 등재순위(登載順位)에 의(依)한 발탁제도(拔擢制度)로 한다�

나� 인사관리상(人事管理上)의 문제점(問題點) 해소책(解消策)

(1) 정원계급(定員階級) 구조(構造)의 개선(改善)

군속(軍屬)은 현역(現役)이 감당 수행(遂行)하기 곤란(困難)한 분야(分野)의 기술(技術) 또는

행정적(行政的) 지원(支援)을 요(要)하는 특수분야(特殊分野)의 종업원(從業員)이라 할지라도 한

집단(集團)인 만큼� 현행(現行) 계급구조(階級構造)(중간비대형(中間肥大形))를 상(上)� 중(中)� 하

(下) 승진(昇進) 누진성(累進性)을 고려(考慮)한 조직(組織)구조(構造)로 개선(改善)한다�
(2) 군속(軍屬) 급류(級類) 등급(等級) 개선(改善)

현행(現行) 계급(階級) 등급(等級)이 5급(級)에서 1급(級)까지 9단계(段階)로 폭(幅)이 좁은

반면 계층(階層) 구조상(構造上) 거의 4급(級)에서 정체(停滯)되는 현상(現狀)으로 그 승진폭

(昇進幅)이 협소(狹小)함� 따라서 “별표” 에서와 같이 등급(等級) 구조(構造)를 15단계(段階)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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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例)� 다단계식등급구조(多段階式等級構造)
호봉
급
1급
2급

등급

1

2

3

4

1
1
2
1

3급

2
3
1

4급

2
3
4
1
2

5급

3
4
5

개선(改善)하여 중간(中間) 정체(停滯) 현상(現狀)을 방지(防止)하고 인사(人事) 효과(効果) 및
능률급(能率級)에 의(依)한 승진(昇進) 촉진(促進) 역할(役割)을 고려(考慮)함으로써 사기면(士

氣面)과 근무의욕(勤務意慾)을 증진(增進)시킬 수 있도록 앞의 도표(圖表)와 같이 다단계식(多
段階式) 등급(等級) 제도(制度)로 개선(改善) 발전(發展)시킨다�
(3) 보직(補職) 관리(管理) 개선(改善)

현역(現役) 비교(比較) 등급(等級)에 따른 보직(補職) 기준(基準)을 구체화(具體化)하고 직제

표(職制表)(편성표(編成表))에 군속(軍屬) 보직명칭(補職名稱)을 표준화(標準化)하고 군속(軍

屬)의 경력(經歷)� 발전(發展) 및 누진(累進)을 위(爲)한 누진보임제도(累進捕任制度)를 도입

(導入) 발전(發展)시킨다�

(5) 군속(軍屬)의 교육제도(敎育制度) 신설(新設)

관리(管理)의 적정(適正)을 기(期)하기 위(爲)하여 군속(軍屬) 교육제도(教育制度)를 신

설(新設) 규정화(規程化)하고 초도(初度) 교육(教育)은 신규(新規) 임용자(任用者)를 대상

(對象)으로 군대(軍隊) 례절(禮節)� 군법(軍法)� 기술적(技術的) 기초교육(基礎教育)을 중
점적(重點的)으로 실시(實施)하여 적시(適時) 적응(適應)토록 하고 중간층(中間層)은 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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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획적(計劃的)으로 강화(强化) 보강(補强)한다� 3급(級) 이상(以上) 발탁(拔擢)은 관

리자(管理者) 과정(過程) 교육(教育)을 설정(設定) (군자체(軍自體)에 설치(設置)하거나 타

기관(他機關)의 연수원(練修院)에 의뢰(依賴)한다) 승진(昇進) 평가계기(評價契機)를 마련

하여 교육과정(教育過程)을 통(通)한 도태(陶汰) 및 승진등(昇進等) 인사정책(人事政策)이

신진대사(新陳代謝)와 제동적(制動的) 설할(設割)로서 자질(資質) 향상(向上)을 도모(圖
謀)한다�

(5) 의원(依願) 면직(免職) 규제(規制) 사항(事項) 신설(新設)

의원면직(依願免職) 규제사항(規制事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新設)하고 중요직위(重要職

位) 및 신규임명(新規任命) 또는 승진(昇進)된 자(者)의 의무(義務) 복무기간(服務期間)을 규제

(規制)한다�

･ 신규(新規) 또는 승진(昇進) 임용후(任用後) � 2년간(年間) 의무복무(義務服務) （서약서

(誓約書) 작성(作成)） 설정(設定)

(6) 군속(軍屬) 직군(職群)� 직렬(職列) 통폐합(統廢合)

･ 기능직(技能職) 직군(職群)� 직렬(職列) 조정(調定)（안(案)）참조(參照)

다� 보수체제(報酬體制) 개선(改善)

(1) 봉급(俸給)

현행(現行) 군속(軍屬)의 봉급(俸給)을 최대한도(最大限度)로 민간(民間) 기업(企業)의 수준

(水準)에 접근(接近)되도록 개선(改善)한다�
(2) 수당(手當)

(가) 현행(現行) 군속(軍屬)의 핵심(核心) 기술(技術) 직위(職位) 수당(手當) 지급(支給) 대상

폭(對象幅)을 점진적(漸進的)으로 확대(擴大) 시행(施行) 개선(改善)한다(핵심기술직(核心技術

職) 월기준액(月基準額) = 2급(級)：45�000 3급(級)：35�000 4급(級) � 30�000)

(나) 국가시행(國家施行) 기능사(技能士) 자격증(資格證) 획득(獲得)을 적극(積極) 권장(勸

獎)하여 기능사(技能士) 장려비(獎勵费) 지급(支給) 혜택(惠澤)을 적극 권장한다�

(1급기능사자격(級技能士資格)�8�500� 2급기능사자격증(級技能士資格證) 소지자(所持

者)� 7�000)

(다) 현행(現行) 군속(軍屬) 기술(技術) 장려비(奬勵費)

지급(支給) 기준중(基準中) 숙련별(熟練別) 복무년수(服務年數)를 2년(年) 정도(程度) 단축

(短縮) 적용(適用) 확대(擴大)한다(현행(現行)� 4급(級) 7년선(年線))

(라) 현역(現役)에게 지급(支給)되는 가족(家族) 수당(手當) 또는 급식비(給食費)� 피복

(被服)(작업복(作業服)) 등(等)을 고려(考慮)하며 대등(對等)한 방향(方向)으로 지급(支給)
한다�

107

군속 인사관리 소고 <1>

(1—1) 군속(軍屬) 계급(階級) 등급(等級) 개선(改善)
(가) 개선이유(改善理由)

숙련･호수

비고(복무연수)

1

5�700

17년 이상

3

3�400

기술

2

3�400

12년 이상

3�400

17년 이상

2�300

2

2�300

12년 이상

1

5�100

17년 이상

1
3

1�100

3

1�700

2

2�800

7년 이상

17년 이상

2�800

12년 이상

11�300

2급 을류에 한함

7년 이상

15�000

←기 능 계

갑

11�300

4
을

4�000

3

12년 이상

갑

1

7년 이상

직

4�000

3

기 능

2

7년 이상

을

3

갑

17년 이상

직

특호

7년 이상

기 술

낙하산교관

특호

4�500

12년 이상

직

특호

특호

1

4�500

2

기 능

고도

E�D�P�S� 요원

여승무원

기준액

2

기술
군속조종교관

구 분

고도

준기술

4 급

기술장려비 지급 기준액

(33%)

을

1급이상

(67%)

갑

급 류

기술직(技術職) 기능직(技能職) 분포(分布)

3�400

을

현행(現行) 군속(軍屬) 급류별(級類別) 등급(等級) (9개등급(個等級)） 체제하(體制下)에

서는 일정(一定) 급류(級類)(정원(定員))까지 단기간(短期間) 승진(昇進)할 수 있는 계기(契

5

期)는 되어 있으나 승진후(昇進後) 다음 승진(昇進)의 길이 막히며 초임급(初任給) 부여(賦

與)에 있어서도 그 폭(幅)이 협소(狹小)함으로 능률급(能率給)이 되지 못하고 근무의욕(勤務

意慾) 사기침체(士氣沈滯) 등(等) 요인(要因)을 제거(除去)할 수 있는 대안(對案)이 없는 형
편(形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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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점(問題點)을 해결(解決)하고 보다 능률적(能率的)이고 효과적(効果的)

개선계급제도(改善階級制度)

인력관리(人力管理) 구현(具現)을 위(爲)하여 현행(現行) 계급제도(階級制度)를 개선(改善)하
여야 할 것이다�

(나) 개선방향(改善方向)

･ 개선(改善)(안(案))

현행(現行)� 9개등급(個等級)(급류(級類))제(制)에서 15개등급(個等級)(급)제(制)로 개선(改

善) 발전(發展)시킨다�

(다) 개선후(改善後) 효과(効果)

(1) 신규(新規) 임용시(任用時) 학력(學力) 및 경력(經歷)에 따른 초임급(初任級) 부여폭(賦

與幅)이 확대(擴大)되어 능률급(能率級) 제도(制度)가 된다�
“예(例)”

현행(現行)은 응시급류(應試級類)에만 임용(任用)할 수 있도록 규제(規制)되어 있으나 개선

(改善)(안(案))은 능력(能力)에 따라 응시급(應試級)의 각(各) 등급(等級)을 조절(調節) 부여(賦
與)할 수 있도록 융통성(融通性)을 갖는다�

(2) 승급(昇級)에 있어서도 누진(累進) 등급폭(等級幅)이 확대(擴大)되어 (9개(個)～15개(個)

등급(等級)으로) 항시(恒時) 기대감(期待感)에 의(依)해서 의욕적(意慾的)으로 임무수행(任務

遂行)에 임(任)할 수 있는 계기(契期)가 될 수 있다�

(3) 현역(現役)의 하사(下士) 이상(以上) 계급(階級) 등급(等級)과 같은 단계(段階)로서 승진

(昇進) 소요년수(所要年數)에 다소(多少)의 균형(均衡)이 유지(維持)된다�
“예(例)”

･ 현역(現役) 하사(下士)에서 상사(上士)까지 소요정년(所要停年) 5년(年)

독일서 「디젤」기관차

― 1912년 처음 건조 ―

4

4

2

7

2

1
1

대령(大領) 관리관(管理官)

2을(乙)

위관(尉官) 감독관(監督官)

(級)

2

행정관(行政官)

3을(乙)

준위(准尉)

4급

1

행정사(行政士)

4갑(甲)

3

행정사(行政士)

4을(乙)

행정원(行政員)

5갑(甲)

행정원(行政員)

5을(乙)

소령(少領) 감독관(監督官)

3

중사(中士)

1

2

하사(下士)

진급정년

進級停年

2갑(甲)

관리관(管理官)

1

1

관리관(管理官)

2

상사(上士)

1

1

1급(級)

(級)

2

1

2급

참사관(參事官)

중령(中領) 관리관(管理官)

1
1

1급(級)

현역계급

現役階級

감독관(監督官)
기사(技士)
기사(技士)

기사(技士)

기사(技士)
기원(技員)

기원(技員)

기원(技員)

3급

(級)

5급

(級)

기원(技員)
기원(技員)

기술직(명칭)

技術職(名稱)

급

(級)

1

3

2

행정관(行政官)

행정관(行政官)

행정사(行政士)

4

행정사(行政士)

2

행정원(行政員)

4

행정원(行政員)

등

일반직(一般職)

1
3

5

(等)

3갑(甲)

행정원(行政員)
명칭(名稱)

현 계급
現( 階級 )

< 세계최초 〉

2

2

현역
現(役 )

停年)� 5년(年)

4

개선안
改(善案 )

･ 5급(級) 5등급(等級)(하사(下士))에서 4급(級) 4등급(等級)(중사(中士))까지 소요정년(所要

2

장관(長官) 참사관(參事官)

1912년 독일의 「프루시안一헤시안」 철도회사에 의해 건조되었다�
그러나 이 「디젤」기관차는 시험운행에서 신통치 못한 성능을 나타내
승객 운송에는 이용되지 못했다�
최초로 승객 운송에 이용된 「디젤」기관차는 1921년 「튀니지」 철도
회사가 「스위든」에서 구입해 운행한 것�

110

111

항공

군사

도플러 레이다 소개

과학
2. 레이다의 기본원리(基本原理)
가� 레이다 계통도(系統圖)

레이다는 전파(電波)가 자유공간(自由空間)을 직진(直進)하고 어느 물표(物標)에 부닥치면

반사(反射)하며� 전파(電波)의 속도(速度)는 빛의 속도(速度)와 마찬가지로 일정(一定)하다는

세 가지의 기본원리(基本原理)를 적용(適用)한 것으로서 제(第)1도(圖) 레이다의 기본도(基本

圖)에서와 같이 송신기(送信機)와 수신기(受信機)에 안테나를 부착(附着)하면 항공기(航空機)
의 포착(捕捉)이 가능(可能)하게 된다�

양 신 석(梁宸錫)

송신기(送信機)

1. 개요(槪要)
레이다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略字)로서

무선전파(無線電波)의 특성(特性)을 응용(應用)하여 육안(肉眼)으

안테나

로 볼 수 없는 원거리(遠距離)의 물표(物標)를 탐지(探知)하며� 방

위(方位)� 거리(距離) 및 고도(高度)를 결정(決定)해 주는 전자장치

(電子装置)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레이다의 개발과정(開發過程)을 살펴보면� 1903년(年)에 독일

(獨逸)의 Hulsmeyer가 선박(船舶)으로 부터 반사(反射)된 무선파(無線波)를 잡아냈지만 그

거리(距離)가 부과(不過) 1마일 밖에 되지 않아 육안(肉眼) 관측(觀測)과 거의 같은 효과(効果)
뿐이었으므로 중요시(重要視)되지 않았다� 그 후(後) 여러가지의 실험(實驗)을 거쳐 1930년(年)

에는 미해군(美海軍)의 Hayland가 2마일 밖의 항공기(航空機) 탐지(探知)에 성공(成功)하였으

며� 2차대전(次大戰)에는 군용(軍用) 레이다가 실용화(實用化)되었다� 오늘날에는 3차원(次元)

레이다와 같은 최신식(最新式) 레이다 기술(技術)이 놀라울 정도(程度)로 발전(發展) 실용화(實
用化)되고 있다� 레이다는 민간용(民間用)으로 지상교통감시(地上交通監視)� 선박(船舶) 및 항

법(航法)� 항로교통관제(航路交通管制) (ATC)� 지상접근관제(地上接近管制) (GCA)� 기상관측

(氣象觀測) 레이다 등(等)으로 다방면(多方面)에 걸쳐 사용(使用)되며� 군용(軍用)으로는 대인
탐지(對人探知)，조기경보(早期警報) (EW) 및 요격(邀擊)관제(管制)(GCI)� 유도탄(誘導彈) 추

적(追跡) 유도(誘導) 및 「호우밍」� 항공기탑재(航空機搭載) 요격(邀擊) 및 폭격(爆擊) 레이다
등(等)으로 가장 널리 사용(使用)되고 있다�

또한 과학분야(科學分野)에서는 천체(天體)의 원거리(遠距離) 측정(測定) 인공위성(人工衛

星)이나 우주선(宇宙船) 탐색(探索) 및 추적용(追跡用) 등(等)으로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하여 계속(繼續) 실용(實用) 및 응용(應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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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직진성(電波) 直進性)
전파 반사성(電波) 反射性)

전파속도 일정성(速度一定性電波)

수신기(受信機)

제(第)1도(圖) 레이다의 기본도(基本圖)

제(第)2도(圖)는 레이다의 계통도(系統圖)로서 기본적(基本的)인 송수신기(送受信機) 외(外)

에 고출력(高出力)을 낼 수 있는 변조기(變調器)와 송수신기간(送受信機間)의 동기(同期)를 위

(爲)한 타이머와 수신(受信)된 정보(情報)를 육안(肉眼)으로 판독(判讀)하는 표시기(表示器) 등
(等)이 있어야 한다�

나� 거리측정(距離測定) 원리(原理)

전파(電波)의 속도(速度)는 1초(秒)에 30만(萬)킬로미터이며� 1마일을 왕복(往復)하는데 소

요(所要)되는 시간(時間)은 12�4 마이크로 초(秒)이다� 따라서 제(第)3도(圖)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레이다에서 전파발사후(電波發射後) 620마이크로 초(秒) 있다가 우측(右側)에 표시(表示)
된 A 스코우프에서 표적(標的)을 발견(發見)하면 그 표적(標的)은 레이다로부터 50「노티컬 마

일」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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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테나 계통(系統) 및 표시방법(表示方法)

현용(現用) 2차원(次元) 레이다는 탐색(探索)레이다와 고도(高度)레이다로 대별(大別)한다�

탐색(探索)레이다의 안테나는 제(第)4도(圖)에서 표시(表示)한대로 그 모양(模樣)이 손바닥을

옆으로 편 것 같으며 회전운동(回轉運動)을 하는데 안테나에서 발사(發射)하는 전자파(電磁波)

호관계(相互關係)와 주파수(周波數) 구분(區分)을 표시(表示)한 것으로서 레이다 주파수(周波數)

와 레이다 주파수(周波數) 「밴드」도 아울러 표시(表示)하였다� 레이다 주파수(周波數)는 25「메

가헤르쓰」로부터 70�000「메가헤르쓰」(70「지가헤르쓰」)까지의 범위(範圍)를 말하며� 각(各) 레

이다의 주파수(周波數) 대역(帶域)은 L，S，C� X � K 「밴드」4 등(等)으로 구분(區分)된다�
전파속도(電波速度)=광속(光速)=3 x 10m8/초(秒)(30만(萬)km) 1레이다 마일=12.4㎲

620
12.4

= 50NM

전파발사
(電波發射)

반사파(反射波)

안테나

안테나

송신기
送信機

반사파수신
(反射波受信)

수신기
受信機

제(第)3도(圖) 거리측정원리(距離測定原理)

안테나

표시기
表示器

「비임」은 수평면(水平面)으로 좁고 수직면(垂直面)으로는 넓다� 탐색(探索)레이다는 방위(方
位)와 거리(距離)를 판독(判讀)하게 되므로 전시방법(展示方法)은 PPI (평면위치표시기(平面位

탐색 探(索 레)이다

제(第)2도(圖) 레이다의 계통도(系統圖)

구분(区分)

모양(模様)

운동(運動)

회전
(回轉)

며 회전(回轉)을 하는데 「비임」은 수평면(水平面)으로 넓고 수직면(垂直面)으로 좁다� 고도

(高度)레이다는 통상(通常) 탐색(探索)레이다의 종속물(從屬物)로서 거리(距離)와 고도(高度)
를 판독(判讀)시켜 주는데 RHI(거리고도(距離高度) 표시기(表示器))에 전시(展示)된다�

라� 레이다 주파수(周波數) 및 전자파(電磁波) 「스펙트럼」

제(第)5도(圖)는 전자파(電磁波) 「스펙트럼」의 각주파수(各周波數)에 따른 파장(波長)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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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高(度 레)이다

반대(反對)로 고도(高度)레이다 안테나는 손바닥을 위로 편 것 같으며 상하(上下)로 끄덕이

상하
(上下)

수평(水平) : 좁다
수직(垂直) : 넓다

수평(水平) : 넓다
수직(垂直) : 좁다

기능(機能)

종속 從(屬 거)리 距(離 )
고도 高(度 )

置表示器)에 의존(依存)하게 된다�

비임

방위 方(位 거)리 距(離 )

변조기
變調器

호(號) 4도(圖) 안테나 계통(系統) 및 표시방법(表示方法)

620 ㎲

스코우프

PPI

R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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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선포착범위(可視線浦捉範圍)는 해발(海拔) 0피이트부터 요구(要求)되는 고도별(高度

파장
(波長)

別)로 작성(作成)할 수 있는데 이는 레이다의 능력(能力)，항공기(航空機)의 크기와 무관(無關)

하며� 그 레이다가 볼 수 있는 최대(最大) 포착거리(浦捉距離)까지 유효(有効)하다� 실용포착범

위(實用浦捉範圍)도 요구(要求)하는 고도별(高度別)로 작성(作成)하는데 이는 특정(特定)한 항

공기(航空機)(례(例) � F�4� MIG �21)에 대(對)하여 그 레이다가 실제(實際)로 포착가능(捕捉

레이다 주파수(周波數)

可能)한 「카버레지를」 말한다� 실고도포착(實高度浦捉) 범위(範圍)는 지표상(地表上)의 요구

(要求) 고도별(高度別)로 작성(作成)되며 일정(一定)한 대지고도(對地高度)를 비행(飛行)하는
항공기(航空機)에 적용(適用)하는 「카버레지」를 말한다�

레이다 주파수(周波數)밴드 L SCXK

주파수
(周波數)

가청주파수
(可聽周波數)
L 밴드: 1,000〜2,000MHZ

C 밴드: 4,000〜8,000MHZ

방송대
(放送帶)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赤外線)

거리(距離)(NM) = 1.23 ( √
H1 + √
H2)

{

H 1 = 요구(要求)고도(高度)
H 2 = 사이트 고도(高度)
+0.2ْ (80ْ 방향(方向))

S 밴드: 2,000~ 4,000MHZ

X 밴드: 8,000〜12,000MHZ

제(第)5도(圖)� 레이다 주파수(周波數) 및 전자파(電磁波) 스팩트럼

90ْ 방향(方向)

3. 레이다 포착범위(捕捉範圍)
레이다 포착범위(捕捉範圍)는 레이다가 표적(標的)을 탐지(探知)할 수 있는 「카버레지」를

말한다�

90ْ 방향(方向)

레이다가 높은 산정(山頂)에 위치(位置)하고 주변(周邊)에 차폐(遮蔽)되는 지형(地形)이 없으

면 포착범위(捕捉範圍)는 넓어지며� 반대(反對)로 골짜기에 위치(位置)하고 주변(周邊)에 높은

산(山)들이 있으면 현저(顯著)히 줄어든다� 이 포착범위(捕捉範圍)는 또한 레이다의 출력(出力)�

안테나 이득(利得)� 탐지(探知)되는 표적(標的)의 크기� 수신기(受信機) 감도(感度)에 따라서도
상이(相異)하다�

가� 포착범위(捕捉範圍)의 分類

레이다 포착범위(捕捉範圍)는 가시선포착범위(可視線捕捉範圍)( Line�of�Sight

Coverage)� 실용포착범위(實用捕捉範圍) (Operational Coverage) 및 실고도포착범위(實高度
捕捉範圍)(Over Terra in Coverage)의 세가지로 분류(分類)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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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 가시 거리(水平線 가시可視 距離)
제(第)6도(圖) 가시선(可視線) 포착범위(捕捉範圍

나� 포착범위(捕捉範圍) 작성법(作成法)

레이다 포착범위도(捕捉範圍圖)는 레이다의 고도(高度)와 주변(周邊)의 지형외(地形外)에도

지표면(地表面)의 굴곡률(屈曲率)에 따른 전파(電波)의 직진성(直進性)을 고려(考慮)하여 작성

(作成)된다�

가시선(可視線) 포착범위(捕捉範圍)는 제(第)6도(圖)에서처럼 레이다 사이트의 높이가 300

피이트인 경우(境遇) 10�000피이트 고도(高度)에 대(對)한 부분적(部分的)인 포착범위도(捕捉

範圍圖)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레이다 전방(前方) 80도(度) 방향(方向)에 높은 산(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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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각(遮蔽角)이 0�2도(度)인 때 10�000피이트에서 포착(捕捉) 가능(可能)한 거리(距離)는 88

「노티컬마일」이 되며� 90도(度) 방향(方向)이 수평선(水平線)이라면 10�000피이트에서의 포
착거리(捕捉距離)는 178「노티컬마일」이 된다� 이와같이 레이다 사이트를 중심(中心)으로 하

기(航空機)를 예(例)로 든 것으로서 “90도(度) 방향(方向)” 이라고 표시(表示)한 직선(直線) 위
를 비행(飛行)할 때는 레이다에서 잡히며 그 직선 아래를 비행(飛行)할 때는 분지(盆地)에 해

당(該當)되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므로 틈(Gap) 이 생기게 된다� 이와같이 전방위(全方位)에 대

여� 360도(度) 전방위(全方位)에 대(對)한 레이다 포착범위(捕捉範圍)를 구(求)하여 련결(連結)

(對)한 일정고도(一定高度)의 대지고도(對地高度) 포착범위(浦捉範圍)가 완성(完成)되면 이를

(捕捉範圍圖)가 완성(完成)된다�

에 적기(敵機)의 초저고도(超低高度) 기습공격(奇襲攻擊)을 방지(防止)하기 위(爲)하여 취약지

하면 그 레이다 사이트의 특정고도(特定高度)에 대(對)한 레이다 가시선(可視線) 포착범위도

그 고도(高度)의 OTC라고 부른다� 계곡(溪谷)에는 부포착(不浦捉) 틈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

역(脆弱地域)에 전방감시(前方監視) 레이다를 설치(設置)하여 물샐 틈 없는 저고도(低高度) 공

F - 5A

중감시(空中監視)를 철저(徹底)히 하여야 함은 재론(再論)의 여지(餘地)가 없다�

20,000

분지(盆地)

F - 5A : XDB

500

실용(實用) 포착범위
(捕捉範圍)
최대(最大) 포착범위
(捕捉範圍)

FPS - 00A
레이다

90ْ 방향
(方向)

지형제한(地形制限)

90ْ 방향(方向)
GAP
第)7도(圖)� 실용(實用) 포착범위(捕捉範圍)

500 OTC

실용(實用) 포착범위도(捕捉範圍圖)는 특정(特定)한 항공기(航空機)의 직정면(直正面)에서

(제(第)8도(圖)� 실고도포착범위(實高度捕捉範圍)（O�T�C)

레이다로 반사(反射)되는 면적(面積)을 DB로 환산(換算)하여 그 DB치(値)에 의거(依據) 작성

(作成)된다� 항공기(航空機)의 표면적(表面積)이 넓을수록 포착거리(捕捉距離)는 커지며� 소형
항공기(小型航空機)는 줄어들게 된다� 제(第)7도(圖)는 F�5A를 XDB(각(各) 항공기(航空機)

의 DB치(値)는 비밀사항(秘密事項)임)라고 하였을 때의 실용(實用)포착범위도(捕捉範圍圖)를

표시(表示)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境遇)라도 실용포착범위도(實用浦捉範圍圖)는 최대포착범

위(最大浦捉範圍)를 초과(超過)할 수 없다�

실고도(實高度) 포착범위도(浦捉範圍圖)는 항공기(航空機)가 지표면(地表面)을 따라 일정

4. 「도플러 레이다」
가� 「도晉러」효과(効果) (Doppler Eﬀect)

우리가 철도변(鐵道邊)에 서 있다고 가정(假定)하고 멀리서 기차(汽車)가 기적(汽笛)을 울리

며 진입(進入)해 올 때는 같은 거리(距離)에서 진출(進出)할 때의 기적(汽笛)소리 보다 크게 들

(一定)한 대지고도(對地高度)를 비행(飛行)할 때 레이다에서 포착(捕捉) 가능(可能)한 범위도

리기 마련이다�

유지(維持)하면서 아주 낮게 레이다 사이트 90도(度) 방향(方向)으로 진입(進入)해 오는 항공

거리(距離)가 축소(縮小)되거나 신장(伸張)될 때는 그 진동주파수(振動周波數)가 증가(增加)하

(範圍圖)를 말한다� 제(第)8도(圖)에서는 지표상(地表上) 500피이트의 대지고도(對地高度)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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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감소(減少)하는 물리적(物理的)인 원리(原理)라고 정의(定義)된다�

따라서 「도플러」효과(効果)는 『관측자(觀測者)와 피관측자간(被觀測者間)의 상대운동(相

對運動)에 차이(差異)가 생길 때는 소리� 빛 또는 전파(電波)의 진동주파수(振動周波數)에 변화

(變化)를 일으키는 현상(現象)』을 말한다�

레이다는 바로 이 「도플러」 효과(効果)를 이용(利用)한 것으로서� 레이다가 지상(地上)에

고정(固定)되어 있으나 비행(飛行)하는 항공기(航空機)는 이동(移動)하고 있으므로 수신(受信)

도플러 레이다 소개
고정 목표물(固定 目標物)

안테나

이동 목표물(移動 目標物)

MIT 수신기
(受信機)

지연기
(遲延期)

초도(初度)
펄스

상살기
(相殺氣)

이동 목표물
(移動 目標物)

차기(次期) 펄스

된 반사신호(反射信號)는 레이다 송신주파수(送信周波數)와 항상(恒常) 차이(差異)가 있고 그

차이주파수(差異周波數)를 검출(檢出)해 내면 목표물(目標物)의 탐지(探知)가 가능(可能)하게

된다� 만일(萬一) 「도플러」 효과(効果)가 없다면 고정물표(固定物標)와 이동목표(移動目標)

MIT비디오

로부터 수신(受信)한 반사주파수(反射周波數)의 차이(差異)를 발견(發見)할 수 없으므로 비행

(飛行)하는 항공기(航空機)의 검출(檢出)은 불가능(不可能)하다� 따라서 「도플러」 효과(効果)
를 이용(利用)한 레이다를 통칭(通稱)하여 「도플러 레이다」라고 부른다� 현용(現用) 레이다는

모두 이 「도플러」 효과(効果)를 적용(適用)한 기술(技術)을 사용(使用)하기 때문에 모든 레이

다가 「도플러 레이다」인 것이다�

나�「도플러 레이다」의 분류(分類)

「도플러 레이다」는 지속파(持續波)(CW) 「도플러 레이다」와 「펄스」(Pulsed) 「도플러

표시기
表示器

50
100
150

120NM

정상(正常)
비디오

200NM
사이트를 중심(中心)으로 클러터가 많은 근거리(近距離)에 사용(使用) (l00NM 내외(內外))

제(第)9도(圖)� MTI 레이다 원리(原理)

레이다」로 대별(大別)된다�

(目標反射波)를 수신(受信)한 시간(時間)까지를 계정(計定)하여 목표(目標)의 위치(位置)를 판

受信)하여 이동목표(移動目標)로부터 수신(受信)되는 신호(信號)를 「도플러」 효과(効果)에

의 정확(正確)한 거리(距離)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외(外)에 출력(出力)이 비교적(比較的) 크기 때

點)으로서는 장비(装備)와 회로구성(回路構成)이 아주 간단(簡單)하고� 저출력(低出力)이기 때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레이다의 단점(短點)으로는 강(强)한 「펄스」송신시(送信時)에 수신기

CW 「도플러 레이다」는 송수신기(送受信機)에서 계속(繼續) 지적파(持績波)를 송수신(送

의(依)해 검출(檢出)하여 목표(目標)를 탐지(探知)해 낸다� 이 CW 「도플러 레이다」의 장점(長
문에 상대방(相對方)에서 레이다로 잡히고 있는가를 감지(感知)하기 어려우며 전파간섭(電波

干涉)에 덜 민감(敏感)한 것들을 들 수 있으나� 단점(短點)으로서는 목표(目標)가 있는 방향(方

向)과 속도(速度)는 찾아낼 수 있지만 상대거리(相對距離)를 알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레이

독(判讀)케 하는 전형적(典型的)인 레이다이다� 이 레이다의 장점(長點)으로는 목표(目標)까지
문에 고출력(高出力) 장거리(長距離) 레이다인 방공용(防空用)으로 사용(使用)이 가능(可能)하

(受信機)에서 그 신호(信號)의 일부(一部)가 수신(受信)되면 수신기(受信機) 회로(回路)를 타게
하므로 송신기간(送信期間)에는 수신기(受信機)를 꺼주는 특수장치(特殊装置)를 필요(必要)로

하며� 고정목표(固定目標)로부터의 지면(地面) 「클러터」 반사신호(反射信號)가 강(强)하기 때

다는 주(主)로 항공기(航空機)에 탑재(搭載)하여 요격기(邀擊機)나 투도탄(透導彈)의 래습(來

문에 스코우프를 공백(空白)시켜 버려 그 안에 포함(包含)된 이동목표(移動目標)의 판독(判讀)

으로 흔히 사용(使用)된다� 목표(目標)와의 상대거리(相對距離)를 알지 못하는 이 CW 「도플러

법(方法)으로는 잘 알려진 MTI(이동목표표시(移動目標表示)) 레이다와 사용(使用)으로서 그의

調)(FM) 또는 진폭변조(振幅變調)(AM) 시켜서 개발(開發)한 레이다를 CW FM 「도플러」 또

초도(初度) 「펄스」는 수신(受信)된 후(後)에 지연선(遲延線)에서 지연(遲延)되어 차기(次期)

襲)을 경고(警告)해 주는 초계용(哨戒用)이나 경찰(警察) 레이다 또는 대인(對人) 레이다용(用)

레이다」의 단점(短點)을 보강(補强)하기 위(爲)하여 CW 신호(信號)를 주파수변조(周波數變

을 불가능(不可能)하게 한다는 것이다� 강(强)한 지면(地面) 「클러터」를 제거(除去)해 주는 방

대표적(代表的)인 원리(原理)는 제(第)9도(圖)에 도시(圖示)되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CW AM 「도플러 레이다」라고 호칭(呼稱)한다�

「펄스」가 수신(受信)되는 순간(瞬間)에 「도플러」효과(効果)에 의(依)한 위상변화(位相變化)

「펄스」 를 순간적(瞬間的)으로 송신(送信)하여 「도플러」 효과(効果)에 의(依)한 목표반사파

프상(上)에 나타나게 해 준다�

「펄스 도플러 레이다」는 목표(目標)의 거리(距離) 정보(情報)를 얻기 위(爲)하여 아주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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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켜서 고정목표(固定目標)는 말끔히 상쇄(相殺)시키고 이동목표(移動目標)만을 스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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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結 言)
레이다에 대(對)한 개략적(槪略的)인 설명(說明)과 「도플러 레이다」에 관(關)한 소개(紹介)

를 흥미(興味) 본위(本位)로 엮어 나갔기 때문에 구체적(具體的)인 수식(數式)과 도표(圖表)를
활용(活用)하지 못한 것을 유감(遺憾)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過去)에 레이다를 좀 더 알고

자 하던 독자(讀者)에게 상식(常識) 이상(以上)의 레이다 소개(紹介)가 되었기를 바란다�
< 참고서적(參考書籍) 〉

1� AFM 52―8 : Radar Circuit Ana lysis�

2� Skolnik 저(著)： Introduction to Radar System 및 Radar Handbook�
3� ITT : Reference Data for RadioEngineers�

<서울신문(新聞) 사회부차장(社會部次長)>

4� AFM 11―1, Vol� Ⅲ : Communications―Electronics Terminology�

최 신 호(崔信鎬) 역(譯)
한국전(韓國戰) 때 잠시 위세를 떨쳤던 북괴(北傀)의 소

련제(製) 전투기 MIG�1의 「킬러」가 미국(美國)의 F�

86 「세이버」전투기였다면 월남전(越南戰)과 중속전(中

束戰)에서 MIG�의 「킬러」역(役)은 전천후(全天候) 전
투기 F�4「팬텀」이었다�

팬팀은 전천후성(全天候性) ･ 긴 항속력(航續力) ･ 예리한 가속력(加速力) ･ 강력한 공격력

등이 뛰어난 전투기로 오늘날 서방(西方) 세계 각 공군(空軍)의 주력(主力)을 이루고 있다�

현재 실용(實用)단계에 있는 전투기 중 「팬텀」보다 성능(性能)이 우수한 기체(機體)는 F�1

와 MIG �23 정도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 두 기종(機種)도 속도(速度)･비행(飛行) 고도면(高度面)에서는 「팬텀」보다 우수하나 운

동성(運動性)이나 저공(低空)･저속(低速) 비행능력･탑재(搭載)능력 등 실용성(實用性)에 대한

비용(費用) 대(對) 효과면(効果面)에서 본다면 별 차이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評價)이다�

「팬텀」의 우수성을 「6일(日)전쟁(戰爭) (6년) 당시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이었던 「와이

즈만」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팬텀」은 지상(地上) 목표물이나 함선(艦船) 공격에 위력(威力)이 있었으며 주야(晝夜)･

악천후(惡天候)에서도 작전(作戰)능력이 월등(越等)했다� 소련의 MIG는 상승률(上昇率)은 좋
으나 선회성(旋回性)에 문제가 있다�

물론 MIG는 경(輕)전투기(戰闘機)이고 「팬텀」은 중전투기(重戰闘機)라는 차이가 있다�

근거리 요격 주간작전에는 경(輕)전투기(戰闘機)가 장거리 침공･야간작전에는 중전투기(重

戰闘機)가 유리하다� 대(對)「이집트」 공중전(空中戰)에서 「이스라엘」전적의 대부분은 기관
포(機關砲)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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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敵機)와의 거리가 1천m 이내일 경우에는 기관포만이 사용 가능하다� 「팬텀」에는

30mm 기관포 2문(門)이 있었으나 MIG�21에는 「미사일」뿐 기관포가 없었다� 6일(日) 전쟁

현대 항공기 체계
특히 MIG�25는 「마하」3을 넘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性能)이 좋은 전투기로 평가되었다�

F�4「팬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美國)은 이같은 소련(聯)의 최

뒤 MIG�21 에도 기관포 2문(門)을 새로 장비케 되었다�

신예(最新銳)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고성능(高性能)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駐韓美) 공군 ･「이스라엘」･ 일본(日本) 등(等)이 갖고 있는 주력(主力) 전투기(戰闘機)이다�

나왔다�

최대 속도(速度) 「마하」2 ･ 3인 F�4E는 「팬텀」의 주종기로서 미전략(美戰略)공군 ･ 주한

미(美) 「맥도널 더글러스」 항공사가 미해군(美海軍)의 요청으로 61년 F�4A를 함재기로

처음 생산� 배치(配置)한 이래 미해병대(美海兵隊)에는 F�4G� 「이란」공군(空軍)에는 F�4D�

영(英) 해군에는 F�4 K 등 각군(各軍)의 요구에 따라 장비나 구조를 조금씩 개량(改良)해가며

「알파벳」을 매기고 있다� 현재 F�4N까지 있으나 주력(主力)은 역시 F�4E다�

「팬텀」을 대형(大型) 전투기로(자중(自重) 1만 2천 4백kg ･ M lG�21은 6천kg) 최대 ･ 항

속거리 3천 7백km(MIG�21은 1천 8백 km)� 연료나 공격장비ㅍ전자장비 등을 많이 실으며 2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개발한 것이 F�15 「이글」(Eagle)이며 함재기(艦載機)로는 F�14가
F�15 「이글」은 비교적 원거리(遠距離)까지 출격� 공격기의 엄호도 할 수 있는 제공(制空)

전투기 이다� 기체(機體)가 작은 전투기는 전천후작전과 원거리출격 및 각종 「레이다」� 많은

연료 ･ 전자장비 탑재가 어렵다�

그러나 대형기(大型機)는 탑재병기에 의한 중량(重量) 때문에 성능(性能)의 저하(低下)가 불

가피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F�15는 「팬텀」과 같은 중전투기(重戰鬪機)와 MIG와 같은 경전투기(輕戰闘機)의 장점(長

인승이어서 공중전(空中戰)에서 특히 유리(有利)하다�

點)을 고루 따서 「팬텀」처럼 대형(大型)이면서도 MIG 같이 날렵하게 설계되었다�

은 유럽에서의 전투를 상정(想定)� 소형(小型)을 만들어 왔으나 점차로 소련은 MIG를 대형화(大

인 것으로 알려졌다� F�15는 「전투기다운 전투기」라고 불릴 정도로 성능(性能)이 우수하며

F�4E의 최대 탑재량은 8t� 2차대전 때의 중폭격기(重爆擊機)와 맞먹는다� 「팬텀」은 공대

미국(美國)은 지금까지 전투기의 주안(主眼)을 침입해 오는 대형기(大型機) 저지(沮止)를 위

미국(美國)은 전략적(戰略的)인 입장에서 대형(大型)을 만들고 「프랑스」(미라즈)� 소련(MIG)

型化)하는 반면� 미국(美國)은 소형화(小型化)하며 중간형(中間型)의 기종(機種)이 나오고 있다�

공(空對空) 「미사일」(AAM)을 제일 많이 탑재하는 전투기다� 동체(胴體) 밑에 4발� 날개 안쪽

미국(美國)이 F�1를 등장시키자 이번에는 또 소련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M�27을 개발 중

더 이상의 고성능(高性能) 전투기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 공격(攻擊) 능력과 대지지원(對地支援) 능력의 효율성에 두었으나 F�15에서는 전투기 본래

에 4발 등 모두 8발의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

의 목적인 적(敵)전투기에 대한 전투 능력 증대(增大)에 힘을 기울였다�

한다 「팬텀」은 매분(每分) 6천발을 발사할 수 있는 2문의 기관포가 있으며 공대지(空對地)

확히 비행할 수 있는 관성항법(慣性航法)장치･공격(攻擊)장치･고성능(高性能) 「레이다」� 이와

그러나 「미사일」이 결코 만능(萬能)은 아니다� 특히 근접(近接) 공중전에서는 기관포라야

「미사일」 2종류� TNT 20k급� 위력의 특수 병기 B�43으로 알려진 핵병기(核兵器) 탑재도 가
능하다� 그 밖에 지뢰(地雷) ･「가스」탄(彈) ･「네이팜」탄(彈) ･「로케트」탄(彈) 등 각종 포탄

(砲彈)을 적재할 수 있다�

전천후성(全天候性) 제공(制空) 전투기(戰鬪機)인 F�15는 지상의 지원없이도 장거리를 정

함께 연동(連動)하는 「컴퓨터」･「미사일･시스템」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단독으로 방공(防

空) 전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우수한 기종(機種)이다�

원거리(遠距離) 물체의 탐지능력(1백80km에 달함)뿐 아니라 나무 키 정도의 낮은 높이로 침

「팬텀」의 연료량은 약 10t� 최대 속도로 1시간 날면 32�5t � 매초(每秒)에 9kg� 용적으로는

입해오는 적기(敵機)를 탐지(探知)할 수 있는 하방감시(下方監視) 능력을 갖춘 「레이다」도 장

그러나 보통 순항(巡航) 때에는 1시간에 2t 정도가 쓰인다� 「엔진」은 14만 마력(馬力)， 2

현대(現代)의 침공기는 지상(地上) 「레이다」에 의한 발견을 피하기 위해 지표(地表)에 닿을듯

12�이며 소방차가 「호오스」로 물을 뿌리는 정도로 소비한다�

비하고 있다�

차 대전 때 일본(日本)의 거인전함(巨人戰艦) 「야마도」 (대화(大和))의 15만 마력(馬力)과 맞

아슬아슬하게 저공(低空) 초고속(超高速) 비행으로 래습(來襲)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만 달러)� 「팬텀」 값을 자체(自體)중량(重量)으로 나누면 kg 당 2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頭)중량을 크게 하여 파괴력을 증가시켰다�

먹는다� 값은 전자제치(電子製置)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F�4E의 경우� 28억 5천만원(5백 70
금(金)값보다는 싸나 은(銀)값의 3배(倍) 정도이다�

미국(美國)이 월남전(越南戰)에 개입(介入)， 막대한 군사비(軍事費)를 지출하고 있던 60

년대에 소련은 해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 YAK�28P� SU�15� MIG�23� MIG �25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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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는 중사정용(中射程用) 「미사일」AN�AIM�7 「스패로우」4발을 적재하며 탄두(彈

단사정용(短射程用)으로는 AN�AIM�9E 형 「사이드와인더」 4발을 탑재했으며 이 밖에

20mm 기관포 등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전투기는 공대공(空對空)의 전투상태에서 착륙한 뒤 12분만에 정비(整備)를 끝내고

다시 출격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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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속도 「마하」2�5� 소련의 MIG�25의 「마하」3�2에 비하면 속도(速度)는 뒤지나 근대

(近代) 공중전(空中戰)은 거의 「마하」1 이하의 속도와 1만m 이하의 고도(高度)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공중전(空中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F�15의 최대항속거리가 5천km (팬텀은 3천 7백km)인데 비해 MIG�25는 2천8백 km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승력(上昇力)이나 각종 장비 등 총합성능면(總合性能面)에서 아직은 F�

15를 따라갈만한 전투기가 없다�

이렇게 성능이 우수하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돈 많은 나라가 아니면 구입하기 어렵게 되

어 있다� F�15의 대당(臺當) 가격은 미공군(美空軍)이 7백 29대(臺) 생산을 결정했을 시점(時

현대 항공기 체계
형(輕量小型)에 기동성이 풍부한 「미그」에 불리(不利)하다는 것이 증명(證明)된 셈이다�

미군(美軍)은 「미그」17에 패(敗)한 불명예를 남긴 F�105 대신 공중전(空中戰)에 강한

F�4 「팬텀」을 월남전(越南戰)에 대대적으로 투입(投入)� 그 뒤 「미그」기(機)를 침묵시

켜 버렸다�

이어 1967년 6월의 제3차 중동전(中東戰)에 「아랍」측(側)은 신형(新型)의 「미그」19와

21을 투입했고 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中東戰)에서도 「이집트」의 주력(主力)은 역시 「미
그」21 이었다�

「이스라엘」공군은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F�4 「팬텀」으로 「아랍」측의 「미그」21을 제

點)에서는 75년도 가격으로 7백 50만 「달러」(37억 5천만원)이며 80년까지의 년차적(年次的)

압�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했다�

에 보고되고 있다�

에 나온 것은 소련(聯) 최초의 「미사일」을 장비했다�

값은 5백 90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完)� 强 력(力)하면서도 소형(小型)의 「엔진」을 실용화(實用化)하여 일약 「마하」2급의 경제

인 조달(調達)계획 기간 중 78년의 가격은 무려 1천 40만 「달러」 (52억원)로 미의회(美議會)
그러나 미공군(美空軍)이 이 7백29대(臺) 이외에 3백 대(臺)를 추가(追加) 주문하면 1대(臺)

「이란」정부는 73년에 제1차분으로 F�1 4 「톰캐트 전투기 30대(臺)를 9억 3천만 「달

러」 (4천 6백 50억원)에 구입했다� 이는 평균 1대 값이 3천1백만 「달러」 (1백 55억원)가 되는

「미그」19는 소련(聯) 최초의 초음속(超音速) 전투기로 애초에는 기관포 장비뿐이었으나 뒤
「미그」19가 초음속 실용기(實用機)로 「엔진」이 약한 점 등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補

공기(輕制空機) 로 제작한 것이 「미그」21이다�

「미그」21은 오늘날 공산(共産) 「블럭」을 대표하는 제일선(第一線) 전투기로 이착륙(離着

셈이다� 이 속에는 「스페어」부품(部品)지원� 조종사 훈련비 등이 포함되었다� 「이란」은 74년

陸) 성능(性能)이 양호(良好)하고 조종･운용･취급 등이 용이하다�

50억원)� 1대 가격은 1천 9백만 「달러」 (95억원)로 떨어졌다� 가격 면에서 이같이 차이가 있는

이 간편한 것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서구(西歐)의 전투기에 비해 전천후(全天候) 능력･지원기적

에 2차로 50대(臺)를 추가발주(追加發注)했다� 이때의 값은 합계 9억 5천만 「달러」 (4천 7백

것은 생산대수(生産臺數)， 개발비(開發费)의 다과� 탑재(搭載) 무기와 장비，종류에 따라 값을
산정(算定)하기 때문이다�

「제트」전투기(戰鬪機) 간에 「공중전(空中戰)」을 벌인 것은 1950년 11월 8일 압록강(鴨

綠江) 부근 상공에서 미공군(美空軍)의 F�86 「세이버」와 공산군의 MIG�15의 대결(對決)이
사상(史上) 처음이 었다� 이 첫 대결에서 미공군(美空軍) 「세이버」 조종사 「브라운」 대위(大

현재 인도(印度)와 「체코」에서도 제작되고 있는 「미그」21은 이 밖에 지상(地上)지원 시설

(支援機的) 능력･행동반경(行動半徑) 등에서는 뒤지고 있다�

북괴(北傀)는 현재 「미그」15� 17 약 3백대� 「미그」19 약 90대，「미그」21 1백 30대 등

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종사는 통상 1일 한 사람이 3회(回) 정도 출격(出擊)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스라엘」 조종

사들은 중동전(中東戰) 때 하루 평균 10회를 출격� 이것이 6일전쟁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尉)는 「미그」15를 격추� 승리를 기록했다�

되고 있다�

4월 3일 월맹(越盟) 상공에서였다� 숙적(宿敵)의 대결은 쌍방의 피해없이 끝나고 그 이튿날 월

천대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음을 뜻한다�

盟)의 「미그」17 편대간에 공중전(空中戰)을 벌인 끝에 당시로는 최신형인 F�105가 2대(臺)

3�2의 「미그」25를 각자 실전용(實戰用)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뒤 「미그」 15 를 개량(改良) 한 「미그」17이 미군기(美軍機)와 다시 만난 것은 1965년

맹(越盟) 의 「탄호아」상공(上空)에서 미국(美國)의 F�105� F�100 전투기 편대와 월맹(越

나 떨어졌다�

이때 F�105는 대지공격용(對地攻擊用) 폭탄을 많이 장비하고 있어 공중전에 불리한 상태였

고 「미그」의 접근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있었으나 「마하」2급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소련(聯)의 구형(舊型) 전투기인 「미그」17에 격추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대지(對地)공격용에 주력해 온 미국(美國)의 전투기는 공대공(空對空)의 싸움에서는 경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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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괴(北傀)의 「미그」기(機) 5백대가 각기 10회씩 출격한다고 상정(想定)할 때 하루 5
소련(聯)은 「미그･시리즈」 최신형기(機)로 71년에 「마하」 2�5의 「미그」23과 「마하」

「미그」25는 72년 「시나이」반도(半島) 상공에 출현� 정찰(偵察)비행을 한 일이 있다고 보

도(報道)되긴 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며 현재 수도(首都) 「모스크바」주변 방공군(防空

軍) 으로 「야아크」28과 교체(交替)�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속(音速) 3배(倍)이상의 항공기는 현재 「미그」25(마하 3�2)와 미국(美國)의 고공(高空)

정찰기(偵察機)� SR�71(마하 3�3)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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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항공기 체계

「미그」에 이란 소련(聯) 전투기 설계(設計) 책임자인 「미코얀」(Mikoyan) 대장(大將) (70

년 사망(死亡))과 설계자인 수학자(數學者) 「구레비치』 (Gurevich) 두 사람의 머리 글자를 딴

「미라즈」F�1은 본래 요격용(邀擊用)으로 개발된 전투기이나 상승(上昇) 능력이 F�4 「팬

팀」에 떨어 지는 반면 선회(旋回)능력이 월등하여 요격기(邀擊機)로보다는 제공기(制空機)로

것으로 「미그」25란 두 사람이 공동(共同)으로 설계한 25번째 비행기란 뜻이다�

더 빛을 보고 있다�

(主力) 전투기가 될 미국(美國)의 F�15와 소련(聯)의 「미그」25의 주요성능을 비교해보면 별

특히 「제트」기간(機間)의 공중전(空中戰)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마하」 0�8 부근의 고아음

70년대의 「라이벌」전투기인 F�4E 「팬텀」과 소련(聯)의 「미그」21， 그 뒤를 이어 주력

표(別表)와 같다�

전장(全長) (m)

F - 4E팬텀(미(美))

자중(自重) (kg)

최대속도(速度) (k�h)
최대항속거리(km)

17�76

MIG - 21(소)
15�8

F-15 이글(미(美))
19�45

MIG - 25 (소)
19�8

12�400

6�000

12�700

15�400

3�700

1�800

5�000

2�800

M2�3

M2�1

M2�5

M3�2

전천후(全天候) 공격능력을 갖고 있는 「미라즈」F�1은 이착륙(離着陸) 성능이 우수하고

속(高亞音速)에서의 선회(旋回)･성능(性能)이 뛰어나다�

제공(制空) 전투기는 정비(整備)가 쉽고 빨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예를 들

면 공중전(空中戰)으로 「미사일」･연료･폭탄 등을 소모(消耗)하고 기지(基地)에 돌아와 보급･
정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만큼 전투기는 제공(制空) 능률이 떨어진다�

「미라즈」는 착륙 뒤 검사 6분� 양측 기관포의 탄약(彈藥) 장전(装塡)과 가압(加壓) 연료(燃料)

를 넣는데 5분� 고장 여부 검사와 부품(部品)교판 등 15분이면 다시 이륙(離陸)이 가능하다�

무장(武装)으로는 1km 이내의 근거리 사정용(射程用)으로 30mm 기관포 2문� 10km 이하

의 중거리용으로 「사이드와인더」「미사일」과 15km 안팎의 장거리용으로 R�530 「미사

미(美)･소 이외에 훌륭한 전투기(戰闘機)를 보유(保有)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대표적인

일」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 전투기는 비교적 동체(胴體)가 작고 가벼우며 선회성(旋回性)과 기동성(機動性)이 뛰어

분� 「미라즈」의 강점은 값이 싸다는데 있다� 「미라즈」F�1의 구형(舊型)인 「미라즈」Ⅲ C

것은 f「미라즈」(Mirage) F�1을 꼽는다�
나다�

70년대 세계 전투기의 3걸(傑)을 뽑는다면 미국(美國)의 F�15� 소련(聯)의 「미그」25와

「프랑스」의 「미라즈」 F�1을 들 수 있다�

중동제국(中東諸國)이 미국(美國)이나 소련(聯)의 전투기(戰鬪機) 지원이 순조롭지 못하면

쳐드는 것이 「프랑스」의 「미라즈」이다� 또 「나토」가맹국(加盟國)들이 현재 쓰고 있는 미
국(美國)의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新型) 전투기의 물색 과정

핵탄두(核彈頭) 1발과 기타 통상 폭탄(爆彈) 4천kg도 탑재한다� 최대 항속 시간은 3시간 45

제작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단가(單價)가 낮아 대당(臺當) 가격은 1백만 「프랑」 (12억

5천만원)� 현재 같은형의 전투기 중에서는 제일 싸다� 가장 큰 흠은 「프랑스」제(製)답게 기체

(機體)의 「파워」가 부족(不足)하며 미래(未來)의 전투기로서는 융통성이 적다는데 있다�
정찰기(偵察機)로는 미국(美國)의 SR�71과 U�2기(機)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1960년 4월 27일 한대의 「스파이」기(機)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고 「파일럿」도 붙잡혔다�

그리고 그 정체(正體)가 드러났다� 이 「스파이」기(機)는 「로케트」항공사가 극비리(極秘裡)

에서 미(美) ･ 불(佛)간에 벌어질 전투기 판매를 위한 「공중전(空中戰)의」 대상도 바로 「미

에 개발한 고성능(高性能) 초고공(超高空) 정찰기(偵察機) U�2기(機)였다�

「미라즈」F�1은 「나토」동맹국에 대한 판매작전에서는 일단 미국(美國)에 졌으나 요즘 또

유난히 크다� 이것이 바로 「스파이」기(機) U�2기(機)의 유별난 모습이다�

라즈」였다�

다시 제2 「라운드」로 일본(日本)의 노후(老朽) 전투기 대체(代替)를 위한 10억「달러」(약 1
백대) 상당의 판매(販賣)작전에서도 미국(美國)의 F�15기(機)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 각
축전(角逐戰)을 벌이고 있다�

「미라즈」는 경전투기(輕戰鬪機)라는 면에서나 성능(性能)･특성(特性)･형태 등이 소련의

「미그」기 와 흡사하다�

전폭(全幅) 24�38m� 전장(全長) 15�11m� 전고(全高) 3�96m� 날개 면적 52� 52㎡로 날개가

정찰(偵察) 목적 지역에 가서는 2만m 이상의 고공(高空)으로 비행(飛行)� 침입(侵入)한 뒤

「엔진」을 끄고 소리없이 활공(滑空)해서 「스파이」비행을 하기 때문에 날개는 커다란 「그라
이더」 형(型)으로 만들어졌다�

최고(最高) 상승(上昇) 한도(限度) 2만 7천 4백m ･ 항속 거리 7천km ･ 최대 속도 「마하」

0�8의 이 정찰기는 1956년부터 임무 수행에 나섰다� U�2기(機)는 ClA(중앙정보국)에 의해 운

최대속도 「마하」2�3� 기체(機體) 길이 15�35m로 F�15의 19�45m에 비해 4m 정도나 짧

영되었으나 표면상(表面上)으로는 NASA(항공우주국)의 기상관측(氣象觀測) 작업이라는 명분

그러나 최대 항속거리는 4천 6백km로 F�15의 5천km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

이」 비행을 하고 있었다�

고 중량(重量) 또한 7천 4백 50kg으로 F�15의 1만 2천 6백kg보다 훨씬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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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독(西獨)･영국(英國)･「터키」 등을 거점(據點)으로 소련 동구권(東歐圈)에 대한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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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高性能) 항공사진기 4대를 장비� 2만m 이상의 상공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고도(高

度)에서 찍은 사진은 지상(地上)에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분명히 식별(識別)할 수 있을

정도였다�

현대 항공기 체계
인 32m로 날씬하지만 폭탄적재량은 B�52의 3배나 되어 B�52가 8개밖에 적재하지 못하는 2
천 「파운드」짜리 단거리 핵(核) 「미사일」(SRAM)을 24개나 장비하게 된다�

B1은 고공(高空)에서 「마하」2�2의 속도를 날뿐 아니라 지상(地上) 2백～3백 「피이트」

또한 U�2기(機)는 소련의 대공(對空) 「레이다」의 전파(電波) 반응을 자기(磁氣) 기록(記

의 저공(低空)에서도 음속(音速)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초저공(超低空) 비행능력을 갖

이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정찰 임무에 나서 소련의 ICBM 기지(基地)를 탐색해 내고 B�52에

미의 이같은 저공 능력은 「레이다」망(網)에 포착되지 않은채 순항속도로 목표물에 접근� 기

錄) 장치에 수록해 오는 작업도 했다� 이 정찰기는 20대가 제작되었고 조종사도 30명 정도만

필적(匹敵)하는 「바이손」폭격기를 기지에서 촬영했으며 소련이 비밀로 하고 있는 잠수함(潜

고 있다�

습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가변익기(可變翼機)이어서 급선회(急旋回)로 폭격지에서 이탈 적(敵)

水艦) 기지를 발견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

의 대공(對空)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

(高高度) 전투기로 개발한 YF�12를 개량(改良)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마하」3�3(소

천8백km 를 비행한다� 이것은 공중(空中) 급유(給油)없이 미(美) 본토(本土) 어떤 기지에서도

U�2기(機)가 노출되자 미국(美國)은 SR�71을 개발� 대체(代替)시켰다� SR�71는 고고도

련이 자랑하는 미그 25는 마하 3�2)의 초(超) 「스피드」를 자랑한다�

요격(邀擊) 전투기는 물론 대공(對空) 「미사일」도 미치지 않는 2만 4천m의 고도(高度)

를 날면서 1시간에 6만 평방 「마일」이라는 넓은 지역을 샅샅이 촬영하는 놀라운 성능을 갖
고 있다�

SR�71은 사실상 M1 소총(小銃)의 탄환(彈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비행기

의 전체(全體) 중량(重量)은 60t의 거구(巨軀)이면서 소리의 3배(倍) 이상으로 돌진(突進)하기

때문에 기체(機體)는 모두 내열성(耐熱性)의 「티타늄」 합김(合金)으로 만들어졌다�

이 비행기의 설계자(設計者)는 「로케트」항공사의 설계책임자인 「켈리 ･ 존슨」씨로 U�2

기(機) 설계자도 바로 그다�

빛깔이 검어 「검은 새」라는 별명(別名)을 가진 SR�71은 착륙(着陸)해 있을 때는 동체(胴

體)와 날개에 흠이 생겨 연료가 샌다� 그러나 비행 중에는 공기와의 마찰열로 인해 동체와 날개

현대(現代) 폭격기로는 침공(侵攻) 능력이 가장 뛰어난 많은 공중(空中) 급유(給油)없이 9

「유럽」대륙(大陸)까지 비행 가능함을 뜻하는 것으로 도중(途中) 공중 급유만 받으면 대륙간
(大陸間)을 비행한 뒤 소련의 대부분을 행동(行動) 범위 속에 넣을 수 있음을 말한다�

적지(敵地)에 침입한 B1은 기체(機體)의 ECM(방해전파(妨害電波) 발신기)장치를 이용하여

「레이다」를 교란(攪亂)하고 요격기(邀擊機)나 대공(對空) 「미사일」에는 방어용(防禦用)의
각종 「미사일」로 대항， SRAM으로 「레이다」기지를 파괴 할 수도 있다�

승무원은 정(正)･부(副) 「파일럿」， 폭격수와 방어수(防禦手) 등 4명으로 공중 급유(給油)

를 받으면 36시간의 공중(空中) 대기(待機)가 가능하다�

이밖에 이착륙(離着陸) 거리가 짧아 많은 비행장에 분산(分散) 수용이 가능해 적(敵)의 공격

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적의 「레이다」에 나타나는 영상도(映像度)가 B�52의 10분의

1 정도면서 적(敵)의 방어망을 뚫기가 용이하다�

미국(美國)은 B1의 개발비로 약 27억「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75년도 예산

표면이 팽창� 틈이 없어진다�

(약 25억 「달러」규모)보다도 많은 엄청난 금액이다�

陸)을 정찰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 �

替)될 미(美) 공군(空軍)의 차기(次期) 주력(主力) 폭격기(爆擊機)이다�

스 로이스」라고 말하면서 제아무리 장점이 많다 해도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12대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3대는 「오끼나와」에 배치되어 「아시아」대륙(大
미국(美國)의 B1전략(戰略) 폭격기(爆擊機)는 하늘의 요새(要塞)로 불리는 B�52에 대체(代
ICBM의 실용(實用)배치에 의해 미(美)�소의 핵전력(核戰力)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한때는 전

78년부터 실전(實戰)에 배치될 B1 폭격기의 대당(臺當) 가격은 5천 6백만 「달러」(2백 80억
민주당(民主黨)의 「조지･맥거번」 상원의원은 B1 폭격기를 가리켜 「미(美) 공군(空軍)의 롤

B1 생산계획을 비난한 일이 있다� 현재 생산 계획은 2백 41대， 1985 년에는 전량이 생산� 배

략(戰略)폭격기 무용론(無用論)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美國)은 유인(有人) 폭격기의 ICBM에

치된다�

성(柔軟性)」을 높이 평가� 본토(本土)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ICBM･원자력(原子力) 잠수함에

는 의 문을 아직도 갖고 있다�

는 전략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핵(核)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美國)의 위신』 (골드워터 상

맞먹는 핵폭탄(核爆彈) 탑재력과 국지전(局地戰)의 통상전(通常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

탑재한 「미사일」과 함께 억지전략(抑止戰略)의 세 기둥으로 계속 유인(有人)폭격기를 유지하

미(美) 「로크웰･인터내셔널」항공사에서 개발한 B1의 기체(機體)는 B�52의 3분의 2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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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B1과 같은 장거리 중폭격기(重爆擊機)가 80년대나 그 뒤에도 과연 필요한가 하
미군사상(美軍史上) 가장 값비싼 무기(武器) 개발계획에 의한 B1 전략(戰略) 폭격기 생산은

원의원)을 위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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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항공기 체계
미국(美國)의 B1에 대항하여 소련에서도 필사적(必死的)인 대책이 나올 것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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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레이다」망(網)의 강화� 공중(空中) 조기(早期) 경계기의 배비(配備)� 방공(防空)

「미사일」� 요격(邀擊)기의 강화 등 대응책(對應策)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비
(軍備)의 본질(本質)이기도 하다�

강 위 훈(姜渭勳)
필자(筆者)가 일년(一年) 구개월(九個月)

에 걸친 서독과학기술행정원(西獨科學技術
行政院)(Akademic Fur Verwaltung und
Wehrtechnik)의 항공기(航空機) 설계제작

(設計製作) 과정을 통(通)하여 보고 느낀 전

<속 담 풀 이 >
〇 청대 독 같다�

반적(全般的)인 서독(西獨) 내지는 구라파

(歐羅巴) 항공공업(航空工業)에 관(關)한 자세(仔細)한 소개(紹介)는 차후(次後) 기회(機會)가

빛이 몹시 검푸르다�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이번 기회(機會)에는 서독(西獨)과 프랑스가 합작(合作)(Joint Ventuve)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는데 그 서투름을 가리키는 말�

Combat Aircraft)에 관(關)하여 약술(略述)하기로 하겠다�

맹랑하고 허황한 짓을 한다�

Alpha Jet

어떤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꼭 박혀 있음

찰� 대(對)헬리콥터작전 및 연습기(練習機)로 개발(開發)하여 1974년 5월 서독(西獨)의

〇 첫해 권농

〇 뒤웅박 차고 바람 잡는다�
〇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한 Alpha Jet와 영국(英國)� 서독(西獨) 및 이태리(伊太利) 합작(合作)의 MRCA(Multirole

Alpha Jet는 서독(西獨)과 프랑스가 공동(共同)으로 근접 지원작전(CAS Mission)� 정

Hannover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Air Show에서 성공적(成功的)으로 비행(飛行)한 아

음속(亞音速) 항공기(航空機)이다� 아직도 개발도중(開發途中)으로 현재(現在)까지 원형

(原型)(Proto type)을 4대(四臺) 제작(製作)하여 비행시험(飛行試驗)한 결과(結果)로는 계
획(計劃)대로 1979년(年)에 사용 부대에 배치하여 향후 10년간 상기 목적(目的)으로 사용

(使用)할 예정(豫定)이다� 당초 프랑스는 연습기로 사용(使用)할 계획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작전(作戰)요구의 차(差)로 말미암아 프랑스측은 속도(速度)나 익면하중(翼面荷重)(Wing

Loading･날개 단위면적(單位面積)이 받는 무게)에 큰 관심이 없는 반면 서독(西獨)측은

CAS Mission에 사용(使用)하려면 아음속(亞音速) 영역(領域)에서도 가능(可能)한 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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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速度)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최근 개발되는 Supercritical Wing (초임계 날개)을

서독(西獨)의 경우 Alpha Jet는 현재(現在) 서독(西獨) 공군(空軍)이 사용중(使用中)인 G�

사용(使用)하여 속도(速度)를 증가시켰고 연습기와 달리 CAS M ission에 필요한 폭탄적재

91(이태리 Fiat사(社)가 제작(製作)한 아음속(亞音速) 항공기(航空機)로서 서독(西獨)이 기술

량(重量)이 증가(增加)되었다� 독자의 리해(理解)를 위하여 Supercritical Wing의 개 념을

Dassault B reguet회사(會社)가 발표(發表)한 일부 개선된 성능(性能)이 표(表) 1에 비교(比

기(航空機)가 전체적으로 음속(音速) 이하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공기(航空機)

표(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동반경(行動半徑)의 현격한 증가(增加)로 작전상(作戰上) 이득

로 증가(增加)된 날개 하중(荷重)을 지탱하기 위한 날개의 강도(强度) 유지 등으로 일부 중
부연하기로 하겠다� 음속 영역에서 항공기(航空機)가 비행(飛行)을 할 경우 실제(實際) 항공

의 어떤 지점(날개 위가 보통임)에서는 이미 음속(音速)에 도달되어 수직 충격파를 수반하게

제휴 생산(生産)했음)의 후속기로 예상(豫想)되며 서독(西獨) Dornier회사(會社) 및 프랑스의
較)되어 있다�

은 그림 1과 같이 1�040km 거리의 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G�91으로는 4개 비행단이 필요

되며 이에 따른 공기역학적(空氣力學的)인 복잡성 때문에 음속(音速) 근처에서 비행을 꺼려

(必要)한 반면 Alpha Jet로는 2개 비행단(飛行團)만으로도 더 넓은 구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될

임계 마하수(C ritical Mach No�)라고 하며 이 임계 마하수는 항공기(航空機)에 따라 다른

한 비행단(飛行團)이 능력부족(能力否足)일 경우 다른 한 비행단(飛行團)이 이를 보완(補完)할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수직 충격파가 일어났을 경우에 항공기(航空機) 전체의 마하수를

것이다� 이 임계 마하 수를 증가(增加)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Supercritical Wing이란 개념

이 나왔으며 미국(美國) Boeing회사(會社)가 7～8년(年) 전(前)부터 민간 항공기(航空機)

뿐만 아니라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어느 구역(區域)은 이중(二重)으로 중첩(重疊)되어 어느
수 있게 되어 있다�

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硏究)되어 온 날개 꼴이다�

표(表) 1� 일반(一般) 기술적(技術的) 자료(資料) 및 성능비교(性能比較)(CAS Mission)

승무원

폭(Span) � �m�

길이 �m�

높이 �m�

날개 넓이 �㎡�
동력장치

추력(推力)(Kg)

최소(最少) 무게(kg)

(연료 및 무장 포함치 않음)
적재중량(kg)

이륙중량(kg)

날개하중(W�S) (kg�㎡)
무게 대(對) 추력 비

이륙거리 (m)

최고속도(速度)(km�hr)

착륙속도(速度)(km�hr)
체공시간(時間)(hr)
행동반경(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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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1

2인(人)

1인(人)

11�71

11�00

17�0

16�40

9 �16

4 �14

1×

8�6

2중
중첩부분

G — 91

4�40

3중
중첩부분

km
500

ALPHA — JET

400

2 x Larzac 04

1x Orpheus 803

300

3�600

3�600

200

2�300

100

2 x 1�350
3�400

1x 2�270

5�000 � 7�000

4�000 � 5�900

1�85 � 2�6

2�15 ~ 2�6

270 � 400

300 ~ 360

500 ~ 1�150

750 ~ 1�100

180

240

1�000

1hr 35min

390

◎

◎

◎

◎

1�000

35min

130

1040km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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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기(航空機)의 최초(最初) 비행 시험(試驗)은 프랑스 시험 조종사 Jean Maire

Saget(Dassault Breguet회사(會社) 소속)에 의(依)해서 프랑스 Istres 비행 시험소에서 1973년

(年) 10월(月) 26일(日) 46분간(分間) 비행 후 착륙(着陸)했으며 1974년(年)에는 제이호기(第二
號機) (02)가 서독(西獨) 문헌에 있는 Dornier 회사(會社)에서 최초 시험 비행되었다�

7�6km 상공에서 등속 선회비행 시 Alpha Jet는 G�91이 받는 부하계수(Load Factor)의

1�5배(倍)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독자와 이해(理解)를 돕기 위하여 선회비행의 제한 조
건(條件)에 대한 부연을 하기로 하겠다� 선회비행은 다음 세 가지 조건(條件)에 의(依)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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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협조

조정회의

직접적 지시 및 긴밀한 협조

지시 및 자료제공

하청회사
하청회사

G�91이 16 Min인데 반하여 Alpha Jet는 8Min에 불과하다�

서독공군

서독조달
개발 청

처 상승 속도(速度) 40m�sec인 반면 Alpha Jet는 50m�sec이며 11km까지 상승 시간(時間)도

제작회사

불란서 개발청

약(約) 1�7배(倍) 정도 증가(增加)되었다� 또 추력(推力)의 증가(增加)로 G�91이 지상(地上) 근

제작회사(서독)
Do GmbH

또한 기동성이 향상되었으며 기체(機體) 강도(强度)의 증가(增加)로 G�91에 비하여 수명이

행

제작회사(불란서)
AMD/BA

< 그림 2 >

집 행 부

W (항공기 무게)

집

Alpha Jet
서독공군

불란서 국방부
서독 국방부

장관협조

불란서 정부

CF = W V2
9
R
(원심력)

○
L SIN ／
(구심력)

서독 연방정부

감독 및 정책 결정

정부관청

조정 및 감독

○ (양력의 수직성분)
L COS ／

정책 결정

L=nW
(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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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결정

군사

기술 및 전술적

항공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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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선회비행시는 양력의 일부만이 무게를 지탱하고 다른 일부가 선회에 필요한 구심력이 되므
을 받게 된다� 즉 양력한계(Lift Boundary)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水平)비행과 달

지하여야 되며 이에 따라 더 빨리(수평(水平)비행에 비하여) 실속(失速)이 오게 된다� 둘째 기체
로 같은 속도(速度)에 대(對)하여 수평(水平)비행시보다 더 큰 받음각(Angle of Attack)을 유

(機體) 강도(强度) 한계(Structural Boundary)는 선회 비행으로 인한 부하계수(Load Factor)
가 설계치에 도달함을 말하며� 세째 추력 한계 (Thrust Boundary)는 받음각(角)이 증가(增加)
위의 세 가지 제한 조건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해도 등속(等速) 선회 비행은 불가능하다�
하면 항력(Drag)도 증가함으로 이를 극복할만한 충분한 추력(推力)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獨)과 프랑스의 합작(合作)조직에 대(對)하여 간단히 설명(說明)하기로 하겠다� 양국합작(兩國
다음은 지금(只今)까지 제작(製作)한 제사호기(第四號機)까지의 제작(製作)과정 및 서독(西

間)의 횡적 관계(關係)는 그림 3에도 표로 잘 설명(說明)되어 있다�
合作)에 대(對)한 국가간(國家間)의 협조 및 하청(下請) 항공기(航空機) 제작회사간(製作會社

불란서

서 독

조립

위와같은 협조에 의(依)하여 서독은 동체 미부(尾部)� 승강타� 방향타(Rudder) 및 날개를 제
< 그림 4 >

제작

작(製作)하였고 프랑스는 동체 중심부(中心部)� 동체 앞부분을 만들어 서독이 제작한 미부(尾

4에 잘 표시되어 있다�
部)를 합쳐 동체제작의 책임(責任)을 졌었다� 위와같은 제작(製作) 유동과정(流動過程)이 그림

MRCA—PANAVIA

PANAVIA는 영국� 서독 및 이태리가 합쳐서 단지 이 MRCA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국
MRCA(Mulﬁ Role Combat Air�craft)는 글자 그대로 다목적 전투기(戰闘機)를 뜻하며

제 항공기개발(航空機開發) 공사(公社)의 칭호(稱號)이다� 서독은 Munchen의 Ottobrun에
이륙중량		
		
추력/중량 비
날개 면적
표준시		
최대시			
표준이륙중량시
최대이륙중량시
		 최대추력		 12,700kg
MIG—23 FLOGGER
14,000kg 30,870 lb
16,000kg 35,280lb
28m² 301.4ft²
					 (표준) 0.90		 (최대) 0.79
		
최대추력 합계 22,000kg
MIG—25 FOXBAT
23,000kg 57,015 lb
30,000kg 66,150 lb
58m² 624.3ft²
					 (표준) 0.96		 (최대) 0.73
		
최대추력 11,000kg
SU—7 FITTER A
13,000kg 28,665 lb
15,000kg 33,075 lb
34.5m² 371.3ft²
				 (표준) 0.85 		 (최대) 0.73
		
최대추력 10,000kg
SU—9 FISHPOT
12,000kg 26,460 lb
13,600kg30,000 lb
39.5m² 425.2ft²
					 (표준) 0.83 		 (최대) 0.74
		
최대추력 10,000kg
SU—11 FISHPOT C
12,200kg 22,6901b
15,000kg 33,075 lb
39.48m² 425ft²
			
(표준) 0.80 		 (최대) 0.67
		
최대추력합계 22,680kg
SU—15 FLAGON
16,000kg 35,280 lb
18,000kg 39,690 lb
39m² 419.8ft²
					 (표준) 1.42 		 (최대) 1.26
		
최대추력합계 22,400kg
SU—19 FENCER
32,000kg70,560 lb
34,000kg 74,970 lb
53.97m² 580.9ft²
					 (표준) 0.70		 (최대) 0.66
		
최대추력합계 22,400kg
SU—20 FITTER C
14,800kg 32,634 lb
17,700kg 39,029 lb
32m² 344.5ft²
					 (표준) 1.51 		 (최대) 1.27
		
최대추력합계12,400kg
YAK —28P FIR EBAR 17,000kg 37,480 lb
18,500kg 40,785 lb
40m² 430.6ft²
					 (표준) 0.73 		 (최대) 0.67
		
최대추력합계 18,690kg
F—14A TOMCAT
26,390kg 58,180 lb
32,911kg 72,560 lb
52.49m² 565ft²
					 (표준) 0.718		 (최대) 0.61
		
최대추력 합 계 22,680kg
F—15A EAGLE
18,195kg40,113 lb
25,583kg 56,411 lb
56.5m² 608ft²
					 (표준) 1.25 		 (최대) 0.89
		
최대추력 11,340kg
F—16
10,070kg 22,200 lb
14,969kg 33,000 lb
27.9m² 300ft²
					 (표준) 1.13 		 (최대) 0.76
		
최대추력합계 12,400kg
YAK—28 BREWER
15,876kg 35,000 lb
19.000kg 41,890 lb
40m² 430.6ft²
					 (표준) 0.78 		 (최대) 0.65
			
최대추력합계 40,000kg
TU— ? BACKFIRE		
124,740kg 275,000 lb
						
(최대) 0.32
		
최대추력합계 54,400kg
B—1 A		
176,969kg 389,800 lb
		
				 (최대) 0.31

군사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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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1�450km

1�100km

1�500km

H�L�H 500km

약 500km

최대 500km

17�070m
20�390m

4�630km 이상

L�L�L 2�000km

H�L�H 5�800km

9�800km

55�003ft

16�765m

65�616ft

20�000m

66�896ft

59�055ft

18�000m

추정

상승률(해면상)
11�000m까지

8� 520m �min

8�535m�min

12분(分)

대

대

고도불명

M=2(15�250km�h)

Stand�up Missilex2

M=1�3(1�570km�h)

Clean：11�000m

M=2�5(2�655km�h)

Clean：12�000m

M= 1�15(1�225km�h)

Clean � 12�000m

M=2�2(2�339km�h)

M=2�54(2�700km�h)

Clean：12�200m)

M=2�34(2�488km�h)

AAMx2

M=1�05(1�120km�h)

Clean � 12�000m

M=1�15(1�225km�h)

Clean：12�000m

M=2�17(2�300km�h)

고공

최

C lean： 11�000m

M=2�3 (2�454km�h)

탱크x 2AAM×2

M=1�7(1�802km�h)

Clean � 12�000m

M=2�5(2�655km�h)

AAMX2 탱크×2

M=1�2(1�270km�h)

Clean�12�000m

M=1�8(1�915km�h)

AAMX2� 탱크× 2

M=1�2(1�270km�h)

Clean� 12�190m에서

M=1�8(1�915km�h)

보조탱크� 로케트 각 2개

M=1�2(270km�h)

Clean：12�000m

M=1�8 (1�910km�h)

11�000m 지속속도

M=2�7(2�880km�h)

Clean�Dash11�000m

M=3�2(3�414km�h)

AAM×4：12�000m

M=1�7(1�807km�h )

M=2�3(2�454km�h )

고공

최

M=0�85～1�0 저공

해면상

M=0�95(1� 160km�h)

해면상지속 최고속도

M=0�9(900km�h)

해면상 � Clean

M=1�06(1�300km�h)

도

저공 혹은 전투기 순항속도

속

해면상

M=1�1(1�347km�h)

Clean：Outer�burner없이

M=0�721�870km�h

M=0�95(1�160km�h)
Clean�305m에서

M=0�85

도

저공 혹은 전투기 순항속도

속

과학

최대 9�650km

1�770km

H�L�H 500km

L�L�L 370km

4�047km

600～1�000km

56�003ft

5�774ft

17�000m

4�630km 이상

2�200～2�275km

830～920km

900km

57�414ft

17�500m
2�280km

1�000kg 적재

실용상승한도

2분(分)

11�000m까지

8�220m�min

8�230m�min

15분(分)

9�000m�min

11�000m까지

2�5분(分)

11�000m까지

9� 000m�min

상승률(해면상)

상승성능

49�212ft

15�000m

65�616ft

20�000m

55�774ft

17�000m

60�000ft

18�288m

52�493ft

16�000m

82�020ft

25�000m

L�L�L 400km

H�L�H1�000km

행동반경

거리성능

항속거리

3�000km

H�L�H 1�300km

L�L�L 400km

2�400km

최대 2�200km

950km

L�L�L 250km

L�L�L 150km

최대 4�000km

최대 1�300km

59�055ft

18�000m

실용상승한도

상승성능

군사

보조탱크부착시

보조탱크부착시

2�500km

항속거리

L�L�L 400km

H�L�H 1�200km

행동반경

거리성능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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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Jet와 MRCA 소개
자리잡은 MBB회사(會社)가 주계약회사(契約會社)이며� 영국은 Warton의 British Aircraft

항공

군사

과학

Cooperation� 프랑스는 Turin에 있는 Ae ritalia가 각각 주계약(主契約) 회사(會社)로 되

어 있다� MRCA는 1980년대 자유(自由)진영의 주력(主力)전투기로서 미국의 F�16 프랑스의
Mirage� 영국의 Harriev 및 Sweden의 SAAB 37�Viggen 등과 유사한 성능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지난 1975년5월� 일반(一般)에 공개(公開)된 파리의 Air Show에도 출현(出現)치
못하였으므로 일단 자유(自由)진영의 발주경쟁에서는 탈락이 된 항공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上記) 전투기 내지는 전폭기 중에서 Harrier가 VISTOL인 특성이 있는 반면(反面) MRCA

는 미국(美國)의 F�14와 같이 가변익(可變翼)으로 기계적 작동이 잘 되기만 하면 아음속 및 초
음속에서 공(共)히 좋은 항공역학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공학이란 하나의 장점(長點)과

다른 하나의 단점(短點)을 잘 조화시키는 타협의 기술이므로 MRCA의 가변익(可變翼)이 결과

<대한중석(大韓重石) 중앙(中央)연구소(硏究所)

적(結果的)으로 성공적(成功的)일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즉 필자가 작년(1975년) Munchen

이 종 헌(李鍾憲)

의 Ottobrun에서 가변익작동(可變翼作動)에 대한 지상(地上) Simulation을 직접 보았을 당시
까지도 조종사가 수동(手動)으로 삼단계(三段階)까지 직접(直接) 작동(作動)하고 있었기 때문

이며 속도변화(變化)에 따라 완전 자동화(自動化)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그 작업(作業)이 상당

한 시간이 걸릴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또한 영국(英國)의 유명(有名)한 Rollsroyce와 서

독(西獨)의 MTU(Motor und T urbinea Union)가 개발(開發)한 RB199 엔진은 삼단압축기

(三段壓縮機)를 사용(使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Turbine Blade의 고온내열재료(高溫耐熱
材料)가 고속(高速)기동시 문제(問題)될 것이 예상(豫想)된다�

여하간(如何間) MRCA의 자세(仔細)한 성능(性能)은 아직도 공표(公表)된 바 없으나 1980

년대의 고성능(高性能) 전폭기로서 생명(生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2에 표시된 (항공정보(航
空情報) 1975� 11호 게재) 현(現) 미소(美蘇) 일선기(一線機)들의 성능(性能)영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독일은 이차세계대전(二次世界大戰) 이전(以前)에 세계최초(世界最初)로

Messerschm itt가 Me 262를 개발(開發)하여 Jet Engine을 사용했지만 2차대전(次大戰) 후 최

신형 항공기 개발(開發)로서는 처음인 만큼 그 성공여부(成功與否)의 귀추가 큰 것이다�

참고서적

1� Alpha―Jet Bonier�

2� Willy Messerschmitt Flugzeugbau 75 and 50�
3� 항공정보(航空情報) 75, 11호�

4� Ein Europaisches Entwicklungszentrum Fur Neue Technik�

5�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1. 소련의 위협
미 해군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동맹국인 그 위성국들의 함정과 항공기에 장비되

어 있는 대함 순양유도탄에 의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불과 수년 사이에 이 CM은 미 해군의 소련 함대에 대한 우월성은 힘에 겨운 방위 고역으로

바뀌어 버렸다�

소련의 고속 순찰함� 잠수함 및 유도탄 적재 구축함� 순양함과 항공기에 적재된 이 CM은 세

계 해군력의 균형을 소련쪽에 유리하게 했다� 미사일 자체에 유도시스템을 가진 비교적 염가의

「무기시스템」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무적함대 그리고 현대의 항공모함 배 속의 항공력
에 맞먹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CM의 몇 종류는 발사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탐지 수신기와 목표물에 가까운 조정으로 시

야나 지평면에 나타내지 않고 그대로 발사될 수 있다� 이 EDR은 순찰함의 속도와 유동성을 알
아내고 또 공격하는 전폭기가 역습을 받지 않게 하는 회피능력과 잠수함의 수중위장 등에 사

용된다� 소련 사람들은 입수된 자료와 정찰인공위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으로 유도탄 유도

망을 견고케 하기 위해 그들의 통합미사일 사령부와 통제 구조를 강화했다� 또한 소련인들은

3�700마일에 달하는 사정 거리를 가진 KY�9 같은 지대지 장거리 함정용 미사일의 신형제작을
자랑했다� 이렇게 소련의 가중된 위협에 미 해군은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만 있다�

CM은 저공에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하거나 수직으로 치솟아 수직으로 목표에 강하

하는 2가지형이 있다� 저공으로 해면을 비로 쓰는 듯한 고도로 비행할 때 육안에 의한 발견율

이 적을 뿐 아니라 레이다의 십자면에도 적게 나타난다� 이리하여 해군 함정들은 단시간에 적

의 미사일을 발견하여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 또 순양유도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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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낮게 비행하므로 함포나 기관폭을 아주 수평으로 낮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SS� N³
Shardog같은 CM은 높이 치솟아 올라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므로 함선의 총포를 수평으로만

소련의 순양 미사일에 위협당하는 미해군
여러 종류의 위협이 한 함정에 집중될 때 함포 및 미사일의 능력은 위장물 설치로 인하여 보

충되지 않는다면 적의 다각적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해군이 함상에 전자방해장비를 설

고정시켜 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도가 더 가중되는 것은 소련과 선진 서

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해군 정보기관이 소련 미사일에 실려있는 유도방법에 대해 정확히

받으므로 미 해군에게 유도탄을 불시에 발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함대함 유도탄으로는 미국

양미사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모든 종류의 유도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

Exodus 등이 있다�

군 당국은 전자전쟁 기구를 장치하기 위해 다액의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방 제국이 이 CM을 약소국에 팔아 이 약소국들은 소련보다도 세계 군사전략상 제약을 적게

의 Ha�rpoon� 이스라엘의 Gabriel� 이태리의 Cistel� 놀웨이의 Penguin�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적으로 다각화되었으며 항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세계에서 미 해군은 곧 이 CM 종

류의 신무기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천천히 기동하며 합동훈련을 하는 대형 구축함� 순양함 또는 항공모함은 이런 순양유도탄

파악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위협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해군은 어느 종류의 순

다� 결과적으로 적의 위협을 새로 도입한 전자장비가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못하는 해
예를들면 Styxs(전자방해능력)은 장비와 전술의 적합한 혼합이 필수적인 것임을 제시한다�

해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는 유도탄을 파괴하는 재래식 기술 진보에 투자하여 미사일의

발사 때 또는 도중에 쏘아 떨어뜨리는 자신을 얻는데 주력하는데 이는 무기 시스템과 응용전자

의 아주 좋은 표적이 된다� 때문에 함선이 크고 응장할수록 더욱 적에게 탐색되기 쉽다� 이러한

전쟁의 적 당한 혼용보다 덜 효율적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Mosquito)� 「각다귀 (Grat) 또는 「풀무시」(Wasp) 같은 소형의 미사일 적재함에 의해 방위

비용에 비해 유효하지 않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ECM을 실전에 사용해서 그 유

결과 대형 항모� 순양함� 구축함과 각종의 보조함을 가진 미 해군이� 소련이 이름지은 「모기」
자세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대형의 함선은 미사일 유도전파탐지기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적외선 탐지기에는 차가운

바다 배경에 빨간 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레이다에 큰 해군함은 잘 반영되기도 하며 라디오

해군의 결정권자들을 확신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과거에 구입한 전자 전쟁시스템이 그

효성을 확인치 못했으므로 해군 예산이 감소되는 현시점에 이를 적극 찬성하고 나오지 않는다
는 것이다�

작년에 해군 당국은 상원의 예산위원회에서 함정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전자 전쟁의 불실함

거리 탐지기에 이상적인 대형철근구조로 나타난다�

을 인정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 미 해군의 대응책

있으며� 미 해군은 또한 『우리의 초보적 EW(전자 전쟁� (Electronic Warfare)의 결함은 피동

급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미 해군은 전자전쟁 추진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재래식 함대

함 로케트의 신개발 및 개선을 선택하고 있다� 또 레이다로 조종하여 목표물을 적중시키는 20

밀리 「가트징」 기관포와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는 적함을 공격하는 「하푼」미사일이 있다�

이런 장비는 시험발사 때는 그 효율성이 크지만 실전에서 전자방해장치(ECM)를 계산하면

정중률은 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노련한 관측전문가들은 공군의 치밀한 공중방위를 뚫는

방법을 고안해 냈듯이 고형무기� 전자전쟁 기술 및 적합한 전법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다� 전자전쟁의 전문가들은 해군력에 대하여 전자대응전략을 강조하지 않고 아직도 훈련이
부족한 관계로 함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함대함 유도탄과 활동적인 탐

지기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평한다� 해군 자체는 동남아에서 전자대응전략의 사용

도를 체득한 해군 항공대에 비해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의 가치를 재빨리 인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대함 미사일 방위조사에 의하면 공격무기와 전자방해전략의 혼합은 함정이 무고창고

재고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이 전자방해전략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다
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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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며 탐색� 적중필살� 은폐 및 위장전술이 적 출몰 지역에서의 훈련을 포함해서 강조되고

적 관찰과 능동적 대응전략에 원인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했다�

1973년 10월 전쟁에서 최근 이스라엘 군의 경험으로 우수한� 전술과 무기를 전자전쟁 장비

와 복합한 것은 순양유도탄에 대응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 복합전술은 소련의 소형 또는 중형 유도탄 함정� 「코마」(모기� 서양측 명칭)와 ･

「오사」(메뚜기) 등에 장비된 SS�N�2 Styx의 위협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1967년에 이스라

엘의 구축함 Eilat는 상기한 소련제 함대함 유도탄에 격침되었고 또 수송선도 하나가 침몰된 것

이 있었다� 그때 구축함 Eilat 는 SS�N�2 「스틱크」 4대를� 수송선은 2대를 맞았던 것이다�

1970년대 초기의 「뱅글라데쉬」 독립 전쟁에서 싸운 인도 해군은 Styx 미사일 13개를 써서

12개의 적중을 기록하여 파키스탄의 해군은 참패를 당했다�

1973년 10월 전쟁 때 아랍 연합군 해군들은 총 50개의 소련제 Styx 미사일을 이스라엘 해

군에 발사했으나 그 중 한개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해군의 철저한 전자방해전

쟁(Electronic Counler Measure) 훈련과 EW(Electronic Warfare) 활동에 의한 성과였다고

미 의회 조사서가 밝혀냈다� 그 때의 접전은 철저한 계획의 훌륭한 수행으로 군의 통제와 규율

이 조금도 이그러지지 않았던 현대전의 일례라고 볼 수 있다�

145

항공

군사

과학

이스라엘은 적절하게 장비를 갖추었고 훈련을 계속했으며� 미 국방성 당국은 실전 때 주효를

발휘한 소형 함정 보호를 위한 단거리 Chaﬀ 로케트를 개발하는 것을 1973년 10월전쟁 2년 전
부터 지원했다�

「라타키아」만에서의 접전에서 15마일 사정거리를 가진 「카브리엘 유도탄을 장비한 4척의

이스라엘 해군 함정은 25마일 사정거리의 「스틱크」유도탄을 적재한 11척의 시리아 해군의 포

함을 응접했었다� 그러나 발사 후의 결과는 이스라엘 포함은 한척도 맞지 않고 시리아측은 전
함정이 피격되었다� 이때 이스라엘 해군은 시리아 해군 포함이 유도탄을 발사한 것을 탐지한 후

곧 장거리의 위장표적물을 발사시켜 소련제 「스틱크」 미사일의 레이다 포착탄두 기능을 교란

시켰다� 이 방법으로 교란되지 않은 미사일은 단거리 모터로케트로 발사한 연막구름에 의해 목

소련의 순양 미사일에 위협당하는 미해군
DPEW는 현존하는 전자전쟁 장비를 고가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소형 구축함 또는

포함 따위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램프 MK･3 헬리콥터나 3십만불� 5십만불，1

백만불� 1백4십만불� 1백3십만불 미만의 고정날개(Solid�Wing) 비행기를 위한 전자 전쟁 시
스템을 제 조하려 하는 것이다�

DPEW를 가지고 해군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① 한 단위부대당 ECM 전자 감시와 허위 위장술에 1백4십만 달러를 들여 60척을 장비
② 한 단위당 5십만불을 들여 위협경고 및 넓은 지역의 감시를 115척에 장치
③ 단위당 3십만불을 써서 125척에 경고장비를 설치

이러한 각종의 계획에는 총 1억 7천9백만불이 소요된다� DPEW를 실용단계에까지 추진시키

표를 잃어버렸다� 왕겨 구름 장막에 의한 방해조치는 이스라엘 함정을 안전하게 미제 유도탄 사

려면 그것은 1977년 여름까지 걸릴 것이다�

대 격파시켰다� 그때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시리아 함정들은 전자방해장치를 갖지 않았고 아무

의 스펙트럼 검출기와 분석용 수신기(50mc)에서 18gc 주파사정거리)와 J�밴드까지 늘어나는

정거리 안에 끌어놓아 「가브리엘(사정거리 15마일)」유도탄으로 시리아 해군 포함을 한 대 한

별다른 방위전술도 준비치 못했으므로 꼼짝없이 당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해군의 승리 교훈이 교시적이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못하다� 미국 해군의 함대

방어 요구사항은 더욱 복잡다난하여 가상 적국의 전자전맹 수행 방법도 더 치밀하고 교활해

졌다�

함상에서 쏘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수신기구� 교란기구 함포공격 위장물과 전술방법의 복

합적인 광범위한 훈련을 요구한다� 만약 해군이 함포공격에만 의존한다면 함대함 미사일에 의

해 전멸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전자 방해전법에만 의존해도 역시 괴멸될 수 있다�

구축함보다 큰 함선에는 해군 계획에 의하면 GTE 「실바니아」WLR�8(V�H) 계수형 조절

취재활동 범위의 SLQ�17 허위위장 반복기를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기대된다� 사용성

있는 기구로 해군은 다음의 3가지를 추진� 추구하고 있다�

① 초 RBOC(Rapid Bloom Oﬀ�Board Chaﬀ)와 「카세트」 배출기를 포함한 가표적 은색

철조각�

② 5인치 짜리의 Chaﬀ 운반용의 추진기

③ RBOC를 인수할 수 있는 가짜 Chaﬀ 로케트의 장거리 연막

7�500톤급의 「프로런스」 구축함 같은 신형해군 함정들은 예상된 효능보다 가격이 너무

그래서 전략과 전술에 대해 외길접근책 또는 낡은 전법이란 없다� 어떤 시스템도 융통성 있

비싸서 도무지 활동적인 ECM 기구(전자 방해조치)를 운반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들은 아

용은 적의 대응전법에 걸려 무효가 될 수 있다� 10월전쟁 때 아랍은 전자전쟁 수행능력이 없었

합한 피동경고기구 들로 무장될 것이다� 해군은 제조예정 분규 때문에 개발이 취소된 「리톤

는 전술과 전략을 혼합해서 효과적인 능률과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같은 전술의 반복적인 사

마 구식 W LR�1 수신기와 「아르고」 시스템의 WLR�11 동시성 주파수 측정 수신기의 복

으나 그 후로 소련으로부터 여러 전자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아메큼」 SLR을 사용 키로 계획했었다� 해군 함정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취소된 Good Year

비 해나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 국방에 있어 어느 군이나 적이 상수를 갖고 새 병기로 안보를 위

능을 잘 발휘하면 그것은 C haﬀrock를 대신해 이런 함정들을 무장시킬 것이나 예정표는 최소

해군은 새로운 위협에 대해 방위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 그 위협을 미리 예상하여 사전에 대

협 할 때 겨우 여기에 대처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해군력이

어떤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즉각 응징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통합되고 타군과 연락

협동이 가능한 계획과 개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아다시피 군국주의 소련연방은 계속 새로
운 공격 미사일을 개발해 내고 있다

3. DPEW(Design—Price Electronic Warfare)이란 무엇인가?
미 해군은 전자전쟁의 미래 위협을 「레이테온」사와 「휴」항공기 지상시스템 그룹에서 개

발 중인 기준 수치의 DPEWS(전자전쟁시스템)에 근본을 두고 대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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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ﬀrock MK 28 Chaﬀ 위장물을 위해 공간�무게의 예비품을 갖고 있었다� 만일 RBOC가 기
한 최초의 함정모형을 역조작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해군의 「리톤」LHA 헬리콥터는 함정의

최후의 방위로서 Chaﬀrock를 대신해서 RBOC를 대용품으로 쓸지도 모른다� 그리고 취소된

ITT사의 항공전자공학기계 SLQ�27 「쇼트스톱」의 대용품으로 쓰도록 DPEW 한 세트를 접
수했다�

국방총성의 진보된 연구계획 기관의 부서는 해군이 자체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조사못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개개 함정의 비상한 양상을 탐사하는 것을 부조한다�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레이다 목표 유도방식 미사일을 교란하고 대방사

선 유도탄을 혼란시키고 퇴치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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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능동적 레이다 유도탄 탐색기를 착안해내려 한다� 「존 흡킨스」 대학의 응용물리학 실험실
은 이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해군은 해저에서 해상보다 더 강력한 전자전쟁 활동을 하고 있다�

다수의 공격잠수함이 전자잠망경을 사용하여 잠수한 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잠항추적 임

무를 맡고 있다� 그 임무는 Wide Band 수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일

이다� 해저수집 목적으로 쓰이는 해군 기구들은 육군의 「와트킨즈 존슨」WLR�14 그리고

WJ�1140 자동신호 수학 및 과료 시스템� 구식의 「실바니아」WLR�6와 그 대체품이 사용되

고 있다�

해군은 또 해군 활동의 존재성 및 본성을 감추기 위해 위장 또는 가장기술과 전자자력의 방

법에 의해 적 해상에서나 인공위성 탐지기를 속이려는 방법에 큰 진보를 보고 있다� 소련 함대의

(Long - range Cruise Missiles)

추적 탐지 기계의 추종을 가리우고 그 주위를 돌리기 위해 보통 비무장의 함정이 모종 활동임무

<대한(大韓)교육보험(敎育保險)기획부(企劃部)>

를 위장하기 위한 진보인 것이다�

해군 당국은 동시성 궤도 인공위성에 의해 중계된 자료를 연관시키는 “해양요정”이라고 불리

는 유도성 순양함 장비� 전자자력수집 시스템의 피동 미사일에 전념하고 있다� 기타의 해군 개

발 품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잠재적으로 적대성 Platform 지평선상의 신호 적발 및 방향 발견 시스템을 위한 20개의

선상 HF�VHF 시스템을 건조하는 「다이아몬드」 계획�

② 「보잉」사가 건조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순찰 전투미사일(하이드로 포일)을 위해

개발된 「아메콘」 SLR�20의 탐색� 확인 그리고 위치시스템

③ 해군의 「구루만」E�2C 조기 경고 항공기 제조를 위한 피동탐색기계 ALR�59�

④ 「채널」이 되어 있는 수신기를 가지고 기존의 ULQ�6과 CH� J�밴드 위장반복기에 부

분품 개선을 적용하는 「쿠라스 알터만」SLQ�30 위협 반응 상위 단위 근대화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있다�

ULQ�6를 개조하는 비용은 25만불 정도 되며� SLQ�130은 이란 구축함에 사용되도록 해

군 당국이 추천한 바도 있다� ULQ�6A� B 및 C형을 갖고 있는 그리스는 SLQ� l30 개량형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된 능력보다 낮은 유지비와 사용기간의 잠재력 있는 증가 등의 장점

을 지니고 있다�

한 경 수(韓慶洙) 역(譯)

Ⅳ. 정밀 유도탄 유도의 응용
눈에 띠는 잇점� 전장에서 묘사된 무기 시스템은 분명히 계속

정밀화되는 섬세하고 세련된 유도순양미사일 세대의 효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새로운 전자기술은 자꾸 진보할 것이

며 그것과 함께 무기시스템에 새로운 적용이 가미된다� CI차원의
전자요소 크기가 50～100 「암스트롱」인 초소형회로가 등장했

다는 보고가 있다�

장거리 사정거리와 초음속의 유도순양 미사일의 새로운 형에는 아무 기술적 장애물이 없으

나� 신형의 순양미사일은 비행 중 목표를 바꿀 수 있고 대 미사일 방어책을 혼란시키기 위한 교
묘한 역습적인 방법을 포함할 것이다� 순양미사일은 공기역학적인 표면을 가짐으로 대형 폭탄

을 운반하기에는 대륙간 탄도탄보다 더 효율적 고안이다� 이런 비행체를 그 목표물에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나면 그들의 내재적인 잇점은 군에 구미를 당길 것이며� 그

개발을 극구 추구할 것이다� 군은 꼭 무기의 내재적 잇점만을 위해 무기개발을 하지 않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순양미사일은 매우 매력적인 신형무기 시스템인 것이다� 자체조달

또는 인공위성에서 받는 목표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새로운 유도 시스템은 적중물
을 높이 버이론상 CEP를 0으로 줄인다� 실제에 있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순양미사일의 살

인율은 꽤 높고(핵탄두를 가진 순양미사일은 지역당 K=1�000이다) 목표물 파괴성공률은 거의

100%이다� 그 것은 적의 목표를 파괴시키는데 드는 인원� 차량 및 지원시설(소위 병참술기차�
Logistics Train)의 수를 줄이므로 군사이론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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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경우에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인원의 해외 배치로 전 세계에서 군사균형을 유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장거리 순양미사일 또는 RPV(원거리유인 조종 비행체)는 높은 인기를 끈

다� 이런 실비적이고 매우 정확한 무기들은 해상의 갑판이나 현명하게 설치된 기지로부터 전 술

및 전략목표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조작과 유도의 이러한 무기를 즉각 작전에 사용

할 수 있게 사전준비로 조작과 유도의 간편함과 저비용 유지의 잇점인 유동성� 다수 배치 가능

성 등은 적의 비상� 기습공격에 대한 파괴 불능한 강한 억제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 이런 신형무기시스템의 가장 큰 잇점은 아마 그 제작의 저비용성과

최신무기 장거리순양유도탄 <2>
공학� 기체� 제트엔진 등에서의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다�

위의 모든 나라가 재정 뒷받침 또는 개발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 무기시스템의 매력 있는

장래와 초기 개발단계의 낮은 비용은 군사 권위자들이 그들의 정부가 새무기를 보유하기를 강

력히 밀고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무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쟁적 반응과정은 이 무기
를 가지지 않는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상 한 나라가 한 가지 무기를 입수할 때는 그 적대국가도 군사상의 균형을 깨치지 않게 그

동일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적대국이면서 신무기를 배치했을 경우에 첫번째 국가는 적국의 신무

운전의 간편성에 있을 것이다� 순양유도탄이 그 목표물을 적중 시킬 확률은 50%다� 그리고 살

기에 대한 아무런 방어책이 없으므로 높은 군사적 지출과 낮은 국가 안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응한 비용은 10년에 7십만 달러이다� M�Ⅲ의 높은 명중률은 이 비용의 절대성을 좀 깎아 내

상태에 머물 것인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일국의 군사권위자들에 의해 상기의 결정이 지어지면 이

상위력 한 단위에 대한 비용은 단지 3천불이다� 미국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미니트랜」Ⅲ의

문제는 물론 적이 기술상으로 가능하다면 어쨌든 새 무기를 보유하여 배치할 것인가� 또는 현재

리지만 순양미사일은 더 비용절약적임에 틀림없다� 경제계 및 정계 압력단체가 미국의 국방예산

신형무기가 나오기 전에 가졌던 군사우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 무기의 개발이 필요불가결

은 분명하다

나 정교한 하향식 레이다시스템 등이 창안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비용은 순양

로그램을 찬성하고 나올 것이다� 다양한 전술적 응용을 위해 이 값싸고 정확성 높은 무기 시

일 개발� 배치 및 사용기간의 순환이 끝날 무렵에는 세계는 새로운 신종무기를 또 대두시켜야 한

을 삭감하기를 기도할 것이 가능함에도 순양유도탄이 군지도층 및 정치가들의 옹호를 받을 것
그래서 군의 기술관료급 인사들과 의회가 이 무기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위한 광대한 프

스템을 사려 깊고 현명하게 배치하는 일은 파괴율을 높이고 절약되는 자금을 다른 국가안보
조 치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파괴를 극소화하고 전쟁물자를 위해 제 자원을 매각하

는 것 을 막고 무기 제한협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

킬 것이다�

Non―Trivial Disadvantages (하찮지 않은 불리점)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총비용은 운영의 준비성에 있어 그 개발� 확보 및 유지에 쓰이는 금액의

크기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 무기 배치에 쓰인 종합적인 경제적� 정치적 및 안보상

의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 드나를 알려 하는

것보다 그것이 제의하는 미래의 기회 및 그것이 적국에게 무엇을 하게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장거리 순양미사일의 높은 명중률에 비
해 볼 때 이 광범위한 대차대조표는 미국이나 또는 기타 국가가 그 배치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일국의 과거지사가 그들의 미래의 반응을 지도하게 된다면 미국에 의한 장거리 유도미

사일의 배치는 소련에서 같은 노력을 하게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핵탄두 유도탄 기지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점진적 회전율은 순양유도미사일과 함께 두배

나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점증(漸增)은 더욱 더 광범위해질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
본� 인도� 스웨덴� 서독 그리고 이태리와 이스라엘도 장거리 순양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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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가 된다� 새로운 방위프로그램에는 대순양 미사일 격추유도탄 즉 프로그램이 짜진 대포

유도탄 없이는 그에 대한 대응 파괴무기가 필요없으므로 순양유도탄 가격에 가산된다� 순양미사

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현대세계의 동서양 진영의 군사적 대립의 실태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 상태는 악화될 수 있다� 첫째로 어느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의 소개는 그

나라 국방에 있어 새로운 불확실성을 준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거리가 하나 늘어난 것이다�
신종무기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배치된 무기와 다른 성능상의 특질을 가

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새롭게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다� 즉 군사권위의 작전상 자유의 한계에
제한이 주어지고� 국가안보 문제에 새로운 요소들이 생기는 것이다�

예로써 부족한 군사예산에서의 정치적 자금은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적의 신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기나 프로그램에서 떼와야 한다� 장거리 순

양미사일의 특별한 경우에 상기한 불확실성은 특히 크다� 부가적인 핵탄두가 미국� 소련 및 기
타 핵 보유국의 핵 보유고를 늘일 것이므로 이의 무기시스템에의 편입은 핵 무기의 종합적 확장

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쇄작용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므로 값싼 순양미사일의 사용 가

능성이 큰 환영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군사계획가들은 자국을 12여개국의 능률적 핵
무기로부터 방위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국방계획에 또 하나의 복잡성은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 사이의 격차가 줄었으며 전략무기와

전술무기의 구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현실이다� 순양미사일은 대륙간 탄두탄처럼 심리적 장

벽이 없다�

ICBM이나 SLBM은 핵 전쟁과 지구 괴멸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용은 그들의 이미지와

정서� 군사지도자에게 최악의 우사(寓事)와 대 파멸을 가져오는 도구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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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순양유도탄은 좀 자연스럽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사려된다� 이를 사용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약간 마음에 압력이 적다� 순양유도탄이 재래식 무기를 달고 전술용으로 쓰이거나 핵탄두
를 달아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실과 함께 심리적 금기의 축소는 이의 잠재적 사용을 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 새로운 무기가 군사계획가에게 공격의 선택을 넓게 주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적국의 방

위의 허점 증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진다� 장거리 순양유도탄을 갖고 있는 군사전략가는 그

의 정치지도자에게 CM 없이는 군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여러 종류의 행동의

선택을 주게 된다� 정치지도자는 군사 전문가에 의해 전폭기로 공격할 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병
참술 「연쇄조직」과 전쟁포로� 사상자 및 불쾌한 정치적 반향없이 순양유도탄으로 수천마일

떨어진 이국에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설복될 것이다�

순양유도탄은 전쟁을 보다 우발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적게 책임을 지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

으며 그들은 전쟁의 도발성을 증대시키며 재래식 전술적 접전에서 전면 핵전쟁으로 순식간에

바꿔 버릴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미국과 소련에 있어 장거리 순양미사일이 현재의 군사균형의 현장에 등장하여 어떤 문제점

을 가져올 것인가는 잠수함 발사 순양미사일로서 전술용과 전략용의 대잠함(ASW) 전력을 재

최신무기 장거리순양유도탄 <2>
과적인 국제적 긴장은 괄목할만큼 증가할 것이다� 적대국 해안 근처에 잠입한 약간 수(2～ 3대)

의 SSN의 존재는 주요 경계의 이유가 될 것이며� 지금은 그것이 어떤 육상의 목표도 때릴 수 있
는 전술용 기지로 사용된다�

SLCM이 등장하는 바람에 부수적 상호의존적 불확실성의 결과 효과는 핵 전쟁 우발 가능성

의 증대이다� 현 국제화해의 환경에서 한 핵국가에 의한 다른 핵국가의 의식적 기습공격은 그
국가의 자살적 행위인 까닭에 우발적 핵전쟁은 세계 평화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전략

SLCM의 배치는 그 위협을 증가시키고 핵전쟁 우발확률을 높일 것이다�

장거리 순양미사일은 그 「실로」(유도탄 저장 장치)와 긴 비행시간 중 적 대륙간 탄두탄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증하는 높은 명중률을 가지며 경계경보에 즈음해 바로 발사의 의욕과 기회

를 준다� 만일 적의 미사일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핵탄두 각개목표유도(MIRV)를 하지 않으면

탄두탄으로 탄두탄을 위협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것은 평균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파괴
하기 위해 자국의 탄두탄을 모조리 상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장거리 순양미사일의 가장 심각한 불리점은 그리고 특히 잠수함 진수형은 그것이

무기 제한 노력에 대한 영향력이다� 한 두 가지의 무기 시스템을 제한하는 국제협정의 명백한

기본조건은 그 협정이 실천되느냐에 있다� 실천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감시 없

정비해야 하는 문제이다� 현 시점에 있어 SSN과 SSBN의 역할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전략

이 스스로 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국의 군사 권위자들이 외국의 상대방이 자기네 군사설비와

있는 것이 큰 결점의 하나다� 적대국의 SSBN을 공격하는 것 또한 심사숙고 되어야 하며� 이것

리는 무기제한 협정이 관측 인공위성 또는 원자 방사선 및 전자자력의 원거리 탐지기 등으로 감

용 ASW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함께 정치지도자가 사용하기를 어려워하므로 사용이 금지되어
은 SSBN을 서로 파괴시키려 하면 핵 전쟁의 발발에까지 비등하기 때문이다� 전술용과 전략용
ASW의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더우기 이 무기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핵 억제력의 가장 안정된 요소는 계속 존재하고 또 그

것의 무적불공략성은 유지된다� 그러나 강력한 장거리 SLCM에 핵 탄두의 장치는 이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우선 SSN은 전략핵무기도 운반하기 때문에 CM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전술용과

전략용 ASW의 구분을 지워버렸다� SSBN이 비교적 난공불락의 무기로 간주되어도 정확한 장

거리 순양미사일을 운반하는 SSN은 ASW 전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동시에 그것의 비용이 장거

리 순양미사일의 총가격에 합산되었다�

이 강화는 전쟁 중 우발적 지구전에 의해 각국의 SSBN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핵 SLCM 의

위협과 ASW의 강화는 이미 불확실한 해저 전투에 긴장을 고조시킨다� SSN에 의해 운반되는

SLCM에 적재된 전략핵무기의 배치는 해상에 기지를 둔 핵무기 조종과 통제에 골치 아픈 문제
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SSN에의 핵무기 확장은 이 무기의 운영과 조절을 더욱 복잡하게 하

고 자국의 영해에 들어온 적의 SSN에 초긴장으로 과잉 대처를 하여 우발적인 발사의 가능성을
크게 한다�

해저에 있는 핵 억제력의 총체적 피해 가능성은 대단치 않다� 소모전 위험의 증대는 무기고에

저장된 증가된 수의 무기량에 의해 좀 균형이 잡히지만 이런 현실이 유기시킬 불확실성과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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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점검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기 제한을 통제하는 이 원
독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SLCM은 외부상으로는 동일한 핵무기를 가진 전략용과 재래식 무기를

장비한 전술용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또 이런 무기들이 어뢰발사기로부터 진수되기 위해 산탄통

에 넣어질 것이므로 이 무기를 해체하지 않고는 어느 것이 전술용 또는 전략용인지 구분 할 수

없다�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선 고도의 검색이 필요됨으로 이는 미국과 소련 양국 군사권위자에
게 그냥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장거리 순양미사일이 한 번 배치되면 그 수와 보유속의 확대를 무기 제한 협정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 이 사실은 전략핵무기 운반용 미사일을 제한하려는 현실적 노력의 가치와
효과성과 차후 20년간 배치될 총 핵무기 수에 대한 불정확도에 장기적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SLCM과 ALCM이 1�500해리의 사정거리 내에 있으므로 그들은 이미 배

치된 전략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단지 배치되는 핵 탄두 수와 발사대의 수를 증가시
킬 것이다�

장래에 미국이 실패한 장거리 순양유도탄 배치의 통제에 대한 「블라디보스톡」SALT Ⅱ(전

략무기 제한 협정)는 관계된 두 국가와 전 세계의 안전올 위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미국

에 의한 핵탄두장치 장거리 순양미사일의 무제한 배치는 탄두탄 발사대를 2�400대로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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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동시에 핵 보유의 기회로 볼 것이므로 1975년 5월의 핵무기비확장조약의 낙관성을 어

렵게 만든다� 정확하고 값싼 순양미사일은 제국간에 군사력 평등화를 위한 수단이 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대도시를 쓸어버릴 최종의 수단임을 증명할지도 모른다�

최 양 수(崔良洙) 역(譯)
Lance 미사일용인 XM251 비핵탄두를 소련의 공대지 미사일

을 제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벨지움과 네덜란드의 주문에 따라

Honywell회사에서 생산 중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도 이와같은 신

형인 결합탄두 Lance미사일을 주문할 것이 예상된다� 그 외에 2개

서방국가에서도 이와같이 높은 생산가격을 지불하도록 합의하였

다� 이들 국가들은 항공기 조달가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그리고 공군의 공격기 전투소모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써� XM251 탄두미사일을 구입하려 하고 있다�

동 XM251탄두는 BLU�63 소형 폭탄 (Bomblet)이 836개 들어 있으며 직경 0�5Mile의 원

형을 집중공격할 수 있고 재래식 SAM Sit를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폴랜드나 벨지움에는 1976년 후반기에 인도될 것이다� 그러나 미육군에 대한 비핵탄두 조달

문제는 미국방성 내에서 공군과 육군과의 무기의 역할 및 임무상의 논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는 XM251 탄두가 장치된 Lance 미사일의 가격 및 정확도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이 이
루어지고 있다�

미육군은 앞으로 조달에 대비하여 동 미사일의 개발 및 시험을 완료하였고 SA�2� SA�3 등

의 SAM Sit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목표물에 대한 시험결과가 아주 양호하였다고 한다�

비핵탄두를 이용하여 24회의 비행시험에서 시험 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육군

은 비핵 Lance 미사일의 기금획득 시도에 있어 의회의 강경한 반대에 빠지게 되었다� 동 전술탄
두는 현재의 탄두보다 약간 값이 싸다�

이스라엘도� 소련의 SAM을 저지하기 위하여 3개 대대분의 많은 비핵 Lance미사일을 조달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109기의 1개 대대분의 미사일이 1975년 10월 중순부터 수주일 동안에

걸쳐서 공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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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목록에 Lance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주문중에 있는 기타 국가들도 이와같은

Lance 미사일의 전술탄두 위력과 그 개발상의 문제점
조된 비핵탄두나 또는 여러개의 탄두가 장치될 것이며� 이들 탄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비핵 탄두를 장치하여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방성 및 의회가 미육군에 조달

될 것이다�

조달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응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늄과 같은 물질을 사용한 2개의 파편이 붙어 있다� 단단한 물질로 된 좀 큰 파편은 경장갑차 즉

을 허락하느냐에 달려 있다� 1개 Lance미사일의 작전대대를 보유하고 있는 Italy도 비핵탄두

Lance 미사일을 주문한 기타 제국들은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규모로

받게 될 것이다�

･ BLU�63 준소형 폭탄(Submunition Bomblet)의 개조� 여기에는 탕크스텐의 압축 우라

APC 나 트럭에 사용할 수 있고 좀 작은 파편은 인마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불형의 탄두는 각종 목표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 파편패턴 (Controlled

･ 영국 � 1개 여단

Fragmentation Pattern)을 제공하기 위하여 홈을 파놓았다� 이와같은 형의 탄두를 시험한 결

･ 폴랜드 � 1개 대대 (조달비 3 �500백 만불� 작전시기� 1978년)

Lance미사일의 정확도만 향상된다면 전차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많은 유럽 제국들도 비핵탄두가 장치된 Lance 미사일 조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

지뢰가 들어 있다�

･ 서독 �

･ 벨지움 �

재의 주문으로 인해서 매달 약 40발의 Lance미사일의 생산율을 LTV 회사는 1980년대까지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럽에는 군단 및 사단급 규모의 부대에 일반 화력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직 1개의

핵 탄두가 장치된 Lance 미사일이 전개되어 있다�

비핵탄두 장치가 된 Lance 미사일을 추구하는 일 외에도 미육군은 Lance 미사일 후계자로

서 제2의 초미사일의 개발을 연구 중에 있다� 동 계획은 또한 미 의회 예산위원회의 반대에 직면
하였다� 제2의 Lance 미사일은 현재의 액체 연료 Lance 미사일보다 성능과 사정거리를 개량하

과� 전차에서 5�000fps의 속도로 많은 파편을 보내면， 장갑차를 파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 제2의 Lance미사일의 결합산탄통에는� 장거리의 벌판에 지뢰를 유포시키기 위하여 대전차
･ Lance의 산탄통에는 벙커나 또는 이와 비슷한 목표물에 사용할 수 있는 FEA (Fuel Air

Explosive) 탄두가 장치되어 있다�

･ 탐지장치(Sensors)를 가지고 있는 산탄통이 있다�

보다 정성을 기하고� 고체추진연료를 사용한다면� 장거리 개조형 Lance 미사일은 각종 장갑

목표물 (Armored Target)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LTV 항공회사는 전차를 명중시킬 수 있는 한 개의 준무기체제를 이미 개발하여 시험하였다�

기 위하여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개량된 유도체제一거리측정 장비 및 관성 측정 장비一를 가지게 될 것이고� 개

<Lance 미사일의 후계자로서 미육군에 제시된 LTV 항공회사의 Lance 2 지대지미사일이 거리측
정유도장치(DME)를 장치하고 있다� 동 DEM의 일괄개념은 비핵탄두의 계열(A family of non ―
nuclear warheads)을 정확히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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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항공회사의 Lance 미사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된 Hony well 항공회사의 비핵탄두는
BLU―63 소형폭탄이 들어있는 결합탄통이다� 동 탄두는 각종 목표물, 특히 SAMSit와 같은 목표
물에 효과가 있음이 시험에서 입증되었다� Lance 미사일의 효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BLU 소형
폭탄에 항공역학통제가 되도록 Nylon 줄 뭉치가 부가될 것이고， 이것은 소형폭탄이 보다 균일한
Pattern으로 공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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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체제는 TGSM (Terminally Guided Submunition)이라 칭하며 각 미사일 속에는 전차에

Lance 미사일의 전술탄두 위력과 그 개발상의 문제점
미 육군성의 제안에 기술평가를 가함으로써 미사일 사령부는 알맞는 가격에 치명적인 피해

Homing할 수 있는 6～9개의 유도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를 줄 수 있는 최신무기로써� 고체 추진력을 이용한 개조형 Lance 미사일을 택하도록 되었다�

에 홈을 파넣는 방법을 완성하였다� 이 탄두는 직접 명중시키지 않고도 전차를 파괴할 수 있으

군은 대치하려는 미사일의 어떠한 화력 시험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술상의 평가에 입각해

그 외에도 LTV 회사는 원뿔형 탄두를 개발하여� 파편폭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탄두

그들이 택한 Conﬁguration은 LTV 회사의 Lance 2 미사일 설계와 아주 유사하였다� 미 육

며 동 미사일은 적당한 거리에서 폭발한다고 한다�

서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다� 동 미사일은 DEM 유도장치와 고체 연료 추진의 일괄개념을 이용하였다�

LTV 회사에서 개발한 고체 추진력을 이용한 Lance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다� 고위 국방성 관리

되었다�

로 하고 있다고 한다� 동무기 체제는 생산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또한 LTV 회사는 현재의 Lance 미사일 발사대에 장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설계하였

이 무기는 Lance 2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여러 개의 탄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이하게 설계
이와 같은 제2의 Lance 미사일은 같은 사정거리 상에서� 현재의 Lance 미사일보다 30% 이

상 소형 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LTV 항공회사의 Lance 2미사일의 가격은 1발당 약 55�000불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가격은 현재의 비핵 Lance 미사일의 1발당 11만 5�000불과 비교가 된다� 만약 미의회가 이

미사일의 조달 기금을 승인하게 된다면 비핵 Lance 미사일의 가격은 의회에서 중요한 논쟁점
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SAM에 의해서 잃을 수 있는 전투기나 공격기의 가격과 비교하면� 동 가격

미 육군은 1976년 초에 DEM 유도시험을 실시할 것이고� 시험에 사용되는 유도탄으로서는

들의 말에 의하면 구라파 지역에 있는 육군 사령부들은 비핵 Lance미사일을 절대적으로 필요

이 무기 체제는 미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체제를 믿기를 꺼려하고 있기는 하나� 효

과적이고 치명적이며� 정확한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동 비핵 Lance 미사일은 야포의 사거리 밖

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처음부터 Lance미사일은 Honest John의 비핵탄두 능력을 대치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는 무기로 제작되었다�

Honest John도 곧 여러 미육군 사령부에서 사용할 것이다� 전술 탄두가 장치된 Lance 미

사일은 그 기술과 화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 하원마저도 비핵 Lance 미사일에 대해서

은 보다 효과적이라고 미국방성 고위 관리들은 말하였다� 미 육군은 비핵 Lance 미사일과 제2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미국방성이 벨지움과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에 판매할 목적으

다음에 1�0001b 폭탄 탄두를 장치하는 Raytheon Hawk 미사일에다 보조추진 장치를 하

미 육군 자신도 비핵 Lance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들의 군사력이나 책임 등이

생산 무기 및 기타 대치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였다�

로 비핵탄두의 생산을 승인하였음은 주목되는 일이라고 미 하원 군사분과 위원회는 말하였다�

는 대안의 연구가 제의되었다� 이것은 Lance 발사대나 유도용 거리측정장비를 사용한 비핵

미국의 그것과 너무도 비교가 안 되는 우방국들올 위해서 비핵 Lance 미사일을 생산하도록 미

이 될 것이다�

였다�

사항이 있으며 이는 미 육군미사일 사령부에 의해서 검토되어졌다� 그 기본적인 반응은 다음과

해서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FY 76년의 세출금지승인서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비핵탄

Lance 미사일 사정거리의 약 2배를 낼 수 있다� 이 미사일의 가격은 50�000불 내지 75�000불
･ Greener Pastures(계약자들의 구성단체)의 연구는 제안에 대한 산업상의 여러가지 요구

같은 것 들이었다�

･ Lance미사일의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변조 활공폭탄�

･ Lance미사일의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탄두가 장치된 Raytheon 회사의

Hawk미사일�

･ 개조되고 향상된 Honest John 미사일� 이는 Lance 미사일 발사대 체제에 적합하지 않다�

･ DEM 유도장치와 고체 추진 체제를 이용한 개조형 Lance미사일� 이것은 Lance 2 미사일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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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 하원 군사분과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

미국방성의 비핵탄두 조달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써 미 하원 군사분과위원회는 미 육군을 위

두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중간 기금에 금지조항을 삽입하였다�

최근에 치열한 전투에서 경험을 얻은 이스라엘의 장성들은 재래식 Lance 미사일이 좋은 무

기인지 아닌지 결정짓는데 IDA(Institute of Defencese Analysis)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미군사 분과위원회는 말하였다�

미 예산분과위원회는 Greener Pastures의 연구를 재평가하고� 비핵 Lance 미사일에 대한

대치 미사일의 화력시험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예산분과위원회는 비핵 Lance 미
사일과 시험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의 연구 및 조사사항을 문의하였다� 예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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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e 미사일의 전술탄두 위력과 그 개발상의 문제점
과위원회 가 시험을 지시하였지만은� 그에 대한 예산은 지불되지 않았고 미하원 군사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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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비핵 Lance탄두를 사용할 Lance 미사일의 대치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비
를 삭제하였 다�

IDA 연구는 재래식 Lance 미사일과 장래 무기와 비교하였교� 또 비현실적 항공기 소모율과

비교하였다� 이때에 SAM 제압에 필요한 각종 항공기는 고려하지 않고 SAM 목표물에 대한 단

일 항공기 형태만 고려하였다� 또 전혀 대책은 고려하지 않았고� Lance 미사일이 그 대책에 충
분하다고 믿었다 한다� 결과적으로 탄두실험 결과는 IDA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

았다�

미공군은 Lance미사일은 항공기 소모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Lance 미사일을 지지하였으나 어디까지나 SAM 제압을 강조하였다�

김 남 기(金南紀) 역(譯)

더우기 항공기 제작요원들이나 제2 Lance 미사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압력

을 가하고 있어서 동 Lance 미사일에 대한 청사진(계획)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한다�

1. 서 론
정찰위성(偵察衛星)의 잠재력에 대한 지적은 그것이 쓰이는 용도

의 한계와 그것이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1972년까지 미국

(美國)은 3가지형의 인공위성(人工衛星)(정찰용(偵察用))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지역감독용� 정밀 점검용 그리고 대흑조 위성(衛星)(Big

Bird) 등이다� 첫째번 것은 와이드앵글(광범한 각도)잠재성 있는 이

익의 사건 또는 목표물을 선명도가 높은 카메라로 광범한 지역을 탐

색한다� 1972년 5월에 전략무기(戰略武器) 제한협정이 체결된 후부터 미국(美國)은 더 이상 지

역감독용 인공위성(人工衛星)을 발사하지 않았다�

정밀점검용 인공위성은 초점 길이 렌즈와 비교적 좁은 각도로 선명도 높은 카메라를 운반한

다� 대흑조 위성은 지역 감독 및 세밀점검의 임무수행을 한다� 높은 선명도를 갖춘 사진기구를

운반하는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은 보통 유동성이 좋다�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이
사용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 궤도의 특색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1974년에 발사

된 정찰위성(偵察衛星)의 약간 수는 궤도의 특색을 설명하기 위해 쓰일 것이다�

1972년 이후로 1년에 미국(美國)은 5개� 소련은 35개를 발사(發射)해 왔다� 지난 2～3년 동

안의 위성발사(衛星發射)의 연구는 그것이 SALT�I 협정 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정찰위성(偵察衛星)이 탐지할 수

있는 사실(事實)과 그 카메라의 선명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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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Chart 13―1� Geometry of a Satellite Orbit

(Z)축은 북극을 향하여 그려졌고 지구의 적도면은 xy 평면에 나와 있다� X축은 지구의 춘

추분선을 향하며 아리어스(Aries) 별좌의 첫번 점을 향하거나 「베날･이퀴녹스」(Vernal

Equinox)를 향한다�

인공위성(人工衛星) 궤도와 천체(天體)의 적도와의 교차점은 노우드(Node)라고 불린다� 예

를 들면 「도표 13�1」(b)와 같이 N은 상승하는 노우드이다� 그리고 X축과 ON선 사이의 각

도인 (Ω)는 4번째의 궤도상 요소를 정의하고 그것은 상승하는 노우드의 오른편 상승이라고 불

린다� 특정시간에 위성(衛星)의 지상트랙의 길이는 Ω의 수치로 주어진다�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궤도상 요소는 위성(衛星)의 궤도기울움과 지구의 적도지면과의 각도

인 “i” 이다� Ω와 함께 “i”는 고려되는 좌표에 비례하는 궤도상 평면의 위치를 표시한다�

궤도상 평면 안에 있는 타원형의 오리엔테이션은 6번째 궤도상 요소인 적도상 평면의 ON선

과 P가 최근점 지점인 0P선 사이의 각도이다� 그리고 0P선은 타원의 주축에 따라 구성되며 이

각도는 보통 W로 표기되고 최근접지점의 독립변수(獨立變數)(Argument)라고 불리운다�

상기(上記)한 궤도상 요소 중에서 “I”는 인공위성(人工衛星)의 생존기간 중 실제로 동일하게

남는 단 하나의 요소이나 이것도 인위적으로 바꿔질 수 있다� 다른 요소들은 지구의 중력 때문
에 변하고 인공위성(人工衛星)에 의한 지구의 관측은 그 위성의 지상추적에 의해 알게 된다�

그러면 지상흔적(Tracks)의 계산(산출) 뒤의 원리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은 1974년에

발사된 일부 위성(衛星)의 산출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최근의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의 지상추적
지구를 순회하는 인공위성(人工衛星)의 동태(動態)는 회전과 지구의 모양에 따라 정해짐으

로 아주 복잡하다�

2. 인공위성(人工衛星) 궤도의 제특색
보통 인공위성(人工衛星)은 타원형 궤도를 가진다� 「도표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 이런 복잡한 현상은 우주로부터 관측을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예로써

지구는 1�440분당 한번 자기회전(자전)을 한다� 만약 위성(衛星)이 지구둘레를 도는 시간인 Tp

(Timep)는 매일 주의깊게 선정되고 그 다음 지상추적이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Tp(주기)는 매

지구를 도는 궤도는 지구를 타원형의 한쪽 촛점의 중앙에 둔다� 준주요축인 a는 타원의 긴

일 지상흔적추적의 점차적 변동에 따라 선정되며 일정지역의 완전한 취재가 만들어 진다� 어떤

들이 6개의 궤도상의 요소 중 둘에 해당하며 위성(衛星)의 수명 기간중 궤도상의 요소들의 대

星)의 주기의 적합한 산출은 밝을 때 적어도 한번은 지구의 어떤 지역을 관측할 수 있게 하고

우드(Node)를 위성이 지나는 시간과 동일하다� 근거리 접근 즉 지구와 위성과의 최단거리와 원

와 같이 궤도상 기울움이 각 회전마다 위성(衛星)이 날으는 위도(緯度)와 범위를 결정한다� 높

간 T는 세 번째 궤도상 요소이며 a와 e와 함께 평면에서 그 타원형을 결정짓는다�

회 이상의 통과를 하게 한다� 그리고 적도 근처의 지역에는 낮은 경사의 궤도를 요한다� 그러므

러한 시스템의 주축은 차아트 「13�2」에 나오는 것과 같이 원점 〇는 지구의 중심이다�

하는데 달려 있다� 특수한 “I”에 선택의 영향을 줄 제2의 요소는 경제이다� 만일 위성(衛星)이

Diameter의 1�2에 해당한다� 타원의 크기와 모양은 반주축과 그 중심 e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
부분은 변하며 모든 요소들의 수치는 특정시간에 따라 주어진다� 보통 이 시간은 상승하는 노

거리 이탈은 「도표 13�2」 (b) 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근거리 접근에서 위성(衛星)의 통과시
우주공간의 평면의 위치는 지형(Side real)의 사각형 좌표(Coordinate) 시스템에 나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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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에서는 지상추적의 변동은 Tp가 90분에 가까우면 16번째 궤도마다 일어난다� 위성(衛
또 위선(緯線)(Latitude)에 따라서 하루 한 번 이상도 할 수 있다� 「도표 13�2」에서 보는 바

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의 관측을 위해서 90°에 가까운 경사궤도는 그 지역 위로 밝을 때 하루 2
로 “i”의 특수한 선택은 흥미 있는 지역이 어디 있나 또 얼마나 정밀하게 그것이 관측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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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3―2� Ground Tracks Over India of the US 1974―20A 「Big Bird」 Satellite� Inun―
hed on April 1974 at on Orbital Inclination of 94�52°, 16―2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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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 도표 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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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부근의 어떤 지역으로부터 동(東)으로 향하여 발사(發射)되었다면 그것은 지구의 자전 때

문에 시간(時間)당 1�700km의 시초의 속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I”가 90°보다 작은 궤도에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진입시키는데 로케트에 적은 추진력이 소요되며 작은 수치의 “I”의 잇점
은 주어진 위도에서 지상추적은 궤도경사가 90°에서 구해지는 것보다 훨씬 정확성 이 있다 하

겠다�

3. 지하 원자실험의 관찰
1974년에 미국(美國)에 의해 발사(發射)된 궤도경사 94�52°(“대조위성” 1974�20�A)와

소련에 의해 발사(發射)된 궤도경사 62�81°(코스모스 653)의 두 위성(衛星)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두 위성(衛星)과 다른 사진 정찰위성(偵察衛星)의 기초적인 궤도상 특징과 기타 성질

은 「도표 13�1」과 「13�3」에 각각 주어졌다� 인도(印度) 위의 두 위성(衛星)의 지상추

적은 「도표 13�2」(미국(美國) 인공위성(人工衛星))와 「도표 13�3」 (소련 인공위성(人
工衛星))에 나와 있다� 하루씩 걸러서 궤도 경사 94�52°를 가진 미국위성의 지상흔적 거리가

궤도경사 62�81°의 소련위성 것들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I”의 높은 수치 때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18� 20� 23～25일 사이에는 구름취재에 완전한 맑은 하늘이 되었고 19일과 24일에는 40%

밖에 하늘이 개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상트랙의 점차적 변동은 위성(衛星)의 주기가 그 축 둘

레를 지구 자전주기의 정확한 배가 되지 않음으로 하여 오는 것이며 또한 다른 궤도상 요소의
변화에 따라 인공위성(人工衛星)의 지상트랙에 변동을 준다� 그것은 첫째� 위성(衛星)의 궤도상
주기는 지구의 대기권 때문에 변한다� 둘째 다른 두 궤도상의 요소� Ω와 W의 변화는 지구의 공

평치 못한 중력계 (Gravitational Field) 때문에 일어난다� 지구가 자기 축 둘레로 자전하기 때
문에 그것은 적도부근에서 튀어나오고 양극 부근에는 편편하다�

지구의 모양은 완전한 원형이 아니므로 이것은 위성(衛星)의 궤도(軌道)면이 지구 축 둘레를

회전하게 하고 그것은 Ω의 수치를 시간에 따라 바꿔지게 한다� 이 변화는 1일간 10°까지도 을

라가며 지구의 편편치 않은 중력계(界)는 타원이 자기의 면에서 회전하게 야기시켜 W가 시간에
Chart 13―4� Ground Tracks Over Cyprus, Greece and Turkey of the Soviet Cosmos―666
Satellite, Launched on 12 July 1974 at on orbital Inclination of 62�81°,

13―25 July

문에 미국위성(美國衛星)은 북위선 85�08°와 남위선 85�08° 사이의 지구 전역을 관측할 수

있고 소련 위성(衛星)은 북위 62�81°와 남위 62�81° 사이 지역을 좀 더 세밀히 정찰(偵察)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 위성(衛星)의 지상트랙(흔적)의 거리가 좁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위성

(衛星)이 5월 16� 17일과 22일에 (도표 13�2) 지상 트랙에 지적된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어떤 지역을 취재하며 소련 위성(衛星)은 5월 17� 18� 19일과 20일에(도표 13�3) 같은 능
력을 발휘한다� 1974년 5월 북위 26°57’와 동위 41°42’의 「포크하란」시 근처에서 인도가

행한 평화핵무기의 폭발시간 때 이 두 위성(衛星)이 「라지스트한」 지방 위를 날으고 있었

다� “대조”는 5월 18일 실험구역 근처에 없었고 원폭에 의해 만들어진 분화구를 관측할 수

있는 5 월 22일에 그 지역을 통과했다� 그날 새벽 (5시) 그 지역의 구름상태를 검사한 지상

관측(실험� 검출)은 50～63%의 동 지역 하늘은 구름이 없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인공위

성(人工衛星)은 해가 75°의 경사로 좋은 광선을 발하고 있을 때인 11�30분에 그 지역을 지

나고 있었다�

한편 「코스모스�653」은 5월 18일에 핵실험지역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5월 19일에 위성(衛星)은 그 지역 가까이 왔으며 20일에는 39° 각도로 해가 하

늘에 빛날 때 지역시간으로 0850에 실험 지역 위에 있었다� 위성(衛星)은 「라자스탄」지역을 5

월 21일과 25일 사이 저녁 때 다시 통과했다� 사실상 이 지역 정찰위성(偵察衛星)은 18일과 21

일에 지역시간 9시에 「라자스탄」지역을 통과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19°의 각도로 사막
지역에 그림자를 비추는 태양이 17시에 있을 때 통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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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하게 하는데 이 변화는 매일 5°까지 올라간다� 「도표 13�1」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W가 최근접지점과 최원점이 있는 위도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궤도상

요소들의 효력으로부터 별도로 지구의 자전주기는 지상 트랙에 조그만 변동을 야기시키는데 지
구의 주기는 정확히 24시간이 아니고 23�93447시간이다�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으로서 Ω의 변화는 태양이 항상 하늘 높이에 있어 좋은 사

진을 배출하도록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위성(衛星)이 90°의 경사로 궤도회전을 하도록 위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Chart 13―5� Ground Tracks Over Cyprus, Greece and Turkey of the US 1974―65A
Satellite, Launched on 14 August 1974 at on Orbital Inclination of 110�51°,
15―30 August
Southbound passages were made during the morning and northbound
passages during late afternoon� The date and orbit number are indicated for
each ground track�

성(衛星)을 태양과 동시에 도는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인공위성(人工衛星)의
궤도면은 지구와 태양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상태 하에서 위성(衛星)은 적도를 자구가 태

양광선을 받는 면에 정오쯤 통과하고 어두운 면은 자정쯤 통과한다� 지구는 우주공간에 고
정된 궤도를 시간당 15°의 비율로 회전하여 적도와 지구의 온대지방이 좋은 태양광선을 받

으며 촬영되게 한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위성(衛星)의 궤도각도 “i”가 고정

돼 있으므로 3개월 후 위성(衛星)의 궤도면은 지구와 태양을 포함하는 면(평면)에 수직이 될

것이다�

태양과 동시에 진행하는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위성궤도의 평면은 하루 360�365 또는

0�986°로 회전되어야 한다� 만일 위성(衛星)이 올바른 궤도에 있다면 지구의 적도면의 돌출부는

Ω를 꺾어 보내며 그 결과 그만큼 위성(衛星)의 궤도를 곡사한다� 미국(美國)의 1974�20A 위

성(衛星)은 이런 형의 태양과 동시의 궤도를 가졌다�

4� 시프러스충돌사건의 관찰

태양과 동시성 궤도의 사용은 변화하는 Ω의 특색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

자전과 지상트랙에 변동을 야기시키는 변동하는 궤도상 요소들의 복합된 효력의 잇점을 이용

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형의 사용으로서 궤도경사 62～81°에 1974년 7월 12일에 발사(發射)

된 소련의 코스모스 一 666 위성(衛星)과 1974년 8월 14일에 궤도경사 110�51°를 가진 정밀관측

형의 위성(衛星) 1974�5A가 있다� 이 두 위성(衛星)의 지상 트랙은 「도표 13�4」와 「13�5」

에 각각 나와 있다� 「코스모스」에 의해 7월 14일과 24일에 나타난 지상트랙이(도표 13�4) 서
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으나 지상트랙의 변동 때문에 후자의 트랙은 동 키프러스로 건너오
는 것에성공했다�

「터어키」의 여러 지역을 정밀하게 취재하기 위한 지상트랙의 짝이 있다� 또한 그것은 「도표

13�5」에 지상트랙의 여러 쌍이 「그리이스」･「터어키」를 커버하도록 미국(美國)위성(衛星)

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위성(衛星)의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그것이「도표 13�5」에 나타난 지

역 대부분을 하루 2번씩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런 위성(衛星)이 「키프러스」� 「그리이스」와 「터어키」를 포함하는 궤도를 지나는 날짜

는 코스모스一666위성(衛星)에는 특히 재미 있다� 1974년 7월 15일에 「키프러스」에 군사혁

168

명이 있었고 동월 20일과 22일에 「터어키」는 「키프러스」를 침공했다� 코스모스 위성(衛星)

은 7월 15일 아침에서 「키프러스」근처에 있었고 7월 22일(지역시간으로 16�20분에) 동부지

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7월 23일에는 그 위성(衛星)은 지역시간으로 16�00시에 서부

「키프러스」를 지나고 있었다�

7월 24일 지역시간 07：00시에 그 위성은 동부 「키프러스」를 지나고 있었다� 코스모스一

666으로부터 발신된 원거리 거리측정은 그것이 유동성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제시해 주나 아

무런 동태도 발견치 못했다� 미국의 1974�65A 위성(衛星)은 8월 22일에 「키프러스」상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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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두 번 통과했으며 이것은 「터어키」침공 이후였고 북부와 동북부 「키프러스」점령 조금 후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묘사된다� 이 위성(衛星)의 지상 트랙은 「도표 13�6」에 보여지는데 8월 2일까지 그 위성의

였다� 지상관측위 성과 지상관측 때로부터 관측에 기초를 두고 작성한 보고는 7월과 8월을 통

지상 트랙은 「키프러스」� 「그리이스」 그리고 「터어키」를 포함하여 광활한 공간을 차지한

키」상공도 거의 청명하였다�

이것은 단지 「키프러스」에 집중되었다�

(衛星)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 위에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위성(衛星)

통과했다� 그 위성(衛星)은 8월 7일에 회수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기상관측위성과 지상기상대

러한 움직임은 소련 위성(衛星) 코스모스�667에(1974년 7월 25일 발사(發射)) 의해 최적으로

「키프러스」에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인 7월 15일에 미국인공위성(美國人工衛星) (1974

하여 「키프러스」상공에 구름은 없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 기간 중 「그리스」와 「터어
지금까지 자연조건에 의한 지상트랙의 변화가 고찰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느리고 위성

은 그들을 어느 특정지역으로 유도해 오기 위해 지상의 통제소로부터 행동의 규제를 받는다� 그

Chart 13―7� Ground Traks Over Cyprus, Greece and Turkey of the US 1974―20A
Satellite, Launched on 10 April 1974 at an Orbital Inclination of 94�52°,
14―28 July

다� 그러나 8월 2일 이후 위성(衛星)은 그 궤도상 요소를 좀 바꿔 그 이상 트랙이 좁게 만들어져
인공위성(人工衛星)은 낮 8월 3일과 7일 사이에 (지역 시간으로 07：30시와 16：30시) 두 번

로부터의 기상(천기)보고는 그 5일간 「키프러스」 상공은 아주 맑은 하늘이었다고 지적한다�

～20A「대조」)은 지역 시간으로 오전 10：25시경 「키프러스」상공을 날고 있었다� (도표

13�7) 그 위성(衛星)은 「터어키」 침공이 있은 7월 20일에 한 번� 7월 24일에 한 번 두 차례의

「키프러스」를 통과했다� 두번 모두 위성(衛星)은 지역시간으로 오전 10：00시 지나서 「키프

러스」를 지나쳤으며 이때 태양은 구름이 없는 60°각도에 있었다� 「키프러스」상공을 나르게
< 도표 13 ― 8 >

170

171

항공

군사

과학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된 것은 아마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유도해서 된 것인 것 같다� 그러나 대조위성의 연장된 생명

지상선명도의 논리적 취급은 그것이 카메라의 렌즈시스템의 영역뿐 아니라 사용되는 필름의 성

은 궤도요소들을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얻어지므로 이를 연구함으로써 결정내릴 수는 없다�

질까지도 관련되므로 상당히 복잡하다� 지상선명도에 대한 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바 있다(그러나 위의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왜냐하면 이 위성(衛星)은 침공

工衛星)에 장치된 카메라 렌즈시스템을 나타낸다� 지상의 물체는 “S” Meter로 표시되고 L의

코스모스�670호가 「터어키」의 「키프러스」침공전에 군사행동을 중계해준 것이 보도된

「도표 13�9」를 보면 “L”은 촛점 거리 “f” 를 가지고 “a”km의 고도에 있는 인공위성(人

2주일 후인 1974년 8월 6일에 발사(發射)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성(衛星)의 지상 추적은 「도

영상면의 영상(Image)이 “d” 미터로 표시된다� 만약 “d”가 현상될 수 있는 최소의 영상의 칫수

과 때에 이 위성(衛星)은 52°의 태양경사를 배경으로 지역 시간 07：30시에 이루어졌고� 둘째번

역수(Reciprocal)를 구하여 그 시스템의 제한 선명도 “ R ” 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즉

키」를 이른 아침에 매일 1회씩 통과했고 단 1회만이 저녁에 이루어졌다�

다� 선명도는

표 13�8」에 나와 있듯이 이 위성(衛星)은 8월 6일과 8월 7일에 꼭 두번 지나갔다� 첫째번 통

통과 때는 어두울 때인 지역시간 01�50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8월 8일과 9일은 북부 「터어
지난 4년동안 이런 용도의 인공위성(人工衛星)은 보통 예사로 여겨질 정도로 자주 관측

되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그런 인공위성(人工衛星)으로부터 입수된 사진 형상을 선명히
볼 것이다�

라면 S는 지상선 명도가 된다� 기하학적으로 기술해 보면 지상 선명도

그리고 “d”의

이 된다� “R”은 카메라렌스 시스템과 그 필름의 mm당 선의 수를 복합한 선명도이
이다� R의 여러 칫수 중에서 초점거리의 지상선명도는 산출되고 이것들
< 도표 13 ― 10 >

4. 우주 사진술의「영상질」(映像質）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이 관찰할 수

있는 물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잘

< 도표 13 ― 9 >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지만 대략은 스카이테

브 위성(衛星)과 ERTS�1 (지구자원 기술위

성)으로부터 나온 사진들을 분석 연구함으로
써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영상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해 하나의 중요한 기본적 조변수� 매개
변수�모수(Parameter)는 그 선명도이다� 선

L

명도의 개념은 2개의 촛점이 서로 근접하면서
도 2개로 구분지워 질 수 있는 시야적 척도로
부터 얻어진다� 사진술에 있어서 선명도는 표
준 모형에 있어서의 흑선과 백선 사이의 최소
한의 관측가능한 여백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1mm당 열줄의 사진술 상의 선

명도는 두께의 흑선과 백선이 겨우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정찰(偵察)사진술과

관련하여 평상 잘 쓰이는 용어는 자상선명도

라고 하며 이것은 선명도의 한계에서의 한줄
과 동등한 지상선명도 차원이라고 정의된다�

172

172

173

항공

군사

과학

이 <도표 13�10>에 나온다� 미국정찰(美國偵察) 인공위성(人工衛星)의 평균 최근접거리는

150km로 위의 계산에는 l50km의 위성고도로 사용되었다�

사진판 「1」은 스카이레브 위성(衛星)에서 찍힌 미국(美國)의 「시카코」 지역의 공중사진

인데 이 사진은 46cm의 촛점 거리를 가진 렌즈로부터 찍은 것이다� 이 사진에서 고속도로에 있

는 크로버 잎같은 교차로며 「미시건」호의 호반에 떠 있는 물체같은 자세한 것도 분명히 보이
는데 ‘‘2a”와 “2b”로 명시된 교차로는 「일리노이주」간도로 「51」과 「180」사이에 있고 이
둘은 「라살」시와 「페리」시 사이에 있으며 주간도로 「180」과 「155」는 「죠뱉」의 서쪽에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있다� 15cm 정도의 높은 지상선명도의 가능성으로써 정찰위성(偵察衛星)의 사용도가 무장제
한협정을 감독하는 일 외에 여러가지 활동에 쓰여질 수 있는데 최근에 중간기간의 SALTI 조약

과 ABM(요격미사일)조약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소련의 경우 그런 보고는 ERTS�1(지구자원� 기술위성)에 의한 사진에 의해 증명되었다�

ERTS�1에 의해서 어떤 세부까지 관찰될 수 있는가는 재미있는 사항이다� 스카이래브 카메라

의 지상선명도는 440km의 고도에서 25m이며 ERTS�1 위성(衛星)의 정상고도인 910km의
고도에서는 50m정도이다� ERTS�1 위성(衛星)의 RBV(저속형 카메라) 텔레비전 카메라의 녹

있다�

색� 적색의 스펙트럼의 선명도는 150km인데 이것은 스카이래브 위성(衛星)의 카메라의 선명

믹」장소는 (4)번에� 「미드웨이」 공항은 (5)번에� 「죠델」지역은 (7)번에 그리고 「캉카키」지

러나 ERTS�1 위성(衛星)의 사진에서 주요도로� 공항과 그 활주로 등은 콤퓨터의 영상개선

지상 명승지 중에 「레이크포트」(호반의 항구)는 (3)번에，「시카고」강은 (6)번에� 「맥코

도보다 1�3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하라 국제 공항의 두 활주로가 하나로 보일 것이다� 그

역은 (8)번에 나타나 있듯이 분명하게 판별되고 있다� 사진의 상부에 「오하라」국제공항 (1)

기술로서 판명될 수 있고 “영상질”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1974년에 발사(發射)된

100m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활주로들이 매우 분명하게 현상되어 나와 있듯이 이 사진

나 있다�

과 그 활주로들의 상세한 부분까지 보여 주는데 “A”로 구분된 활주로 한쌍이 45m 넓이이며

으로 활주로는 그 간격이 25m라도 현상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상선명도가 약 25m

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440km의 고도로부터 촬영되었으나 미국(美國)의 정찰위성(偵察衛

星)은 대부분이 150km의 고도를 가지며 이러한 고도에서의 지상선명도는 스카이레브 시스템
으로서 25x150�440 또는 8�5m일 것이다�

「도표 13�10」에서 만약 총선명도 즉� 렌즈 프러스 필름이 mm당 40선이라면 8�5m의 지

상선명도가 46cm의 촛점 거리를 가진 카메라로부터 구해진다� 그러나 현대의 필름자재는 mm

당 40선보다 훨씬 높은 선명도를 갖고 있다� 이것은 미국 「맥딜」공군기지를 보여주는 사진판

「2」에 나타나 있고 활주로에 머물러 있는 4대의 항공기가 작은 원안에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NASA(우주항공국)의 스카이레브 위성(衛星)에서 찍은 5mm 사방의 작은 부

분을 확대한 것으로 약 9cm 사방의 완전한 틀은 탐파만(프로리다주)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당

히 긴 촛점 거리를 가진 카메라를 가지고 1mm당 적어도 100선의 영상선명도를 생각하는 것

은 무리가 아니나 이런 식의 선명도와 600cm의 촛점거리를 가지고 25cm의 지상선명도는 얻

을 수 있다� 또 1mm당 175선의 영상선명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의되었고 600cm의 촛점거

리의 카메라로 15cm의 지상선명도가 얻어질 수 있다(커어브 Ⅳ�도표 「13�10」에서 )�

도표 「13�10」을 보면 카메라의 촛점 거리가 연장될 수 있다면 지상선명도가 상당히 개선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야시스템의 직경은 증대된 촛정 길이에 따라 증대한다�)�
또한 직경의 길이는 증대된 초점거리 「시야시스템」내의 “굴절효과” (회절효과)에 의해 제한된

다� 그러나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600cm의 촛점거리를 달성하도록 요구되는 직경은 실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권 효과 또는 선명도의 퇴화를 야기시키나 진보된 기술로써 선명도의 실점을 만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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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의 사진 정찰위성(偵察衛星)의 특징은 도표 「13 � 1」과 「13�4」에 각각 나타

5. 정찰(偵察) 인공위성(人工衛星)의 응용사용도
전자정찰 (Electronic Reconnaissance) = 전자정찰 위성(衛星)의 기능은 그것이 주요관심

지역을 통과하면서 레이다 신호와 전자자력 방사의 원천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된 제신호는

지상 관제소에 전송되고 거기에서 해독된다� 그리고 사명이 끝난 인공위성(人工衛星)은 지구의

대기권에 복귀하여 불타버리고 만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위성을 1972년경에 벌써 사용중지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1972년 이후에 발사(發射)된 위성(衛星)의 조변수�모수(Parameter)를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미국(美國)의 전자위성은 최근접 높이가

300km로 수명이 수일간이 아니라 2～3개월에서 수백년에 달하는 수명을 가진 것이 발사되었
다� 이러한 위성(衛星)들은 5각형이고 60kg 정도의 중량이다�

1967년 이후 그리고 1972년 중반까지 전자정찰 인공위성(人工衛星)은 분출·확대·토

(TAT)�아제나 증폭기(Booster)를 가용하여 발사되어 왔다� 그런데 1972년 10월부터 이러한 증
폭기(Booster)는 전자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대조위성이 궤도

에 진입되어 왔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가서 위성들은 대조로부터 더 큰 최근접지점을 가진 그들
자신의 독립된 궤도로 분리되어 들어갔다� 이러한 위성들은 도표 「13�2」에 나와 있고 소련은
도표 「13�4」와 같이 궤도특징이 실려 있는 전자 정찰(偵察) 위성(衛星)을 계속 발사해 왔다�

대양초계(Ocean Surveillance) = 최근에 상당한 주목을 끌은 바 있는 정찰인공위성(偵察人

工衛星) 기술의 또 하나의 발전은 해양초계를 위한 인공위성(人工衛星)의 개발이다� 「대조」위

성보다 수명이 짧은 이 정밀관찰용 인공위성은 여러 임무 가운데 해양초계 임무를 포함하고 있

지만 이러한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미국의 위성을 식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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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

최근에 소련이 해양초계에 점점 많은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 졌는

데 최근 보고에 의하면 코스모스 一 541같이 궤도경사 81°의 정찰위성 외에 코스모스 계열의 새
로운 위성(衛星)이 해양 초계의 특수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위성(衛星)들

은 약 250km 정도의 낮은 최근접 지점을 갖고 있으나 이는 단 두달뿐이고 그 후는 최근접지점

◎ 한자음과 뜻 ◎

거리가 900km로 늘어나 버린다� 이러한 위성(衛星)은 1974년 5월 15일에 발사된 코스모스一

위지협지(威之脅之) …

된 코스모스 一 626위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65°의 궤도경사를 가지고 있고 레이다를 사용하

월시진척(越視秦瘠)……

651위성，1974년 5월 17일에 발사된 코스모스 一 654위성� 그리고 1973년 12월 27일에 발사
여 대양 위의 선박위치와 이동을 중계할 뿐 아니라 전자정찰도 수행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6. 결 어
1974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발사(發射)된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의 수는 1973년과 거

의 같다� 정찰인공위성(偵察人工衛星)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탐지기
를 장비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찍은 사진(영상질)을 분석해 본 결과 15cm까지의 지상 선명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높은 선명도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콤퓨터 디자인에 힘입은 렌즈의 개

선과 높은 민감도� 그리고 좋은 질의 사진필름의 개발 때문인 것으로 그리 놀랄만한 것은 못된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높은 선명도는 가능하나 특정한 억제(Constraints) 때문에 선명도가 이론적

여러 방법으로 위협함�

남의 환난이나 일에 도시 개의치 않음의 비유�

월진승선(越津乘船)……

상대를 제쳐놓고 애먼 사람과 싸움의 비유�

웅주거목(雄州巨散)……

땅이 넓고 물산이 많은 고을�

웅창자화(雄唱慧和)……

새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좋게 지저귐�

서로 손이 맞아 일함�

운위하다(云謂)하다……
일러 말하다�

한계점까지 달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예로써 필름의 선명도는 필름 겉면의 적합도에 의존

운심월성(雲心月性)……

직경을 크게 하여 중간치가 구해지지만 그 직경이 너무 크면 렌즈의 면이 고르지 않게 된다�

우수마발(牛搜馬渤)……

하는데 불행하게도 필름면이 고울수록 필름의 돌아가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다� 보통 렌즈의
또 한 가지 이론상으로 가능한 최적의 선명도 달성을 제한하는 다른 요소는 공기 난류와 구

름층 등의 지구의 대기권 상태 및 조건(현상)이다�

욕심이 없이 담백한 심성�

쇠오줌과 말똥같이 가치 없는 말이나 글�
또는 품질이 나쁜 가치 없는 약의 원료�

군사 기상관측위성은 어떤 지역이 정찰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구름이 없는 정확한 시간을 예

우답불파(牛踏不破)…

시킬 수 있으나 도표「13�10」의 커어브 III은 15cm에 가까운 지상선명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사물의 견고함의 비유�

측해 줌으로 구름의 유무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기타의 대기권 조건이 지상선명도를 감소

소가 밟아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것을 제시해 준다� 그런 정도의 선명도이면 요격 미사일 발사대� 대형 레이다시설 및 대륙간 탄

욕토미토(欲吐未吐)……

이 합의한 최근(最近)의 임시적 무장제한 동의에 의한 전략용 폭격기 수의 제한이 실시되고 있

욕속부달(欲速不達)……

군사 정찰(偵察)위성들이 보통임무로 중동과 키프러스 등의 분쟁지역을 중계하는데 쓰이는

욕식기육(欲食其肉)……

두탄 뿐 아니라 때때로 해면에 떠오르는 핵탄두장비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다� 또 미국과 소련
는가도 증명해 줄 수 있다�

반면에 ERTS�1 같은 민간위성들은 무기제한 합의가 실행되고 있나를 감시하는데 쓰이고 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군사용 정찰위성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아주 극비로 취급받는

말을 금방 할 듯 할 듯 하고 하지 않음�

일을 서두르면 되려 이루지 못함��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싶도록 원수가 깊음�

데 비해 ERTS�1 같은 민간용 위성은 그 수집자료를 자유로이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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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板門店)

기행문(紀行文)

판▪문▪점 (板門店)

서대문(西大門)에서 「구파발」까지 가는 도로(道路)의 정리(整理)이며 아담한 주변환경(周

邊環境)에서 조국(祖國)이 얼마나 빠른 템포로 현대화(現代化) 되어 가는가 하는 현실(現實)을
보감(寶感)한 것이다�

통일로(統一路)� 우리 민족(民族)이면 누구나 소원하는 통일(統一)� 그러기에 하루속히 이

날이 남북(南北)을 잇는 통일(統一)의 길이 되라고 지난 기년에 71년에 박 대통령 각하는 서울

시(市)에 지시하여 북녘을 향해 4차선의 고속화 도로를 서울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건설하고 우

리의 통일(統一)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통일로(統一路)」라고 명명하였다�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말(標抹)
이 한 많은 민족(民族)의 슬픔을 더한층 자아
내게 하였다.

금년도(今年度) 전부대(全部隊) 정훈참모회의(政訓參謀會議)를 마치고 조국(祖國)의 근대화

(近代化) 물결의 고조(高潮)와 병행하여 민족(民族)의 비운(悲運)을 탄생(誕生)시킨 분단(分斷)
의 산실격(產室格)인 판문점(板門店)을 견학(見學)함으로써 연중무휴(年中無休)로 장병(將兵)
의 정신무장(精神武裝)을 사명감(使命感)으로 수고하는 예하부대(隸下部隊) 정훈참모(政訓參

謀)들의 사기(士氣)를 높이고 앞으로 정훈업무(政訓業務)를 수행(遂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실효(實効)를 거둘 의도(意圖)에서 관광(觀光) 아닌 견학교
육차(見學教育次) 지난 2월 6일 판문점(板門店)을 갔다�

이곳을 가는데는 누구나 사복(私服)을 입어야 하는 원칙(原則)` 때문에 부득이 목에 댕기를

매는 양복(洋服)을 입어야만 했다� 적게는 수(數)3년(年)� 많이는 10여년(餘年) 동안 한결같이

군복만을 입는 생활환경으로 그 형들이 군대식으로 아주 굳어버려서 견학요원 30여명(餘名)이
하나 떼놓지 않고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한 모습들� 웬지 모르게 어느 구속(拘束)에서

벗어난 해방감(解放感)에서인지 자유스러운 태도이기는 하지만 머리까지 짧아 더욱 사복(私服)
차림이 어을리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가기가 힘이 든 곳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정훈참모(政訓參

謀)들이 가본 예(例)가 없는 일이기에 모두들 흥분된 마음으로 들떠 있었다� 한 대의 버스에 타

고 오전에 공본을 출발했다� 복잡한 서울 거리를 지나면서 하늘을 뚫을듯이 치솟은 고층건물이

며� 6차선에 가득히 달리는 형형색색의 자동차(自動車)의 홍수에 넋을 잃은듯 연방 경탄의 소리
가 연발한다� 아마도 지방(地方)에서 모처럼 올라온 정훈장교(政訓將校)는 이국(異國)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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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心情)으로 부픈 가슴을 안고 넓고 곧게 뻗은 통일로(統一路)를 전속력으로 달려 갔다� 차창

(車窓)으로 내다보이는 모든 것이 화단(花壇)을 정리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단장되었고 농촌
의 풍경이지만 이국(異國)의 농촌(農村)같이 풍요(豊饒)하게 보였다�

문산(文山) 지방(地方) 1km 지점 통일로(統一路) 옆에 철도중단지점(鐵道中斷地點)이라는

송 석 훈(宋錫勳)

(旅行)하는 기분이었으리라�

우리는 마치 남한 대표(代表)가 북괴측과 통일문제(統一問題)를 위해 회담이나 하러 가는 심

3각형(角形)의 큰 간판(看板)이 우뚝 서 있고 그 간판(看板) 안에는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
다」라는 분단민족(分斷民族)의 슬픔을 자아내는 서글픈 글씨가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심금
을 울리었다�

그 옛날 우리 국토(國土)의 최남단(最南端)인 부산(釜山)에서 저 북쪽 압록강변의 신의주(新

義州)까지 거침없이 달리던 철마(鐵馬)가 그 기적(汽笛)소리를 잃은지도 어언 반세기(半世紀)가

되었다� 저 철마(鐵馬)가 달리고 싶다는 외침과 같이 단숨에 달리고 싶은 것은 어찌 철마(鐵馬)
뿐이겠는가� 동족(同族)의 혈맥(血脈)을 끊어 놓고 국토(國土)의 허리를 남북(南北)으로 동강

낸 죄(罪)� 신라문무왕(新羅文武王)이 힘들여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단일민족(單一民族)으로써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던 동족(同族)이 이제는 부모형제

(父母兄弟)의 가슴에 총의 가늠쇠를 조준하고 있는 이 처참만 비운을 안겨준 죄(罪)� 북괴도당
너희들은 어떠한 천벌(天罰)을 받겠는가� 민족(民族)의 심판(審判)을 받으리라�

그래도 우리는 실망(失望)하지 않고 문화재(文化財) 경회루(慶會樓)를 본따서 지하일층지상

삼층(地下一層地上三層)의 현대식건물(現代式建物)로 임진각(臨津閣)을 만들고 실향민(失鄕

民)과 관광객(觀光客)들의 휴식처(休息處)로 삼고 있다� 지금은 임진각(臨津閣)이 월남동포(越

南同胞)를 위한 「망향(望鄕)의 집」으로 삼고 있지만 먼 훗날 언젠가는 오고야 말 통일(統一)

의 그날 1천만(千萬) 이산가족(離散家族)들의 감격(感激) 어린 재회(再會)의 장소(場所)가 될

것이며� 그때 임진각(臨津閣)은 바로 「통일(統一)의 집」으로 이름지워진 것을 마음 속으로 기
원(祈願)하면서 감회어린 「자유(自由)의 다리」를 밟았다�

「자유(自由)의 다리」부터는 민간인(民間人) 통제구역(統制區域)으로서 통과절차(通過節

次)가 까다로와졌다� 「자유(自由)의 다리」옆에는 파란 간판에 흰글씩로 개성 23�5km라고 적
혀 있어 옛날부터 인삼(人蔘)이 많이 난다는 개성이 불과 60리(里)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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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板門店)

기행문(紀行文)
있으면서 영원히 가지 못하는 아주 먼 곳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또다시 분단 민족의 슬픔이 왈칵

엔군 막사에 한 마리도 앉지를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본 북괴군들은 UN군을 보고 「너희들이

치밀어 올랐다�

얼마나 나쁜놈들이면 저 미물의 동물 비둘기들도 너희 집에 앉지를 않느냐�」하고 욕설을 하였

유일(唯一)한 통로(通路)로서 6･25전란시(戰亂時) 파괴되었으나 휴전(休戰)과 더불어 포로교

교는 하루 사이에 비둘기가 좋아하는 색(色)깔로 UN군(軍)의 전 막사를 도색하니까 모든 비둘

「자유(自由)의 다리」는 4반세기(半世紀) 동안 분단된 국토(國土)의 남(南)과 북(北)을 잇는

환(捕虜交換)을 위해 가교(假橋)로 복구하여 12�733명(名)의 애국포로(愛國捕虜)가 공산측(共

產側)의 끈질긴 설득(說得)을 뿌리치고 자유(自由)를 찾아 귀환한 거룩한 다리이다� 이때부터

이름하여 「자유(自由)의 다리」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정전위원회에 근무하는 최씨(崔氏)의 안내(案內)로 이 거룩한 「자유(自由)의 다리」를 지났

다� 보이는 곳마다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음을 직감할 수가 있고 비록 북괴군

다고 한다� 그래서 UN군(軍)은 심리전(心理戰) 장교(將校)에게 그 대책을 지시하였더니 그 장

기가 UN군(軍) 막사에만 앉고 북괴 막사로 날아 가지 않자 UN군(軍)은 다시 북괴에게 「너희

들이 얼마나 싫으면 너희들이 길러 놓은 비둘기마저도 우리에게 오느냐�」하고 공격하자 북괴
군은 함구 무언으로 비둘기를 회수(回收)하여 갔다는 이야기 등 이렇게 모든 것이 상식(常識)

이하(以下)의 행위와 비인간적(非人間的) 근성(根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문점(板門店)을 견

학(見學)할 때 혹 북괴군이 수작을 걸어오더라도 대꾸를 하지 말라는 말에 빨갱이들의 못된 심

(北傀軍)과 총칼을 들고 직접(直接) 대치(對峙)하고 있는 광경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곳곳에 보

보를 다시 한 번 느졌다�

장(非武裝) 남방분계선(南方分界線) 지역(地域)에 대성동(大成洞)이란 「자유(自由)의 마을」

군이 무엇을 살피는지 독에찬 눈초리가 우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너무나 무표정한 그들의 인

이는 것마다 긴장감이 감돌아 웬지 모르게 전율(戰慄)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비무

이 있다� 이 마을은 70여(餘)세대에 200여명(餘名)의 인구(人口)가 생활(生活)하고 있으며 여기
에 사는 사람은 전원(全員)이 농업(農業)에 종사하고 있고 한 해의 수확(收穫)은 가구(家口)당

(當) 평균(平均) 200석(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부유(富有)한 농촌(農村)이라 한다� 그리
고 규제(規制)된 납세(納稅)의 의무(義務)와 국방(國防)의 의무(義務)가 면제(免除)된 특수마을

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긴장(緊張)된 고장인데도 푸른하늘에 자유스럽게 훨훨 날리는 태극기가

UN군(軍) 버스에 갈아 타고 판문점에 다다르니 북괴군 초소에는 망원경(望遠鏡)을 쓴 북괴

상(人像)은 증오감(憎惡感)에 가득차 있었다�

1950년(年) 6월 25일 북괴공산당(北傀共產黨)의 불법남침(不法南侵)으로 사상(史上) 미증

유(未曾有)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일어나 자유(自由)와 평화(平和)에 잠든 조국(祖國)을 폐

허(廢墟)로 만들었고 수백만동포(數百萬同胞)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지 3년(年) 1개월(個月)

이 지난 1953년(年) 7월(月) 27일(日) 온 국민(國民)의 반대(反對)를 무릅쓰고 휴전(休戰)이 조

한층 자유(自由)마을의 인상을 돋보이게 하였다�

인(調印)되어 통일(統一)의 꿈은 영원(永遠)히 살아지고 민족(民族)의 비극(悲劇)을 낳은 판문

었다� 설명을 하는 육군 김 대위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즉 북괴는 유엔군과 협정

다고 한다�

유엔군측 판문점 관리소에서 견학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들

(協定)을 할 때는 판문점 경비를 위해 동수(同數)의 경비병을 파견하기로 하고는 북괴군은 2배

의 경비병을 배치하고 가끔 폭력을 휘두르고 깡패같은 도발을 자행할 뿐 아니라 제반사에 있어

서 이치에 닿지 않게 억지를 부려 북괴의 무례함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 예로는 정전회의 장소에

점(板門店)이 세계적(世界的) 관광지(觀光地)가 되어 지금은 많은 외국인(外國人)들이 다녀간

휴전협정(休戰協定)에 따라 이 판문점(板門店)을 기점(基點)으로 한반도(韓半島)의 허리를

자르는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이 그어졌고 분계선(分界線)을 따라 비무장중립지대(非武裝中

立地帶)(DMZ)가 동서(東西)로 155마일에 걸쳐 설정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마이크를 유엔군보다 하나 더 많이 설치하였고 상호간의 국기를 동일한 크기로 설치하도록 결

이 넓은 휴전선(休戰線)에 철책 울타리를 쳐놓고 육군(陸軍)이 밤낮 물샐틈 없이 수비(守備)하

것을 본 북괴군은 더 높이는 등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은 상호의 국기가 너무 높아서 실내

하에 드러나 세계의 기탄(忌憚)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하고서는 자기들 국기를 유엔기보다 다소 높게 만들어 놓아서 유엔군도 조금 높이었더니 이
(室內)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다는 웃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유엔군이 양보를 하여 지

자 북괴는 하는 수 없이 땅굴을 파는 두더지의 행태로 변하여 북괴의 침략근성이 또 한번 만천
휴전협정(休戰協定)의 이행(履行)을 감시(監視)하기 위해 중립국감시위원단(中立國監視

금은 북괴가 약간 높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의자도 처음에는 목의자였는데 북괴군이

委員團)이 상주(常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活動)은 별로 하는 것 없고 북괴측 감시위원

못하게 철의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수 없다�

유엔군 대표들의 의자다리를 짤라서 자기들 것보다 낮게 하는 장난을 하여 지금은 아주 짜르지
그리고 유엔군측에서 「자유(自由)의 집」을 지어놓으니까 시기심이 강(强)한 북괴는 그 맞은

편에 판문각(板門閣)이라는 집을 짓는데 「자유(自由)의 집」보다 1m가 더 높고 더 넓게 지었다

는 이야기� 몇년 전에 북괴는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판문점에다 풀어 놓았더니 그 비둘기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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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산당(共產黨)의 사주(使嗾)을 받아 첩자활동을 한다고 하니 가소로운 일이라 아니할

그리고 각종 휴전협정(休戰協定) 위반사항(違反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사정전회(軍事

停戰會)가 설립(設立)되어 수시로 쌍방의 요구(要求)에 의하여 회의(會議)가 열리고 있지만 큰

실효(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북괴군(北傀軍)의 생떼부리는 장소가 된 실정이라 한다�

181

판▪문▪점 (板門店)

북괴는 휴전후(休戰後) 22년(年)이 되는 작년말까지 휴전협정을 위반한 건수가 무려 지상에서

26�042건 공중에서 90건� 해상에서 83건 등 모두 26�215건이 된다고 한다�

이건은 연평균 1�141건으로 하루에 3건을 넘게 위반하면서도 그동안 북괴가 시인한 것은 불

과 3건(件)� 여기에서 그들의 기만성과 잔학성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높게 세워진 「자

유(自由)의 집」에 올라가 보니 반문점(扳門店) 일대(一帶)가 한 눈에 보이고 북괴는 선전용 농

가를 위장으로 지어 놓고 많은 관광객(觀光客)의 눈을 속이고 있지만 1년 내 연기 한 번 나지

않는 굴뚝하며 인적이 하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누구나 거짓으로 만든 위장된 농촌임을 얼른

알 수 있다� 저 멀리 악명 높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보인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다리여� 너는
민족(民族)의 죄를 진 북괴와 더불어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리라�

멀리서 서성대는 무표정(無表情)한 북괴군들의 눈초리는 원수를 대하는 듯 자못 사납기만

정 운 섭(鄭雲燮)
< 실향민의 한〉

6･25 때 저런 것 한 대만 있었어도
고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다� 여기서 또한번 민족의 비운(悲運)을 실감(實感)해 본다� 김일성의 꼭둑각시 노릇을 하는

기계적(機械的)인 인간(人間)� 한국인의 고유한 멋인 인정(人情)을 어데다 전부 버렸단 말인가�
자못 원망스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조국(祖國)을 통일(統一)하여 공산학정에서 신음(呻吟)하

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救出)해야 한다는 시대적(時代的) 사명감(使命感)을 무겁게 느끼면서
우리가 탄 버스는 판문점(板門店)을 뒤로 하고 말없이 달려 나왔다�

<멋진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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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단속>

………………………………………………
………………………………………………

내 문제(問題)만을 알고 내 잇속만을 관심(關心)삼는
사람은 미래(未來)에 대(對)한 확신(確信)도 없고 역사
(歷史)의 법칙(法則)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

●

●

<통신보안>

〇〇장군님을 모시고 …………………

이봐� 통신보안 몰라� …………………

군목(軍牧)
정 수 영(鄭秀永)
요한복음 4장은 『생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곳으로 유명하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란 곳에 도착하였

다� 이 「사마리아」지방은 같은 유대민족이지만 종교적 감정 때문에 별 다른 왕래가 없는 차별
받는 지역이었다�

이미 때가 점심 때가 되었는데도 어느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점심을 굶고 지나갈 수는 없었던 모양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 쉬

고 계시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시내에 들어 갔던 것 같다� 이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다� 그 지방의 풍속으로 본다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다니는 그 관례를 어기
고 한낮 정오에 물올 길러오는 그 여인� 그는 남편을 다섯씩이나 갈아치워야 되는 불륜하고 불

행한 여인이었다� 예수님은 그 측은 한 여인을 만나서 『생수에 대한 진리』룰 가르쳐 주시게 되

었다�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가자고 돌아왔다�
그래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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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놀란 제자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먼저 딴 음식을 갔다 드린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자세� 결과를 위주로 하지 말고 그때 그때 주어진 일에 의미를

찾는 정신자세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내가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랬듯이 예수님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착수 한 일은 내가 결과를 봐야만 속이 시원하고 또 내가 하려는 일이 유익해야만 그 일을 관계

절부터 38절까지 얼른 이해하기 힘든 귀절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

인생활에서 크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자

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보기에는 이미 곡식은 무르익어 추수 때가 임박했다

오들날 얼마나 많은 임기응변의 졸속작품들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는 새 차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 35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너희들의 상식으로 이해한다면 4개월이 지나 추수기가 올 것
고 본다�

녀희들은 추수를 할 때는 곡식을 걷어 들이는 결과만을 먼저 생각하기 쉬울 줄 안다� 그러나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추수가 되기까지의 거쳐야 되는 많은 과정을 한 번 생각하여 보아라�

이른 봄이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간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꾼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이
는 딴 사람이다� 그리고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면 김을 매주고 비료를 줘야 되는 일을 또 한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추수라

고 하는 한 사건이 있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

게 될 것 이다� 그러니까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맨 나중에 거둘 때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계속적

하려고 드는 자기 본위의 처세를 해 나간다� 이렇게 철저한 자기 중심의 생활태도는 작게는 개

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결과를 봐야 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미래가 없는 이들의 생각으로 인해
는 사실이다�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실존의 존재를 규명한 실존철학이나 개인의 각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

의가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이 문화가 썩은 바탕 위에 건축되어 가고 있

다는 단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

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했다� 우리는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유행어는

그 시대의 숨겨진 면을 풍자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잘 묘사될 때가 있다� 요즘 흔한 유행어에

인 노력의 연속인 것이다�

「골이 빈 사람」이라는 말을 곧잘 듣게 된다� 이 말을 그대로 새긴다면 아마도 생각없는 미련

씀하신 것은 진리인 것이다� 나도 이 평범한 추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

손해를 보는 미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야유해서 얕잡아서 하는 말이라고 봐진다� 정말 이 세상

이로 보면 구약 욥기 3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은 뿌리고 한사람은 거둔다」고 말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려질 것이다� 그러나 대개 이 말을 쓰는 경우는 자기에게 잇속이 없고

하려고 한다�

에는 골이 빈 사람이 되지 않고 골이 가득 차고 속이 가득 차고 자기 뱃속이 가득한 것만을 최

씨앗을 뿌려논 그 결과로 우리들이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수고는 남들

구호도 그럴 듯 하다�

그것은 옛날에 이름도 모르는 신앙의 선배들 또는 선지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하여 복음의

이 하고 결실은 너희들이 얻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하
여 다오� 대강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본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기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

되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자기가 당장에 수확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으로 여기고� 남의 배나 남의 속은 무관심한 것을 현대인의 생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들의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문제를 관심삼는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합니다� 더

구나 왜 내가 남좋은 일을 해야 하느냐�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의 내 문제

만을 알고 나에게 잇속 있는 것만을 관심삼는 사람이라면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역사
의 법칙도 믿으려 하지않는 근시안적 생활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미래도 없고 역사도 없는 사람은 냉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는 것

자기가 씨앗을 뿌리기는 하지만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고 그 누가

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문

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기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심은

재일 때 제 구실을 다하기 때문이다

라도 거둘 것 만을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아주 잊지못할 장면을 보았다� 요즘 정부에서 여기 저기

뿌리는 자가 돼가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터가 많이 생겼다� 이곳에 일을 나온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다�

열매를 수확하든 간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으로 열매를 거둘 것만을 믿고 즐겁게 씨를 뿌
것은 내가 거두어야겠다는 사람과 또 하나는 심기는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닌 그 누구가 거두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후자에 속하는 즉 심는 것에 대해 결과를 문제 삼지 말고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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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관심 삼으라고 하신다� 왜냐� Christian의 존재 의의는 남을 위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존
「본 훼리」는 『신자의 공동생활』에서 크리스찬의 존재는 남을 위한 윤리에서 살아갈 때 사

에다 취로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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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중에 아주 가난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았다� 그는 아침에 자기 집에서 식

구들 하고 맛있는 밥으로 배를 불리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다� 그는 추운 바람이 살을 에어가는

것처럼 모진 추위에도 남들처럼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자기는 하루종일 추위와 피곤과 싸우며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는 처자식들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품삯 얼마를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쁜 희망으
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처자식들을 위해서 갈치토막 하

나라도 사들고는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이 우라에게 요구하

시는 것은 바로 이 어버이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기는 비록 점심도 굶어가면서 추위 속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처자식들이 즐

거워 하는 그 기쁨을 생각해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해 나가는 이 노동자와 같이 우리들도 일을
하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자의 삶의 방향을 봉사정신에 의한 삶이라고 포현하고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신다�

두번째로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배

여러분 �

오늘 한국의 이 모퉁이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하게 되었거나 저

절로 된 노릇이 아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

을 흘렸는지 모를 깊은 희생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만일 내가 복음

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 전선에 싸워가며 숱한 희

생을 지불하였다� 그 희생의 댓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영광된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4�38절에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거두는 일에는 참여
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

우리는 우리 선배나 또는 남들이 노력하고 씨를 뿌리는 것의 꽃이나 따먹고 열매만 거둬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도 선배들처럼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씨

를 뿌리고 씨앗을 심는 일에 우리 본분을 삼아야 하겠다�

만일에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므로 뒤로 미루고 시작하지 않으려 한

울 수가 있다� 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 좀 더 여유를 두고

다면 그 단체나 그 국가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근시안적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라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식이 되도록 곡간 안에 거둬들이는데까지 있어야 되는 고통의 작업을 하도록 깨우쳐 주신 예

그 씨앗을 거둘 것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위는 다 똑같을 것이지만 하나는 결실 자체

재는 마치 훈련소에 보충병 대기소에 대기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남용하지 않아야 겠다

기다리자는 듯한 너희는 석달이 지나 추수 때가 되겠다고 보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기다림』에 대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씨를 뿌리고

만을 얻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결실 이전에 있을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

지금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

한 새 차원의 긴박성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수한 것을 꼭 자기가 끝을

봐야만 속이 시원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일만을 흥미를 삼는 사람은 자기라는 우상

의 다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라는 것에는 큰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 이

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 놓고서도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저 만사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지극히 낮아져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범사에 기
뻐하는 사람이다� 성서는 이런 사람의 삶을 가르쳐서 『은혜의 삶』이라 했고 또 이런 자의 생활

철학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라고 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를 않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의 것에 얽매인 사

우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내 배가 부를 것이다』고 만족하기 이전에 저 곡식을 양

수님처럼 크리스찬의 구원이라는 것을 늙고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오는 사건처럼 현
는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이냐� 지금은 과도기요 중간 대기소에서 대기병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지

금이 곧 일할 때라는 긴박한 시기인 것이다� 이 긴박성을 심각하게 느끼는 교회� 이 긴장감이 풍

부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더 성장할 것이고 그 반대로 이 긴장감이 없는 교회� 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교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일하고 또 일해도 지칠 줄 모르는 생수의 근원

을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일할 때이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일할 때라고 생

각하 지 않고 많은 사람은 이 시기를 눈치 보는 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에서
눈치 살피다 실패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이삭이라고만 하고 싶습니

다� 이삭� 그는 지금 자기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손에 칼올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올

람은 세상 시세를 따지고 경기가 좋은 대목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

라 갑니다� 그 뒤에는 아들 이삭이가 등에 나뭇단을 짊어지고 묵묵히 따라오고 있다�

러기에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임을 깨닫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식을 하나님께 일단 바치기로 결심

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입을 열었다�

을 삼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곧 일할 때라고 긴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
지금 당장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하고 이 시기를 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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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걸음을 걸어갔다� 얼마나 말없이 걸어 가던 중에 먼저 이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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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설마 제물이 될 것인가� 아버지의 외독자고 장차 선민의 씨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안

일하고 오만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네가 이놈아 바로 변제할 어린 양이다�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민족관(民族觀)

이 말이 금방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여기 이삭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은 나는 희생할 어린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희생은 교회서 봉급받는 목사나 전도사� 사모님들이 할 노릇이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느

냐고 합니다� 자기는 그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 바가지만 계속 쏟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보라』

고 한다�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들어가 죽는게 아니고 썩는게 아니고� 썩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30� 60배의 결실올 맺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이 씨앗을 한없이 뿌리므로 장차 돌아올 기쁨을 삼자�

임진풍운(壬辰風雲)을 타고 법복(法服)대신 군포(軍袍)

를 떨쳐 종횡무진(縱横無盡)한 전략(戰略)과 살활자재

(殺活自在)한 외교술(外交術)로 국운(國運)을 회생(回
生)시킨 사명대사(四溟大師)의 구국정신(救國精神)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理解)해야 하겠다.

법사(法師)

◎ 군인과 군대

이 양 길(李陽吉)

･ 지휘관에게 복종할 때 투덜거리는 자는 서투른 군인이다�

― 세네카 ―

･ 장군의 마음도 한 인간의 마음이요, 사졸(士卒)의 마음도 한 인
간의 마음이다�
― 사마양저(司馬穰苴) ―

･ 장군(將軍)을 동체(胴體)라며는 사관(士官)은 사지(四肢)요,
분대(分隊)는 손가락과 같다�

― 사마양저(司馬穰苴) ―

1. 거룩한 님
우리 겨레의 역사위에 커다란 발자국이 머무르고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한 면영(面影)을 던

져 놓은 거룩한 님 「사명대사(四溟大師)」 그는 정녕 줄기찬 역사와 혼� 올바른 민족 얼」의 화

신(化身)이었다�

1592년 봄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발발된 임진왜란은 7년간의 처참한 전쟁으로 이

나라의 홍망을 좌우했던 민족의 수난이었다� 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관군과 의병들만 싸운 것

이 아니라 속세(俗世)를 떠나 깊은 산중(山中)에서 오직 신심(身心)만을 닦고 있던 많은 승려(僧

侣)들도 왜적의 침입으로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이자 일제히 궐기하여 곳곳 사찰(寺刹)에

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왜적들과 싸워 나라를 지켜 왔던 것이다� 이 얼마나 슬기로운 구국투쟁

이며 위대했던 호국정신의 발로인가� 왜적의 침략이 있자 묘향산에 있던 서산(西山)스님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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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모든 사찰(寺刹)에 격문을 돌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각처에서 승군을 일으켜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격문을 받은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제자 사명대사(四溟大師)는 금강산에서

우리는 출가수도(出家修道)의 산승(山僧)으로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구국제중(救國濟衆)의

위대한 교훈을 남긴 사명대사(四溟大師)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처영(處英)은 호남의 대홍사에서 그리고 영규(靈圭) 스님은 공주 청련암에서 일제히 궐기하여

라 할 것 이다�

있는 것이다�

3. 조국과 더불어

왜적과 싸웠으니 이들의 살신 보국의 거룩한 정신은 이 나라 역사(歷史) 속에서 찬연히 빛나고

2. 오직 한 사람
임진왜란 때 국난(國難)을 타개(打開)한 중요 인물로서는 이순신 장군과 사명대사(四溟大師)

를 누구보다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직접 지휘지전(指揮智戰)하

여 큰 전공(戰功)을 세운 실전장군(實戰將軍)이요， 사명 스님은 실전(實戰) 아닌 외교(外交)를
통하여 공(功)을 세운 도승대사(道僧大師)로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사명대사는 전시(戰時)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전략가(戰略家)이며�

전술가(戰術家)요� 담판(談判)에 있어서는 뛰어난 지략가(智略家)이고 외교가(外交家)이다� 이

와같은 그의 전략(戰略)� 지모(智謀)� 충의(忠義) 그 패기(覇氣) 등은 실로 임진왜란 총지휘자격

(總指揮者格)으로서 이순신 장군은 비(比)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 모든 사기류(史記類)에 나타

수도인(修道人)에게도 조국(祖國)이 있을까� 반문(反問)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도인(修道人)은 진리를 탐구(探求)하고 종교(宗教)의 전도에 일념(一念)하는 만큼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과 애국충정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와같이 애국

(愛國)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도(修道)는 개인 위주의 안일(安逸)을 위한 소승아라한(小乘阿

羅漢)의 자아도취의 몽상만 될 것이다� 대승적(大乘的) 견지에서 보면 자기의 조국(祖國)은
진리보다 더 짙은 피값이다�

이 피 값을 보람있게 하는 자는 수도(修道)의 본분을 여지 없이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

다� 아직까지 자기란 존재에 집착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유소득심(有所得心)
이 있다면 무애원융(無碍圓融)의 대아(大我)를 실현할 자유를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속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속의 자유요� 사회적인 자유가 되어야 참다운

난 사실이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의 승려(僧侣)요� 일본군(日本軍)을 괴롭힌 것도 한 사람의 승려요� 일본(日本)과 삼백년간(三百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선열(先烈)들과 위정자 또는 수도인의 투쟁과 희생의 댓가로

것은 사명 스님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보면서 역사(歷史)를 창조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不可能)할 것이다�

오늘날 일본인 중에 등정일달(藤井日達)이란 사람은 「일본(日本)을 설득한 사람도 한 사람

年間)의 평화(平和)를 보존케 한 것도 한 사람의 승려이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이 하나만의 사실을 가지고도 임진왜란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보다 더욱 높이 평가해

야 하겠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에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위치는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다�

그토록 위대했던 그의 업적(業績)이 후세인(後世人)에게 망각(忘却)당한 이유는 첫째

사명 대사는 자신이 스스로 공(功)을 숨기고자 한데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둘째는 그 기록

(記錄)을 남긴 학자는 모두가 유신(儒臣) 또는 유생(儒生)들이었으므로 사서(史書)에 산승

(山僧) 사명대사(四溟大師)의 공적(功績)을 사실 그대로 부기(傅記)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

자유는 당위론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나 사회의 필연적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다� 또 자유는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자유(自由)를 영원(永遠)히 향유하려면 역사(歷史)를 올바르게 지켜

그러므로 역사의 창조는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최고 지성의 몸부림이며 역사전환을 위한 절규
의 연속이 없이 이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면 어떤 의미를 지니거나 또는 어떤 분류에 속하거나를 막론하고 지

성적인 애국심을 발로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기(危機) 극복(克服)은 대중(大衆)의 참여가 어
느 정도에 그치는가에 따라서 좌우(左右) 될 수 있다�

지성의 참여도에 따라서 국민대중의 호응은 그 색도를 결정짓게 하는 것이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났을 때 사명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다� 그는 경상

각된다�

도 김천 직지사에서 출가하여 서울 봉은사에 주지로 주석한 적도 있지만 주로 강원도 금강산

(軍袍)를 떨쳐입고 적의 총성 앞에 뛰어들어 종횡무진한 전략과 살활자재(殺活自在)한 외교술

하여 그에게는 수도의 정진보다 구국(救國)의 활검을 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임진풍운을 타고 법복(法服)을 벗어 던진 채 군포

로 왜적을 격퇴하여 도탄에서 헤매이는 겨레를 구하고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국운(國運)

을 회생(回生)시킨 사명대사(四溟大師)의 구국활동(救國活動)과 그 정신(精神)은 살아 있는 것

이다�

192

에서 수도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또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왜란을 당
그리하여 금강산에 닥친 왜군을 단신 적진에 들어가 필담으로 문답하여 왜적들의 심금을 울
려 퇴진케 하였다� 도법이 얼마나 높았던지 왜장은 「이곳(유점사)은 도를 아는 고승이 있으
니 모든 장병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글을 일계문(一桂門) 앞에다 붙이고 물러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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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강산 사암에 왜적이 한 차례 지나간 다음 사명대사(四溟大師)는 많은 문도(門徒)들에

함을 받고 팔도의 승군 부총섭이 되어 모든 승군을 총지휘(總指揮)하였다� 사명스님이 전쟁에

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왜적들의 군세

임한 후 그 활동(活動)은 실로 괄목할만 하였다�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비(大慈悲)인 것이다」하였다�

과 군량무기 비축에 함쓴 것은 어느 위정자나 전략가도 비견할 수 없는 식견을 소유(所有)한

가 강하고 몹시 포악함으로 백성들을 많이 해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 왜적들을 타일러
즉 사명스님은 불타 출현은 광도중생(廣度衆生)에 의의가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여기에서
광도란 일체의 수난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개인이 정신적(精神的)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나 정의적인 번뇌를 해소하는 것도 널리 건짐

의 뜻이긴 하나 국가가 참화의 위기를 당하거나 또는 민족 전체가 왜침의 환란을 입어 몰살

평양성 탈환� 서울근교 수락산 전투� 서생포(西生浦) 사차(四次)회담뿐만 아니라 산성수축

것이다� 그리하여 삼가(三嘉)의 악견산성(岳堅山成)과 합천(陕川)의 이숭산성(李崇山城)을

수축하고 계속해서 용기산성(가야산) 팔공산성(대구(大邱)) 금오산성(서산)을 전면 개축하여

방어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으며 선조 29년에는 남한산성의 성(城)쌓는 것을 도맡아 심혈을

기울여 성쌓는 일에도 큰 공을 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의녕지방(宜寧地方)에 있을 때는 촌토

직전에 있을 때 이를 건지고 나라가 안녕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광도가 아닐 수 없다�

(寸土)를 경작하여 군량 비축에 전심하였다� 특(特)히 사암리 위전(位田)에 봄보리 등을 심어

위하여 싸움터에 직접 달려 들어가 왜적의 목을 베는 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라도 걷우어 비축하는데 전력을 다함으로써 정유(丁酉)의 재란(再亂)이 발발할때까지 군량

인근 구군(九郡)의 백성들은 전란의 피란을 겪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나 되었다�

그러므로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창생(蒼生)이 도탄의 수렁에 빠진 전진의 곤혹을 세척하기

이다� 자인(自認)하여 고성(高城)의 적진에 뛰어들어가 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성(高城)
이것은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종교적인 실천이론이 자비구현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며 또한

애국애족의 인간미가 넘쳐 흘러 계(戒)를 설하고 가르침을 보인 한 종교인의 본보기라 할 것

군량미 확보에 최선(最善)을 다하였고 산성 주위의 유휴지(有休地)를 개간하여 한 톨의 곡식

4�000여석을 쌓아놓았다� 그리고 치로(治爐)(가야산) 등지에서 만든 군기만도 10�000여기
이처럼 사명대사(四溟大師)의 헌신적인 봉사는 모두가 중생제도의 염원에서 나온 자비심(慈

悲心)의 구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이었던 김덕령은 「팔도의 승병 대장

이다�

(大將)에게 드리는 글」이라 하여 「슬프다 온 산천이 깨어지고 짓밟히는데 건강한 장수와 날랜

4. 인생관(人生觀)과 민족애(民族愛)

누구이겠읍니까� 그러나 평일(平日)에는 충(忠)과 효(孝)와 인(仁)과 의(義)를 다 안다고 떠들던

임진왜란이 격렬하여 수도 서울을 비우고 선조왕이 의주로 파천하자 이에 비분을 참지 못한

사명 스님은 다음과 같은 칠언절구(七言絕句)를 읊었다�

룡정서지금성공문무의관도로중(龍旌西指禁城空文武衣冠道路中)

일모료운시향처초의회도루무궁(日暮遼雲是向處草衣回道涙無窮)

용정이 서쪽으로 가시니 서울이 비었고�문무의 의관이 길에서 헤매이니�해 저문데 요동이 어

느곳이뇨�초의의 신하 머리 돌이키며 눈물이 그지 없네�

이로 보면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애국심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토적보민사소나 사

명대사(四溟大師)의 행적은 자가의 변으로 되어 있으니 그 당시의 사류유인(士類儒人)이 사명
대사(四溟大師)를 어떻게 본 것일까� 특히 임진란 당시 체찰사였던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이나

서애별집에 간단히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인간성을 그렸고 또한 임진왜란의 전쟁에 직접 참전

(參戰)하였던 조 경남의 난중잡록에 의하면 임진년 여름에 금강산에서 왜란을 당하여 금강산의
여러 사람을 구하고 다시 영동의 여러 고을을 전화(戰火)에서 구출한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임
진년(1592) 가을에 승군(僧軍)을 일으켜 적을 무찔렀고� 10월에는 순안에 달려가 서산(西山)스

님의 승군(僧軍)과 합세하여 수많은 적을 무찔러 그 공에 의하여 조정으로부터 절충장군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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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은 날아가듯 쥐 숨듯 달아났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나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者)가

무리들이 지금은 나라를 위한 의로운 죽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거늘 대장께서는 하루 아

침 앞장서니 이것이 어찌 나라의 명(命)에 의하고 또 티끌만한 공명심이 있어 되겠읍니까� 이는

오직 대장의 높고 큰 덕이니 대장이 이르는 곳에는 감동치 않는 자(者)가 없고 한 번 일어섬에

의승(義僧)이 구름 모이듯 합니다� 도처에서 적올 무찌른 공을 어찌 말로 다 하겠읍니까� 충(忠)
과 효(孝)와 인(仁)과 의(義)를 행(行)하는 사람은 오직 대장뿐인가 합니다� 상인의 도를 배웠다

는 이들이 오히려 그러하지 못하거늘 산중에 숨어 살며 베옷을 입고 나물로 밥을 삼으며 부처님

의 도(道)만 닦으실뿐 국록(國祿)을 모르더니 나라의 어지러운 때를 당함에 그 적개심은 고기를

먹는 자(者)들보다도 오히려 지극한 것에 감사(感謝)합니다」라고 하여 사명스님이 그 난국에
처한 인품(人品)을 높이 평가(評價)하였다�

다시 특기할 것은 1604년 1월 23일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스승 서산(西山)대사가 세상(世

上)의 인연을 버리고 열반한 날이다� 이 소식은 한 달 늦게 들었다� 그리하여 스승의 문상을 하

기 위하여 즉시 향노산으로 달려 가던 중 경도양근(京都楊根)의 오환역(娛逭驛)에서 선조의 칙
사를 만나 강화사신의 임무를 띠고서 일본(曰本)으로 가게 된 것이다� 실 한오라기라도 자기(自

己) 것은 없었다� 모두가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에 공복하는 그 자비심 뿐이었다� 그러므로 스
승의 부음(訃音)도 멀리하고 국가의 큰 일들을 유감(有感)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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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스님의 애국심은 이조(李祖) 어느 대신이나 재상이나 장수들도 쏟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록 편수관은 「조정에 얼마나 지략을 쓰는 모사가 없기에 왜적의 사신 하나를 감당

하지 못해서 서로 미루고 어쩔바 모르는가� 승려가 아니면 누구가 국가의 긴급한 일을 당할까�

스님의 병에 쓰도록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물(藥物)을 보내게 하였다는 것이 실록(實錄)에 적

혀 있다� 이로 미루어 왕(王)은 여러 번 그의 방을 위하여 약을 보냈던 모양이다� 그 이듬해 경술

년(광해군 2년� 1610)은 사명스님이 67세 되는 해이다� 여러번 내려 보낸 어약(御藥)도 효험이

당당하였던 제공들이 사명의 지모를 당하지 못하여 급속히 소치(召致)하여 적을 방어할 긴요한

없이 해인사에서 한 세상을 마쳤다�

무도 한 계책을 내지 못하고 오직 『「사명」만이 나라를 구하는가』 라고 한탄을 여실하게 피

아 놓고 『사대(四大)(지(地)･수(水)･화(火)･풍(風)의 4요소(要素))의 가합(假合)인 이 몸은 이제

대책을 참구(參究)하는가� 평시(平時)는 누다락에 편히 앉았다가 불같이 급한 일을 당함에 아
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류제장(士類諸將)이 많았지만 모두가 목숨을 사리고 일본의 독아성으로

가기를 두려워 하였는데 오직 사명 스님만이 쾌히 수락하였다고 서애별집(西厓別集)이나 예봉

광해군 2년 경술(1610) 8월 26일 로사(老師) 유정(惟政) 사명(四溟)스님은 대중(大衆)을 모

진(眞)으로 돌아가려 한다� 무엇 때문에 불안(不安)하게 오고 가면서 환(幻)으로 된 이몸을 괴
롭히는가� 내가 적멸(寂滅)에 들므로서 대화(大化)에 순응하고자 한다�』

(사대가합령장반진하용설설왕래(四大假合令將返眞何用屑屑往來) �로차환구(勞此幻軀)

류설(藝峯類說)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영의정 한음(漢陰)도 「분분한 개구리 구덩이 많다지만

오장입멸이순대화야(吾將入滅以順大化也))하고는 가부좌하여 유연(悠然)히 세상을 떠났다�

실 것이고 말씀하는 것이 속세를 놀라게 하시니 교화의 기운이 생기듯 하오이다」라 하며 사명

움을 구(救)한 성자(聖者)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일생을 마침에 있어서도 너무나 여유있게 그

뉘가 구만리(九萬里)에 바람을 치는 위대함을 알리요� 가시는 길이 때마침 좋으니 마음 조심하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며 특히 우국(憂國)애족(愛族)의 화신(化身)으로서 이 나라의 어려

이 일본(日本)에 건너가심을 충심(忠心)으로 흠모한 것이다�

최후를 맞 이하였던 것이다�

인질을 송환케 하고 왜적이 침탈(侵奪)해 간 문화재를 돌려 받아온 일은 정말 대재만이 행(行)

게 그들을 위압하였던 민족의 은인(恩人)이며 구국(救國)의 성사(聖師) 사명(四溟)은 죽음에 이

5. 갸륵한 그 마음

위하고 이 나라의 창생(蒼生)을 구제하기 위하여 왔다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다한 자비

일본에서 팔개월(八個月)간의 화교 및 설유를 하고 돌아올 때 포로로 억류된 3�003여 명의

할 수 있는 애국심이며 또한 문화재(文化財) 애호의 지극한 보살심(菩薩心)을 발로한 것이다�

사명의 마음은 한결같다� 선지(禪旨)의 돈오문(頓悟門)을 깨달은 명경(明鏡)과 같다� 어디에

편벽과 독단이 있을까� 오직 한 마음이요 큰 마음이요 대승보살의 구원일심이 사명의 마음 자

사나운 왜적의 진중(陣中)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다 건너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태연하

르러서도 태연하고 늠름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大自然의 품 속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무엇을 바라고 왔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얻으려고 산 것도 아닌 사명스님은 오직 이 땅을

(慈悲)의 보살(菩薩)이었을 따름이었다�

리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네가 있고 내가 있는 상대적(相對的) 바탕이 있을 수 없고 선(善)하

고 악(惡)하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초월한 무애심(無碍心)인 것이다� 걸림 없고 두려움 없는 보

살핌의 마음 자리다� 여기 어찌 사(私)가 있을 수 있을까� 오직 동그란 미소가 보일 뿐 가문이나

지방(地方)이나 국가(國家)까자도 초월(超越)해 있다� 그러나 국가 지상주의와 신앙(信仰)이 뿌

리 박혀 있는 불교(佛教)는 국가수호의 일념(一念)을 다른 종교(宗教)에 비교하여 견줄 수 없이
철학(哲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호국신앙이나 불국토(佛國土) 사상도 다시 말하면 생래(生
來)국토가 곧 정토(浄土)로 환토성불(換土成佛)한다는 사상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성사(聖師)의 최후(最後)
해인사 석장비문(石藏碑文)과 사명(四溟)스님의 행적(行蹟)에 의하면 선조(宣祖) 승하(昇遐)

후에 병(病)을 얻은 사명 스님은 새임금 광해군의 보살핌으로 가야산(加耶山) 해인사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였다� 왕(王)(광해군)은 그 원년(元年)(1609) 을유(乙酉) 10월(月) 28일(日)에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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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전쟁은, 동요하는 국가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

―쿠퍼―

숭리자 이외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자가 없다�

― 살루스티우스 ―

휴전은 다음 전쟁의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 이승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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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나자 사나이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알리바바」의 주문(呪文)
세이여즈 작(作)
「램베스」가의 어떤 초라한 집의 한 길 쪽으로 향한 방에서 한 사나이가 구운 연어를 먹으면

서 「모오닝･포스트」지를 보고 있었다� 작달막하고 여원 사나이로서� 솔갯빚 머리는 너무 부자

연스러울만큼 단정하게 지졌고� 짙은 턱수염 끝은 매끈히 손질되어 있다� 곤색 「더블」도� 양말

도� 넥타이도� 손수건도 모두 잘 조화되어 있지만 다소 너무 사치한 것 같아서� 점잖은 취미로서

는 만점이랄 수는 없었다� 구두도 다색이 너무 야하다� 신사로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그렇지� 또 돌아올 것 같으면 아무도 함부로 돈을 내놓진 않을 테니까� 그 사나이두

끝내 죽어버렸군� 이제는 나두 자유의 몸이야』

사나이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릇들을 씻고는 모자걸이에서 「실크 해트」를 벗어들고 밖으

로 나갔다� 그는 버스로 「바먼제」까지 갔다� 사나이는 거기서 버스에서 내리고는 어둠침침한

뒷골목으로 발길을 돌려 15분 남짓 걸어가서 초라한 술집 앞에까지 이르렀다� 사나이는 그 집

에 들어가서 위스키의 「더블」을 주문했다�

술집은 금새 문을 연 참이었지만 개점을 고대하고 있었던 모양� 많은 사람들이 벌써 카운터

주위에 모여들고 있었다� 하인같이 보이는 이 사나이는 자기 글라스에 손을 내밀다가 체크의 양
복에 천한 넥타이를 맨 치사한 옷차림을 한 사나이의 팥꿈치에 부딪치고 말았다�

『조심해�』어쩌자는 건가� 여긴 말이야� 너같은 놈들이 올 데가 아니야� 썩 꺼져 버렷�』 치사

한 차림새의 사나이는 호통을 치고 게다가 상대방의 가슴을 떼밀었다�

『술집엔 누가 오더라두 상관없지 않은가�』 상대방은 자지 않고 같이 떼밀었다�

『자아� 싸움은 그만둬요� 이 분도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요� 「쥬크스」씨』하고 여급이

귀족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자만 어딘가 상류 가정의 생활에 익숙한 것 같은 모

말렸다�

세밀한 주의가 기울어져 있다� 작은 옆 탁자에 다가가서 햄을 작은 접시에 갈라 놓는 모양도 고

운 사나이는 말했다�

라도 굴러들어온 하인인지도 모른다�

리를 흔들면서 응수했다�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때문에 싸움같은 건 한 적이 없지만 저편에서 꼭 떠들어야 하겠다면』

양이 엿보인다� 자기 손으로 갖춰놓은 아침식사의 테이블에도 양가(良家)의 하인들에게 필요한

급 집사(執事)의 품격이 충분했다� 그러나 은퇴한 집사치고는 나이가 너무 젊다� 아뭏든 유산이
사나이는 건강한 식욕을 발휘해서 햄을 먹고 나자 커피를 마시면서 아까 보다가 만 기사를

「피터 원제」경의 유서� 공개되다�
유산은 하인에게，

1만「파운드」를 자선사업에

작년 11월 「탱커니카」에서 맹수를 사냥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죽은 「피터 윔제」경의 유

『일부러 한 게 아니라구� 그래� 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하고 「쥬크스」라고 불리
『당신도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여기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것도 아침부터』 여급은 머
『정말 모르고 그랬어』하고 「램베스」에서 온 사나이는 말했다� 『난 고급 술집에 드나들기
『알았어� 알았어』하고 「쥬크스」씨는 좀 수그러들었다� 『자네 콧대를 부러뜨려두 별 수

없을 거니까� 가끔 코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앞으론 조심하란 말이야�
자아� 화해로 내가 한턱 내지』

『아니야� 아닐세』하고 상대방은 가로 막았다� 『이건 내가 한턱 내야 하겠는 걸� 밀어서 미

산은 어저께 50만 「파운드」라고 발표되었다� 총액 1만「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은 다음과

안하게 됐네� 허지만 일부러 그런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다짜고짜로 덤벼든다

……경의 하인이었던 「마빈 밴터」씨에 게는 5백 「파운드」의 연금과 「피카델리」에 있는 고

『인제 그런 이야긴 그만두세』하고 「쥬크스」는 거드름을 파우며 말했다� 『이건 내가 한

같은 자선사업에 기증되기로 되었다� (이하� 유산을 기부받는 사업체의 명단이 계속되고……)

인의 저택 사용권이 주어졌다(그리고 수많은 개인적인 명단이 계속되고는�������) 나머지 유산은

「피카델리』110번지 A의 저택에 남아있는 희구서(稀醎書) 및 회화 콜렉션을 포함하여� 고인의
자당(慈堂) 「렌버」공작 부인의 소유로 돌아간다� 향년 37세� 경은 오늘날 우리나라 귀족 중에

서 으뜸가는 재산가로 알려져 있는 당대(當代)「렌버」공의 영제(令弟)이다� 생전의 경은 범죄

학자로서 명성을 떨쳤고� 몇 가지 유명한 사건의 해명을 위해서도 활약한 바 있다� 경은 또한 저

명한 서적 수집가이기도 했고� 또 사교계의 제일인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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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좀 난처하지』

턱 내는 거야� 이봐� 아가씨� 「더블」을 한 잔 더 가져 오구� 또 그걸 말이야� 자아� 이리로 오게
나� 좀 조용한 데루� 그렇잖으면 또 시비가 벌어지게 될 거야』
그는 구석의 작은 탁자로 먼저 걸어 갔다�

『됐어� 훌륭한 솜씨야� 이 술집에선 염려할 것 없지만 아뭏든 조심하는게 상책이지� 헌데 그

건은 어찌 되었나� 「로져즈」� 우리들과 협력할 결심이 생겼나�』

「응」� 하고 「램베스」에서 온 「로져즈」라 불리운 사나이는 어깨 너머로 기웃거리며 대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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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 생겼어� 허지만 일체 위험은 없다는 걸 알고난 다음이야� 내 편에서 즐겨 부탁하는 건 아

니구� 위태로운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으니까 말일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만이라면 좋지만 그

『정말이냐�』「로져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이야� 자네는 우선 제1호 앞에 끌려 가네 제1호는 자네를 보지� 허지만 자넨 수령

것두 실제적인 일엔 일체 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지� 그 점은 양해해 주겠지�』

얼굴을 볼 수 없네� 선을 보인 결과 볼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자네는 정식으로 등록되고 비

자네는 모르겠지만 제1호는 전문적인 솜씨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걸세� 자네는 다

씩은 총회가 있구 분배를 받게 되는 걸세� 각자는 모두 번호로 불리우며 자기 몫을 타게 되

『설사 자네가 원한다 해도 실제 일엔 참가할 수 없네』하고 「쥬크스」가 말했다� 『알겠나�

만 물건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는가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네� 그 뒷일은 협회
가 해주네� 대단한 조직이야� 어떤 친구들이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조차 모를 걸세�
누구의 일두 알 수 없고� 또 다른 친구들두 자네 일은 아무두 몰라�물론 제1호만은 다르지만�

제1호만은 전원을 알고 있지』

『그리고 자네 하구』하고 「로져즈」가 말했다

『그렇지，물론 나도 그렇지� 허지만 어차피 난 다른 지구로 돌려 질 걸세� 오늘로써 자네하

구두 만날 수 없게 되는 셈이지� 총회 때만은 그렇지두 않지만� 그렇지만 총회 때는 전원 복면을
쓰니까』�

로소 보고할 연락처두 지정되네� 지구별의 회합이 두 주일에 한 번� 그리구 3개월에 한 번
는 거야』�

『그렇겠군� 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경우두 있겠지�』

『만일 낮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엔 어미가 보더라두 모를 만큼 완전히 변장 되는 걸세� 허지

만 대체루 일은 밤에 하게 되니까』�

『그럼 묻겠는데�만일 웬놈이 따라다니다가 경찰에 밀고라도 할 성 싶을 때엔 어떻게 하면

되나�』

『할 도리가 없지� 물론� 다만 그 따위 건방진 수작을 하는 놈이 어리석을 따름이지� 얼마 전

에두 그렇게 약은 짓을 한 친구가 있었네만 결국 「로더 하이즈」 근처의 강물 위에 떠버렸어�
귀중한 보고를 일러바치기 전에 말일세� 제1호는 뭐든지 보고 있으니까』�
『호오 그런데 그 제1호라는 건 누군가�』

『얼마든지 돈을 낼테니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작자들이 수두룩하다네』�
『아무두 모르나�』

『전혀 모르지� 정말 놀라운 인물일세� 그 제1호라는 사나이는� 게다가 둘두 없는 멋들어진

신사야� 그리구 그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네� 그리구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닿을만큼

긴 팔을 가지고 있지� 허지만 아무두 그의 일은 모르는 걸세� 제2호를 제외하고는 그리구 그 제

2호라는 여자가 또한 수수께끼의 인물이거든』
『호오� 여자두 끼어 있나�』

『그렇지� 요즈음엔 여자가 없인 일이 되질 않으니까� 허지만 걱정할 건 없어� 여자 패들은 안

심할 수 있네� 그 친구들두 자네나 나처럼 콩밥은 싫어하니까』�

『그런데 「쥬크스」�돈 문제는 어떤가� 굉장히 위험한 다리를 건느는 거니까 그만한 보수

는 있을테지�』

『보수라고 말할 게 아니란 말이야』�

「쥬크스」는 대리석으로 덮은 작은 탁자 너머로 몸을 내밀고 수근거렸다�

『그런가�』하고 「로져즈」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수입 가운데서 내 몫은 얼마나 탈 수

있나�』

『공평하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타는 걸세� 자네 자신이 그 일에 직접 참가했건 말건� 전원

은 명이니까 50분이 1만큼은 타게 되는 거야� 제1호나 나두 똑같네』�
『정말인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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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추리소설 (短篇 推理小說)
『아� 그 눈으로 보구 있게나�』하고 「쥬크스」는 웃었다� 『어떤가� 그런 흉내 낼 것 같은 사

람이 달리 있을 성싶은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세� 전례가 없는 대영

단(大英 斷)이야� 하여튼 훌륭한 사나이란 말이야� 제1호는』
『그런데 끝까지 성공한 사건은 많이 있는가�』

『많이 있느냐구� 들어보게� 「캘더사스」목걸이 도난사건이나 「콜스턴」은행 사건은 기억

하고 있겠지� 그리구 「페이버섬」의 강도사건� 국립미술관에서 꺼진 「루벤스」의 명화 분실사

건� 「플렌셤」 의 진주사건�죄다 우리 협회에서 한 일이야� 더구나 모두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채거든』

「로져즈」는 입맛을 다셨다�

『허지만』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일 내가� 이를테면 「스파이」란 말일세� 이대로

곧장 경찰에 가서 자네한테서 들은 이야길 죄다 일러바친다면�』

『잘 결심했네� 여보� 아가씨� 아까하고 같은 걸� 또 하나 부탁하네� 아� 축배를 드세� 처음 봤

을 때부터 자네라면 쓸모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지� 그럼 저절로 생기는 돈을 위해서 축배하세�

제1호 만세� 헌데 제1호하군 오늘밤에라도 만나두는 게 좋겠네�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구� 좋은

일은 빨리 서둘러야지』

『알았네�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이 술집에선가�』

『아냐� 이 술집은 인제 쓰지 않네� 기분이 좋은 집이어서 아쉽지만 할 수 없지� 알겠나� 이렇

게 해주게�오늘밤 열시 정각에 「램베스」다리를 북으로 걸어 가게 (너의 집은 알고 있다고 하

는 것같은 이 말에 「로져즈」는 얼굴를 찡그렸다� ) 그러면 한 대의 노란 택시가 멈춰서 운전수

가 엔진 손질을 하고 있을 거야� 「갈수 있겠는가�」하고 말을 걸게� 상대방은 「목적지에 따라

선 갈 수도 있죠」라고 대답할 걸세� 그러면 「시내의 1번지에 가주게」라구 말해야 되네� 1번지

라는� 점방이 있긴 하지만 그리루 가는 건 아닐세� 자동차 창문은 가려놓았으니까 어디루 가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건가� 그렇지� 만일 서에까지 가는 도중에 무사하다면 �그건 물론 보증

건지는 모르네� 허지만 걱정할 건 없어� 처음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칙이거든� 어

『말하자면 끊임없이 감시가 뒤따른다는 건가�』

대로 거짓말을 해선 안 돼� 그렇지 않다간 제1호의 노여움을 사게 되니까� 알았나�』

할 수 없네만�웬만큼 조심하지 않다간�』

『말할 게 있나� 물론이지� 그러니까 가령 서에까지 무사히 가서 이 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을 이 술집으로 데리고 오더라두�』
『오더라두�』

나를 찾아 낼 순 없다는 걸세� 난 벌써� 제5호 한테로 가 있을 거니까』�

『제5호란 누군가�』

『나두 잘 몰라� 아뭏든 잠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주 얼굴을 고쳐주는 사람이지� 소위 정형

수술이라는 거야� 게다가 지문마저 말일세� 우리 협회에선 만사를 최신식 방법으로 해나가거든』
「로져즈」는 휘파람을 불었다

『어떤가�』「쥬크스」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차피 네가 정식으로 가입하면 장소도 가르쳐 줄거야� 그리구 거기 가선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절
『알았네』

『자네는 배짱은 좋은 편인가� 무섭진 않은가�』
『물론 무서울 건 없지』�

『그럼 됐네� 그럼 슬슬 가볼까� 이제는 자네와 만나지 못할는지두 몰라�� 그럼 행운을 빌

겠네� 』

『고맙네』

두 사람은 문을 밀고 지저분한 골목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리하여 지난 날의 하인 「로져즈」가 도둑들의 일당에 가담한 이후로 2년동안 수많은 명사

의 저택이 습격당했다� 「덴버」공작의 미망인 저택에서 커다란 「다이어먼드」왕관이 훔쳐졌는

『그건 그렇구�나한테 무던히 말해줬지만 만일 내가 「노우」라고 해도 무사할 수 있을

가 하면 고 (故) 「피터 ･ 윔제」경의 옛 저택에서는 총액 7천「파운드」에 이르는 금은 식기류가

『물론이지�하기야 부질없는 짓으로 우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경우라야지만』

부자인 「윈슬로프」씨라는 사람이� 실은 유명한 사교계의 강탈자였음이 밝혀져서 「베이페어」

까�』

『그렇겠지� 그래 만일 「예스」라고 하면� 』

종적을 감췄다� 또 백만장자인 「세오도어 ･ 윈슬로프」씨의 별장에도� 강도가 침입한 결과� 이

의 상류사회에 한 소동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 밖에 「팅글리우드」 후작부인의 유명한� 여

『그러면 자네는 대번에 부자가 되는 걸세� 게다가 이렇다 할만한 일두 할 필요가 없구�

덟겹으로 된 진주 목걸이가� 「커벤트 가든」 극장에서 「파우스트」를 상연하는 중에 보석의

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 협회를 위해서� 도와주기만 하면 그야말로 저절로 돈이 생긴단 말

경을 겪을 때 부인이 진짜는 전당포에 넣었었기 때문에 그 모조품이었음이 후일 알려졌지만� 아

호주머니엔 노상 돈이 듬뿍 들어차는 걸세� 그저 자네가 지금까지 종살이했던 저택의 형편
이야』�

「로져즈」는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하고 있더니 이윽고�
『좋아� 해보세�」 하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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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길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한 통의 봉투가 모자

걸이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겉봉에는 다만 <제21호에게>라고만 되어 있었다� 통신을 보

내오는 협회의 다소 연극조의 방법에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는 그저 어깨를 움츠렸을 따
름이었다� 봉투를 뜯어보았다�

통신은 암호로 적혔는데 보통 문장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들창을 좀 넓게 열어두고는 아래층으로 내려 왔다� 손에 든 종이 조각에

는 다만 한 마디� 「O�K」라고만 적혀 있었다� 바쁘게 쓴 모양이어서 왼쪽에는 잉크가 묻어 있

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씽긋 웃으며 종이 조각을 난로 속에 던져버리고� 부엌에 가서 달걀과 새
로 통조림을 딴 「콘비프」로 저녁식사를 지어 먹였다� 시렁 위에 한끼분의 빵이 있었지만 그것
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사를 마치고는 수도물로 식기를 닦고 한참 물이 나오는대로 내버려 두

『제21호에게 알림 �오늘밤 열 한시 30분� 제1호의 댁에서 임시 총회가 있음� 결석은 몸에

었다가 물을 마셨다� 그러나 그 때에도 마시기 전에 수도꼭지 안팎을 말끔히 닦았다� 식사를 마

「로져즈」는 잠시 그자리에 우뚝 서서 생각에 잠기고 있더니 이윽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

던 상자에서 탄약을 꺼내 넣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위험이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라� 암호는 <결정>』�

기에는 벽에 달린 높다란 금고가 있었다� 그는 번호판을 돌리고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상

당히 넓직해서 마치 작은 방처럼 되어 있었다� <통신>이라고 적힌 서랍을 열고 방금 받은 통신
문을 넣어두었다�

얼마 후 금고에서 나온 그는 다시 금고를 잠그고 방으로 돌아왔다�

『결정이라�결국 그렇게 된 모양이군』�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전화기에 손을 댈까 하다가 그

치자 잠가두었던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이상이 없나 세밀히 살펴 보고는 아직 뚜껑도 열지 않았

열 한시 15분 전에 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바람벽에서 떨어져 걸으면서 불빛이 밝은

한길로 나섰다� 거기서 버스를 탔고 오르내리는 승객들이 잘보이는 차장 옆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탄 끝에 「햄스테드」의 고급 주택가에 닿았다� 거기서 버스를 내려 여전히
담장에서 떨어져 걸으면서 「히스」 가 쪽으로 발길을 옮겨 놓았다�

달이 없는 밤이었지만 아주 어둡지는 않았고� 「히스」가의 인기척이 없는 한 길을 건너갈 때

만 두셨다�

여러 방향으로부터 검은 그림자들이 그가 있는 방향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큰 나

서 주의 깊게 기둥을 밀었다� 보이지 않는 비밀의 문이 덜컥 열렸다� 거기를 기어서 나간 그는 이

에는 제21호라고 적은 글씨가 흰실로 새겨져 있었다�

세 개 있고� 거기에는 전서구(傳書鳩)가 들어 있었다�

은 건물이 떠올랐다� 하나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가 입구 쪽으로 가까이 가자 역시 복면

그는 층계를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허리를 굽히다시피해서 제일 구석진 곳으로 가

웃집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쿡쿡하는 소리가 부드럽게 그를 맞이 했다� 들창 아래에 새장이
그는 들창으로 조심스레 바깥을 두리번거렸다� 들창은 공장같은 건물 뒤의 높다랗게 쌓아올

린 담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어둠컴컴한 작은 뒤뜰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창
문도 전 혀 보이지 많았다� 그는 지갑에서 엷은 종이 조각을 한 장 꺼내어 몇 개의 글자와 숫자

를 적었다� 그리고 첫 어귀의 새장에 다가가서 비둘기를 꺼내 통신문을 날개에 달고는 살그머니
문틀에 올려 놓았다� 비둘기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몇 번 복숭아빛 다리를 들썩이고는 날개를 펴
고 날아갔다� 그는 비둘기가 공장 지붕 위를 지나 이미 저녁놀이 지기 시작한 하늘로 높이 솟아

서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뭇그늘에서 발을 멈추고 이마에서 턱까지 가리우는 검정 우단의 복면을 얼굴에 썼다� 복면 아래
이윽고 내리막으로 접어들자 「히스」가와 한적한 환경 속에 외롭게 서 있는 조촐한 별장같

을 한 다른 검은 그림자들도 다가와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모두 여섯 사람이었다�

맨 앞의 사람이 문을 노크했다� 얼마 후에 문이 살며시 조금만 열렸다� 사나이가 그 틈에 머리

를 들이밀고 뭐라고 수근거리자 문이 활짝 열렸다� 사나이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세 사람이 들어가버리자 다음은 「로져즈」의 차례였다� 그는 세번은 거세게 두번은 가볍게

노크했다� 문은 조금만 열리고 그 문틈에 귀가 기웃거렸다� 「로져즈」는 <결정>이라고 수근거

렸다� 귀가 들어 가고 문은 더 열려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제21호는 왼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이 하나� 두 개의

그는 회중시계를 꺼내 보고 아래 층으로 내려 갔다� 한 시간 후에 그는 두번째 비둘기를 날려

의자와 금고가 놓여 있는 사무실 같은 방이다� 책상에는 야회복을 입은 큼직한 사나이가 장

시 반이 되자 그는 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두웠지만 얼어붙을 것같은 별이 몇개 반짝이고

면서 자동적으로 문은 잠겨졌다� 책상 앞에 다가가서� 『제21호� 지금 왔읍니다』하고 보고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웠다�따스한 깃털� 회답이 온 것이다�

긴 제1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날카로운 파란 눈망울이 힐끔 「로져즈」를 노려보

보내고 또 한 시간 후에 세번째 것을 보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아홉

있었고� 열어젖힌 들창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들고 있었다� 무엇인가� 희읍스름한 것이 마루

부를 앞에다 놓고 앉아 있었다� 제21호는 조용히 등 뒤의 문을 닫았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
하고는 공손히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큼직한 사나이는 얼굴을 들었다� 우단의 복면에 새

그는 보드라운 깃털 속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을 읽기 전에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았다� 제1호의 손짓으로 「로져즈」는 복면을 벗었다� 본인이 를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

『만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굶게 될지도 모르니까�』�

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검은 복면이 지긋이 노리고 있는 바람에 불안을 느꼈던지 「로져

새장 속에 넣었다� 그리고 새장문을 닫으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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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는 발을 고쳐 밟으며 시선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물러가라는 제1호의 손짓으로 「로

져즈」는 안도에 가까운 한숨을 내몰고 복면을 다시 쓰고는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가자 곧 다
음 사람이 들어왔다�

총회가 열리는 방은 2층의 방 둘을 터서 만든 홀인데 이 근처의 교외 주택 답게 최신식 장식

으로 단장되었고 불빛이 눈부셨다� 한 구석에 놓인 축음기에 사는 흥청거리는 째즈의 멜로디가

흘러 나왔고� 그 가락에 맞춰 열쌍 가량되는 남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야회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더블」이나 잠바같은 평소의 옷차림을 한 사람도 있었다�

방 한 모퉁이에서는 미국식 빠아도 마련되어 있었다� 「로져즈」는 거기에 가서 복면을 쓴 담

당자에게 위스키의 더블을 주문하고 카운터에 기대서 천천히 마셨다� 홀에는 사람이 가득해졌

두 개의 손이 올라갔다� 수령은 시계를 들여다 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럼 어서 댄스를 시작해 주십시오』�

축음기가 또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로져즈」는 바로 옆에 있었던 빨간 드레스를 입

은 여자를 돌아다 보았다� 여자는 끄덕이고 두 사람은 「폭스 트로트」와 리듬에 맞춰 춤을 췄

다� 일동은 엄숙하게 침묵을 지킨 채 홀을 빙빙 돌았다� 파도처럼 물결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블라인더에 어른거렸다�

『무슨 일일까요�』 여자는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나직이 물었다� 『어쩐지 무서워요� 당

신은�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같은 예감이 들어요』�

『정말 놀랍군요� 수령이 하는 일은 허지만 그러는 편이 안전할 겁니다』하고 「로져즈」는

다� 이윽고 누군인가 축음기 쪽으로 가서 레코드를 멈췄다� 「로져즈」는 얼굴을 들고 돌려보니

맞장구를 쳤다�

2호라고 새긴 복면이 머리와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 다만 그 의젓한 태도나 흰 팔과 가슴�

두들겼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여자라고 짐작될 따름이다�

면서 사라졌다� 여자는 몸을 떨었다�

깔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움직임은 알 바 없지만 두 손은 의자를 꽉 잡고 있어 몸 전체가 긴장하

리 앞에 모여 섰다�

제1호가 문 어귀에 나타나고 있었다� 검정 옷을 입은 키가 큰 여자가 그의 곁에 따르고 있다� 제
그리고 복면에서 엿보이는 까만 눈동자로 미루어보건대 웬만한 남자도 따라갈 수 없는 수단과

『신사 숙녀 여러분�』 제1호가 방 끝에 서서 말했다� 제2호는 그 옆에 앉아 있다� 눈을 내리

고 있는 듯 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밤 우리들의 번호에는 둘이 빠져 있읍니다�』 복면이 여기저기서 흔

들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수효를 세어보았다� 『「코트 윈들 섬」의 헬리콥터 설계도 탈취

계획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난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용감
하고 충실한 동지� 『제15호 및 제48호는 배신을 당함으로써 경찰에 체포되 었읍니다』�
불안한 중얼거림이 방안을 어수선하게 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그 두 사람일지라도 당국의 심문 앞에서는 실

『허지만 그 사람들은 참 안 됐군요』� 그들 옆에서 돌고 있던 사나이가 「로져즈」의 어깨를
『말을 하지 마십시다』� 그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사나이는 파트너를 끌어 안고 돌
축음기가 멈췄다� 일제히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춤을 추고 있던 사람들은 또 수령의 자

『신사 숙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밤 이 임시 총회가 열린 까닭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실은 중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우리들의 실패는 결

코 우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들 속에 배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옆에 붙어있던 파트너들은 서로 의심하는 듯 각기 떨어졌다� 당황해서 껍데기 속으

로 숨어들어가는 달팽이처럼 서로 움츠러들었다�

『「딩글우드」 사건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령의

토하고 말지 않을까 하고 부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절대로

목쉰 소리는 계속했다�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이들 용감한 두 사람의 동지가 협회의 명예를 욕되게 하려는 유

간신히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읍니다� 이미 우려할 바가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할 수 있

필요없읍니다� 이미 적절한 명령을 내렸고 오늘밤에 두 사람의 혀가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정지
혹에서 벗어났고� 공개적인 법정에 서게 되지도 않았으며� 오랜 복역의 고통에서 구출되었음을

여러분과 더불어 축복하고자 합니다』�

보리밭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숨을 삼키는 기색이 일동을 스쳤다�

『두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지불될 것입니다� 그 임무는 제12

『그밖에 실패로 돌아간 몇 가지 작은 사건도 기억에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이와같은 실책도

게 되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배반자는 이미 발견되었고 조만간 제명될 것입니

다� 앞으로는 그와같은 실책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배반자를 우리 협회에 소
개했던 경솔한 동지는 앞으로 그러한 재화를 가져을 수 없는 지위에 놓여질 것입니다』

배반자와 그의 불행한 소개자를 찾을 양으로 일동의 눈이 서로 두리번거렸다� 모름지기 어디

호와 제34호의 두분이 맡아주어야 하겠읍니다� 상세한 의논은 폐회 후에 저의 「오피스」에서

엔가 검은 복면 밑에 파랗게 질린 얼굴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얼굴을 온통 가리운 우단의 복

주시겠읍니까�』

복면이 모든 것을 가리우고 있었다�

하기로 합니다� 그럼，지금 지명을 받은 동지는 기꺼이 이 임무를 맡아주신다는 의사표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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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숙녀 여러분� 어서 다시 춤을 계속해 주십시오』�

축음기는 거의 잊어버린 듯한 낡은곡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 빨간 드레스의 여자는 야회복을 입은 키가 큰 사나이의 어깨에 매달렸다� 「로져즈」의 팔에
손이 걸려오자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그마한 녹색 스카트를 입은 살집이 좋은 여자가

차가운 손을 밀어넣고 있었다� 댄스는 계속되었다�

이윽고 음악이 끝나자 일동은 역시 박수 속에 멈췄고� 파트너와 떨어져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다시금 수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사 숙녀 여러분�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십시오� 이것은 댄스 파티이며 공개적인 회합은 아

니니까요』�

「로져즈」는 파트너를 의자에 앉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대접했다� 주저앉을 때 여자의 숨결

이 거칠어졌음을 깨달았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 없이 오랜 것 같은 순간이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불안으로부터 어서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시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럼

그 이름을 말하겠읍니다� 제 37호』

한 사나이가 목을 졸리우는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 뛰었다�

『조용히�』

민망스러운 사나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몸부림쳤다�

『저는 절대로�맹세코 그런�저는 결백합니다』�

『조용히� 자네는 경솔한 짓을 했어� 처분을 모면할 순 없네� 변명할 말이 있다면 나중에 들어

주지� 앉게』

제37호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아서 복면 밑으로 손수건을 밀어 넣고 얼굴을 훔쳤다� 두 사람

의 키가 큰 사나이가 그 옆으로 다가갔다� 일동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목숨이 바람

앞의 불씨처럼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주춤거리고 있었다�
축음기가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럼 배반자를 지명하겠읍니다� 제21호� 앞으로 나오게』

「로져즈」는 앞으로 나갔다� 불안과 증오로 뒤범벅이 된 48명의 불타는 듯한 눈총이� 일제

히 그에게로 쏠렸다� 불쌍한 「쥬크스」는 또 외마디의 소리를 질렀다�
『제기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한심한 일이� 』

『무�물론입니다� 하늘에 맹세해도 틀림은 없읍니다� �동료였던 하인 두 사람에게 낱낱이

알아봤읍니다� 여러 가지 뒷조사도 해보았읍니다』�
틀림 없읍니다� �절대로 틀림 없읍니다』�

수령은 눈 앞의 서류를 훑어보고 또 시계를 보았다�

『신사 숙녀 여러분� 어서 춤을 계속하세요』�

두 손을 묶이우고 수갑이 채워진 제21호는 일동이 죽음의 춤을 추고 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

고 서 있었다� 이윽고 음악이 멎고 일제히 일어난 박수소리는 단두대 밑에서 몸서리치며 앉아있
는 남녀의 박수처럼 울렸다�

『제21호� 자네 이름은 「죠셉 로져즈」� 하인� 도둑에 의한 해고로 되어 있다� 이건 본명인

가�』

『아니야』

『그럼 원래 이름은 뭔가�』

『「미터 데스 블레든 윔제」』

『그 사람이 하면 죽지 않았는가� 』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꾸몄을 따름이다』�

『그럼 진짜 「죠셉 로져즈」는 어떻게 되었는가�』

『외국에서 죽었다� 나는 그 대신이 된 거야� 내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시 부하를

책망한다는 건 좀 심한 일이지� 나는 「로져즈」대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로져즈」가

되어버렸다� 혼자 있을 때에두 「로져즈」처럼 걸었고 「로져즈」처럼 앉았으며� 「로져즈」의

책을 읽고 「로져즈」의 옷을 입었다� 마지막에는 「로져즈」처럼 생각하게까지 되었다� 교묘하
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로 마옴올 놓지 않는다는 거다』�

『그럴 테지� 그럼 자네 자신의 저택의 도난사건도 일부러 꾸민 작전이었는가�』
『물론』

『자네 어머니인 공작 미망인의 왕관 사건두 알면서 모르는 척 했는가�』

『그렇다� 그건 서투른 왕관이어서�취미가 고상한 인간이라면 잃어두 아깝지 않은 물건이었

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게 해 줄 수 없는가�』
『안 돼，제군……』

춤은 인형이 꿈틀거리듯 어색하게 계속되었다� 손발은 더듬더듬 움직이고 발길도 자주 헛갈

『조용히 하게� 제21호 복면을 벗게』

렸다� 체포된 사나이는 그것을 태연히 지켜보고 있었다�

『제37호� 이 사람은 자네 소개로 입회했네� 이름은 「죠셉 로져즈」， 과거에 「덴버」공의

연락하려고 했던 형적이 있었는가�』

배반자는 복면을 벗었다� 일동의 증오에 불타는 눈초리가 구멍이 뚫리도록 그를 노려보았다�

하인으로 있고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로 해고되었다고 하는데 자네는 그런 사실을 조사해 봤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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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제22호� 제49호� 자네들은 이 배반자를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이 사내가 외부와

「없읍니다�』제22호가 세 사람을 대표해서 대답했다�

『편지나 소포는 전부 끌러보았고 전화두 도청했으며� 행동은 언제나 미행했읍니다�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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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르스」 신호에 사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죽 감시하고 있었읍니다』�
『그건 틀림 없겠지�』

『절대루 틀림없읍니다』�

『그럼 묻겠는데 배반자� 자네는 혼자서 배반을 획책했는가� 사실대로 말하게� 그렇지 않으

면 더욱 불쾌한 꼴을 당할 걸세』�

『혼자다� 부질없는 위험은 피하구 싶었으니까』�

『흠� 경시청의 그 사내 � 아마 「파커」라고 했지�그 사내의 입을 틀어 막는 수단을 강구해

두는게 좋을 성 싶군� 그리고 이 사람의 하인인 「마빈밴터」하고 될 수 있으면 이놈의 어미와

누이동생두� 동생이라는 건 머리가 둔한 사내니까 비밀을 알고 있진 않겠지� 감시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할 거야』�

사로잡힌 사나이는 이런 말에 비로소 당황해지는 것 같았다�

『수령�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협회에 위험을 가져올 성싶은 일은 아무 것도 알고 있지 않네』�
『이제 와서 집안 사람을 걱정한들 무슨 소용인가� 제군� 어디 댄스를�』

『아니�수령�』 일동으로서는 이러한 연극을 그 이상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춤을 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찌감치 처분해버리고 헤어져야지요� 위험합니다� 경찰이�』
『조용히�』

수령은 일동을 휘둘러 보았다� 험악한 공기가 떠돌고 있었다� 그는 양보했다�

『그러면�』

『편지 피봉은 찢어질 것이다』�

『수령�』 제15호가 참견했다� 『그건 엉터리에요� 이 사나이는 한통두 편질 낸 적은 없읍니

다� 벌써 몇 달 동안이나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가� 아뭏든 듣게� 그 편지는 아직 「람베스」에 오기 전에 놓고 왔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네』�

『도대체 뭣이 들어 있는가�』
『금고와 암호다』�

『흠� 이 사내의 금고는 조사했어�』
『네� 수령』

『뭐가 들어 있었는데�』

『대단한 건 들어 있지 않았읍니다� 수령� 저희들 결사의 개요라든가�이 집 이름같은 것이었

는데 �모두 내일 아침까지엔 감춰둘 수 있는 것 뿐이었읍니다』�
「윔제」는 미소를 지었다�

『금고의 속문 안도 살펴봤는가�』
잠시 조용해졌다�

『좋아� 이 배반자를 끌고가서 처치해 버리게� 처분법은 4호로 하고� 허지만 착수하기 전에

『이 사내의 말을 들었을테지�』하고 수령은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다�

『네�』

『그런건 없었읍니다� 수령� 엉터리 수작일 겁니다』�

중분히 절차를 설명해주게』

일동의 눈이 잔인한 만족을 나타냈다� 억센 손이 「윔제」의 팔을 꽉 붙잡았다� 『잠깐만 기

다려주게�죽인다면 단번에 죽여주지 않겠는가�』

『새삼스럽게 굽실거려 봤댔자 이미 늦었어� 데리고 가게� 제군� 안심해주시오� �단번에 죽이

진 않습니다』�

『기다려� 잠깐 기다려 주게�』하고 「윔제」는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 『한 마디 말하도록

해주게� 목숨을 살려 달라는 건 아냐�단숨에 죽여 달라는 것 뿐야� 실은�팔구 싶은 게 있다』�
『팔구 싶다니�』
『그렇다』

『우린 배반자하군 거래하지 않는데』

『알고 있다�하여튼 들어주게� 나 역시 이런 일쯤은 예상하고 있었다군 생각하지 않는가� 나

두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편지를 남겨놓고 왔어』
『흐응� 낡은 수법이야� 편진가� 누구한테�』

『경찰이다� 만일 내가 내일까지 돌아 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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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문두 열어봤는가�』

『말이 어긋나는 건 죄송하지만 결국 속문은 발견하지 못했구려』하고 「윔제」는 일부러 쾌

활하게 말했다�

『이 협회에 속하는 인간 전부의 이름과 주소� 사진� 그리구 지문이지』
『뭐라구�』

그를 둘러싼 눈들은 공포의 빛을 띠고 있었다� 「윔제」는 물끄러미� 수령의 복면을 쓴 얼굴

을 바라본 채였다�

『그만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 얻었다는건가�』

『실은 나 자신이 탐정의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
『허지만 줄창 감시를 받고 있었을 게 아닌가�』

『그렇지� 그 컬렉션의 첫 페이지는 감시인의 지문으로 장식되어 있지』
『증거는 있는가�』

『물론 증명할 수두 있다� 가령 제50호의 본명은�』�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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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수령은 몸짓으로 「윔제」의 말을 눌렀다�

『만일 여기서 이름을 지껄이기라두 한다면 정상작량(情狀酌量)의 여지는 전혀 없어질 거다�

동지의 이름을 밝히는 배반자에겐 특히 제5의 처벌법이 기다리고 있다� 이 포로를 내 「오피스」
까지 데리구 오게� 댄스는 그대로 계속하구』�

수령은 허리춤에서 자동권총을 꺼내고는 책상 건너에 꼼짝할 수 없이 묶이운 포로와 대결

했다�

『자아� 말해라�』

『내가 당신이라면 그런 건 치워두겠네만』「윔제」는 자못 경멸하는 듯이 비꼬았다� 『그

걸루 당하는 편이 제5처벌인가 하는 것보단 훨씬 쉽게 죽을 거니까� 그걸루 당하고 싶은 생각이
들는지두 모르지 않겠는가』�

들렸던 적은 없었다� 『분명히 말해서 사태는 심상치 않은 것이 있읍니다� 이 사내의 입으로� 본

인과 나 이외에는 알 리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20명 이상의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들었읍니다� 커
다란 결점이 있었음에 틀림없읍니다』� �수령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 『이 점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지문도 채취되어 있고�몇 장의 사진을 보았읍니다� 우리들의
감시역이 어찌하여 금교 속문을 보지 못했는지 그 점은 기어이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건 너무 심해요� 찾아내지 못하는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만들

었으니 까요』하고 「윔제」가 말했다�

수령은 「윔제」의 참견은 모른척 하고 말을 이었다��

『이 사내의 말에 의하면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장부는 회원 댁에서 훔쳐낸 편지나 서류

를 비롯해서， 뚜렷이 지문이 묻어있는 수많은 물품과 함께 그 속의 문안에 간직되고 있다는 것

『영리한 놈이군� 허지만 너무 영리한게 오히려 흠인걸� 자아� 어서 말해라� 어떤 일을 알고

입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인 죽음과 교환조건으로 금고를 여

『말을 해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건가�』

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있나�』

『약속은 하지 않는다� 빨리 말이나 해�』

「윔제」는 묶여서 아픈 어깨를 움츠렸다�

『그럼 말하지�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면 말해주게』�

그는 몸을 내밀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머리 위의 홀에서는 축음기의 소음

과 스텝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댄스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마침 「히스」가를 지

나치는 통행인도� 이 외딴 집에서 또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

이 분명하다�

『어때요� 좀더 계속할까요�』 하고 「윔제」가 말했다�

복면 밀에서 울려 나온 수령의 목소리에는 살기를 띤 미소라도 지은 듯한 기미가 엿보인다� �

『놀라운 걸� 자네 이야길 듣고 있으면 자네가 사실상 우리 협회의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 아

쉬워서 못견디겠는 걸� 기지(機智)와 용기와 노력은 이와같은 결사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거지�

설득해두 소용 없을 테지� 아니�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네』�
수령이 책상 위의 벨을 누르고는，

『전원이 식당에 모이도록 하게』하고 들어온 복면의 사나이에게 명령했다�

식당은 아래층에 있고 덧문과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복판에는 기다란 탁자가 있고 그

주위에 의자가 죽 놓여 있다�

『성찬이 없는 연회라는 거군요』� 「윔제」는 명랑하게 말했다� 이 방을 보는 것은 처음

이었다�

수령은 테이블의 상좌에 앉았다�

『신사 숙녀 여러분』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그때처럼 무시무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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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암호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읍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
『암호 같으면 벌써 알고 있읍니다』하고 제22호가 말했다�

『얼빠진 녀석�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나� 「피터 윔제」경이야� 암호를 고쳐놓지 않을 줄

아나� 게다가 속문의 비밀두 있지� 만일 그가 오늘밤에 자취를 감추고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

치면�』

『조건을 승낙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시 바삐� 시

간은 절박합니다』하고 잘 울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외쳤다�
찬성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자네 의사를 받아들여서』하고 수령은 「윔제」에게 말했다� 『협회는 금고의 암호와 속문

의 비밀과 교환으로 즉사형(卽死刑)의 특권을 베풀겠다』�
『틀림없는가�』�
『물론이다』�

『고맙네� 그럼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이번엔 자네가� 그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은 아무 것도 알고 있지 않다고 장담해준다면�자네는 신의를 존중 할 줄 아는 인간이니까�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

『고맙네� 내 명예를 걸고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맹세한다� 그렇게 위

험한 비밀을 부인들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어� �특히 둘도 없는 육친이니까』�
『좋다� 그럼 약속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보다는 좀 망설이는 듯한 찬성하는 말들이 들렸다�

『그럼 암호를 가르쳐주지� 금고의 암호 문자는 〈안릴라이어빌리티 (Unreliability) = 부정

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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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두 사람이 불끈 주먹을 틀어 쥐고 얼굴을 돌렸을 때，홍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간드러

지게 퍼졌다�

『찬성이에요� 그래요� 우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알 수두 없는 상대방이 우리 이름

을 알게 된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질색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들을 송두리째 경찰에 넘길
는지두 모르겠구요』

『그렇다�(하고 또 다른 사나이가 말했다� 『아무두 믿어선 안 돼� 아무두 말이야』�
수령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럼� 신사 숙녀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무겁게 드리웠다� 이윽고 아까 그 여자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쨍쨍 울렸다��

『수령이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회원 전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 수령 혼자 뿐이구� 수령이

면 붙잡힐 염려두 없을 테니까요� 우리들만 위험한 일을 하고 수령은 집에서 돈 계산이나 한다
는 건 우습잖아요� 수령을 보내는게 어때요� 여러분�』

『찬성이야�』 시계 호주머니에 금붙이를 몇 개씩이나 드리운 뚱뚱한 사나이가 말했다� 「윔제」

는 그것을 보고 짖궂게 웃었다� 이 부질없는 장식 때문에 그 뚱뚱한 사나이의 이름과 주소를 대번

에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거치장스러운 장식에 어쩐지 친근감조차 느껴지게 되었다�
수령은 일동을 휘둘러보았다�

『그럼 나더러 가라는 것이 회원 일동의 희망이군요�』
그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쉰 다섯개의 손이 찬성을 표시하면서 올라갔다� 다만 제2호의 여자만이 꼼짝 않고 앉아 있었

다� 그 억세어 보이는 흰 손이 의자의 팔걸이를 꽉 누르고 있다�

수령은 위협하듯 둘러싼 일동을 천천히 돌아다보고 마지막에 제2호를 보았다�

『속문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은가�』

『좋다� 허지만 만일 여기서 파견된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라두 생기면�』

『가선 안 됩니다』� 흐느끼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경찰이 와줄 것올 예상하고 속문은 �무척 까다로운 장치인 때문에�열어 놓았다』�
『내가 보복을 당해야겠지』�

『모험이지만』하고 수령은 생각하면서 � 말했다� 『그러나 해보지 않으면 안 되지� 포로를

지하실에 옮겨 놓게� 제5 처벌법의 설비나 실컷 구경시키게� 그동안에 제20호 및 46호는�』
『안 돼� 그건 안돼�』

불만스러운�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차츰 위협하는 듯이 부풀었다�

『안 돼』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의 키가 큰 사나이가 말했다� 『그건 안 돼�그처럼 중요한

여자는 얼굴을 들었다�

『제군� 들었는가』하고 수령은 다소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인은 가지 말라고

말했다』�

『고려 할 여지는 없읍니다』하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의 사나이가 말했다�

『우리들의 마누라두 마담같은 훌륭한 지위에 있다면 우리들을 보내고 싶진 않을 거에요』�

경멸하는 것 같은 거친 말투다�

『그래요� 그래』하고 다른 사나이도 외쳤다� 『이 협회는 민주적인 모임이 아닌가요� 특권계

물품을 특정한 회원에게 맡겨도 좋은가� 당장 오늘밤에 우리들 속에서 배반자 한 사람과 얼간

급은 없읍니다』�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요�』

의견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읍니까� 제20호와 제46호가 금시 배반한 놈의 흉내를 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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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있어요� 수령은 우리 협회의 우두머리이며 혼(魂)입니다� 만일 수령에게 어떤 위험

이라도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은』하고 그녀는 일동을 삼킬 듯이 휘둘러보았다�
�『당 신들은 실수만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두 당신들의 부주의 때문이에요� 만일 수

령이 있어서 당신들이 저지른 실책의 뒤치닥거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5분 동안일지라두 마음놓
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두 그래』하고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던 사나이가 말했다�

『실없는 참견인지는 모르지만』하고 「윔제」가 빈정거리면서 말했다� 『아마 이 부인은 수

령의 신뢰를 받을만한 입장에 있는 모양이지만 저의 장부에 적혀있는 내용두 이미 알고 계실 겁

니다� 차 라리 제2호 자신이 가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내가 금한다』� 입에까지 나오다 만 여자의 대답을 가로채며 수령은 결연히 말했다�

『전원의 의사라면 내가 간다� 집의 열쇠를 주게』�

호위의 한 사람이 「윔제」의 양복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수령에게 주었다�

『집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는가�』

『글쎄 모르겠군요』� 『아마 자가 목숨이 아까와서 일찌감치 달아난거겠지요』 하고 「윔

제」가 말했다�

여자는 분노에 치 떠는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불쑥 일어서더니 「윔제」에게로 다가갔다� �

『말을 삼가시오� 거짓말쟁이�』 그녀는 「윔제」의 입언저리를 철썩 때렸다� 『수령은 그런 짓

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동지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대관절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
요� 말하시오�달군 인두를 가지고 오시오� 말하게 해 줄테니』�

『마담� 저는 상상으로 밖엔 말할 수 없고� 서커스의 기합술처럼 불로 지진다고 해서 좋은 생

각이 떠오를 것두 아닙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의 상상을 이야기해 드릴테니까요� 제 생
각으로선 �유감스럽게도 수령은 금고 속의 전시품을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아마 안쪽 문을 닫

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윔제」는 일동을 빙 둘러보았다�

『그럼 우선 저의 금고의 구조부터 설명해드리는 편이 좋을 성싶습니다』� 하고 그는 여유있

『천만에』

게、덧붙였다� 『제가 고안한 거지만�물론 구조자체를 고안해낸 건 아니지요� 그건 과학자의

『틀림 없지』�

통 금고식 방인데� 각기 여는 방법이 다른 두 개의 문안에 또 작은 방이 있는 겁니다� 바깥에 가

『틀림 없겠지�』
수령은 문어귀에서 뒤돌아보았다�

『만일 두 시간 후에두 돌아오지 않거든 각자가 적당히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게� 포

로의 처분은 마음대로 해두 좋아� 내가 없는 동안에 제2호가 명령을 내린다』�
수령은 나갔다� 제2호는 명령하는 듯한 몸짓으로 의자에서 일어 섰다�

『여러분� 만찬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그럼 또 댄스를 시작해주세요』�

제5처형 장치를 앞에 놓고 있는 지하실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무척 지루했다� 민망한 「쥬크

스」는 한참 울부짖더니 지쳐서 잠자코 있었다� 감시하는 네 사람의 사나이는 이따금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수령이 나간지 벌써 한 시간 반이야』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윔제」는 얼굴을 들고 다시 방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기묘한 기계 따위가 놓여 있었는데 그

는 그것을 기억해 두려고 애를 썼다�

이옥고 천장문이 활짝 열리고 포로를 끌어올려�』하는 목소리가 들렀다� 「윔제」는 냉큼 일

어섰다� 얼굴이 창백한 것 같다�

전원이 또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제2호가 수령의 자리에 앉아서 격노에 불타는 듯한

표정으로 「윔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침착한 것이 대견했다�

『수령이 간지두 벌써 두 시간이나 되었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 번이나 배

반하구�수령을 어떻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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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니까� 아까 말한 암호문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암호루 바깥 문이 열립니다� 그 속은 보

까운 쪽의 문은 엷은 강철로 만든 건데 금고의 색깔과 같은 색으로 칠해졌고� 방안의 벽과 같은

평면으루 되어 있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죠� 보통 열쇠루 밖에서 열리지만 그 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 나올 때 열어 두었읍니다』�

『수령이 그따위 수작에 넘어 갈 줄 알아요� 틀림 없이 그 속의 문쯤은 비틀어 열었을 거에

요』하고 여자는 조소하듯 말했다�

『물론입니다� 마담� 허지만 그것은 문이 하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트릭」이었지

요� 그 문 뒤엔 미리 알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이 하나 벽에 박혀 있읍니다� 이 문두 열어
두었지요� 존경하는 제1호는 곧장 금고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읍니까�』
『알았읍니다��어서 계속해봐요� 간단히』�

「윔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다 신중한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제가 편찬한� 협회의 활동을 적은 흥미있는 리스트는 매우 큰�수령 이 사용하고 있

는 것보다도 큰�장부에 기입되어 있읍니다� 헌데 마담� 그 장부를 안전한 장소에 간직해 둘 필
요를 명심 하고 계시겠지요』�

『안전하게 보존되었어요』하고 여 자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어서 빨리 당신이 야기나 하

세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했읍니다� 그 큰 장부는 안쪽 금고 있는 강철로 만든 시

렁 위에 있읍니다� 그런데 짐 작하시겠지만 이렇게 심하게 묶여서야 어디 이야기할 수가 있겠
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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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으스러지도록 묶어놓고 싶은데 딴 소리 말아요� 자아� 채찍질을 해줘요� 이 사람은 시

간을 늦추려구 이러는 거 에 요』�

『때려기나 해보세요� 이야기 하지 않을테니까요� 마담� 너무 급히 서두르는 건 좋지 않香니

다』�

『어서 말해요』� 여자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외쳤다�

『어디까지 이야기했던요� 그렇지� 안쪽 금고였군요� 아물든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는 방입

니다�공기두 전혀 들 어오지 않을만큼 기분이 좋게 되어 있늑 겁니다』�

『좋습니 다� 그런데 그 강철 시렁은 아주 재치있게 되어 있읍니다� 장부를�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꽤 무거운 거니 까�내리우면 시렁은 즉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류가 통하게 되는

겁니타 정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수령은 금고 속에 들어가서 장부를 발견하자 이 내
그것을 내리움니다� 찾고 있는 장부인가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 를 뒤적입 니다� 그리고 지문 따

위를 옮겨놓은 그 밖의 증거물을 찾으려합니 다� 그러자 그때 소리 도없이，그러나 재빨리�어

떻습니까� 상상할 수 있읍니까 � �시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류가 통한 비밀의 문이 날쎄게 닫
혀집니다』�

『뭐라구요� 그런 무서운 �』여자는 숨이 막히 는 복면을 벗어 젖히려고나 하는 것처럼 손을

얼굴에 가져갔다�

『이런 악마� 악마 같으니라구� 그 문을여는 암호 는�� 빨리 말해요� 억지로라두 말하게 할테

니까』�

『어려운 암호는 아닙니다� 마담�모두 잊어버린 것같은 말이지만， 어렸을 때 <「알리바

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길 들으셨던 걸 � 그 문을 여는 암호는 < 열라� 참깨〉입니

다』�

『그럼 그 악마의 소굴에 얼마만큼이나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요』「윔제」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2� 3시간은 보존할 거라구 생각합니다만� 만

$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두들기거나 해서 산소를 없애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곧 가면
충분히 구해낼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겠어요� 아 사람을 단단히 혼내줘요� 허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죽이지 말아요� 죽

는 꼴을 보고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하고 「윔제」는 여자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

다는 듯이 태연히 말했다� 『저도 데리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당신 목소리� 무슨 뜻이에요�당신 목소리라는 건』

『말대로의 뜻입니다� 아주 목소리에 까다로운 문이지요� 한 번은 제가 감기가 들어 1주일쯤

목쉰 소리로 애원을 해봐도 꼼짝도 않았던 일이 있지요� 평소에 꼭 맞는 억양을 되풀이 해야 하
는 수가 있읍니다』�

여자는 뒤를 돌아보고 키가 작은 뚱뚱한 사나이에게 물었다� �

『정말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하고 사나이는 공손히 대답했다� 그 목소리로 짐작 하건대 무슨 기

술이 있는�아마도 기사인 성싶었다�

『전기 장치라고 하지만 당신은 알겠어

『압니다� 아마 어딘가 「마이크로폰」을 달아놓고 거기서 음성을 전기 진동으로 바꿔서 바

늘에 전달시킬 겁니다� 바늘이 바른 진동 도형을 따라가면 전기 회로가 완성돼서 문이 열리는
구조일 겁니다�

『도구로 열 순 없는 거에요�』

『있읍니다� 시간 여유만 있으면』

『그렇지요』하고 「윔제」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무래도 속은 것 같습니다』하고 기사인듯한 사나이는 교묘한 구조에 대한 일종의 경의

를 나타내면서 말했다�

『아니�잠깐만�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런 장치를 만든 기술자는�』
『「도이취」에 있는 걸요』하고 「윔제」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그래， 레코오드는 어떨까요� �이 사람한테 암호를 취입하게 하면』
그건 어렵습니다� 일요일 새벽 세시 반에 녹음기를 어디서 얻어 옵니까�』

무시무시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덧문이 닫힌 창문을 통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거리의 소

음이 간간이 들려왔다�

『할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을 보내야겠어요� 밧줄을 끌러줘요』� 여자는 애원하는 듯한 눈초

리로 「윔제」를 쳐다보았다�

『터무니없는 짓이야�』하고 한 사나이가 외쳤다� 『이 사내는 그 길로 곧장 경찰에 가서 밀

고할 거야� 수령은 기왕 봉변을 당하고 말았으니까� 우린 일찌감치 달아나는 게 상책이지� 자아�

『뭐라구�』

여러분 이걸루 끝장이야� 이놈은 지하실에 집어 넣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해줘� 난 명부를

『허지만 암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에요�』

기로 하고 15분 후에 이 집이 폭발하도록 해주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저뿐이니까요』�

『아니�거짓말은 아니지만 최신식 전기 장치의 문이라서� 제 목소리가 아니구선 열리질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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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겠어� 그리고 제30호� 자네는 폭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구 있었지� 우리는 곧 도망치
『안 돼요� 그럴 수가�당신들의 수령을 �그건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이 사람을 놓아줘요�

밧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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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추리소설 (短篇 推理小說)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하고 그 사나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의 손목을 붙잡았

다� 여자는 몸을 비비 꼬면서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 나려고 몸부림 쳤다�

『잘 생각해봐요』하고 꿀같은 목소리의 사나이가 말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 언제

어느 때 경찰이 뛰어들지도 몰라』�

『경찰�』 여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무던히 애쓰고 있었다� 『그렇군요� 한 사람 때문에 전원

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읍니다� 수령두 그건 원하지 않을 거에요� 이 사람을 지하실에 집어 넣고

전원은 한 시 바삐 도주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의 포로는�』

『아아� 그 바보는� 해롭히게 하진 않을 거구� 아무 것두 모르고 있으니 놓아 줘요』� 여자는

자못 경멸하는 듯 대답했다�

그 자리에서 「윔제」는 더욱 꽁꽁 묶여서 지하실에 쳐박혔다� 그는 좀 이해할 수 없었다� 제1

『자아� 가주세요� 그를 살려줘요』

『약속합니다� 허지만 마담� 이 집은 포위당하고 있읍니다� 금고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신호

가 울리면서 저의 하인이 경시청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가주세요� 제 걱정은 말구� 빨리요�』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지』�

그는 여자의 팔을 붙잡고 두 사람은 작은 뜰을 뛰어 나갔다� 숲 속에서 불쑥 회중전등이

비쳤다�

『자넨가� 「파커」� 부하들을� 빨리 물러서게 하게� 집이 폭발하니까』하고 「윔제」는 소

리쳤다�

뜰은 갑자기 부르짖는 소리와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둠 속을 더듬거리면서 비

틀거리고 있던 「윔제」는 별안간 담장에 부딪쳤다� 그는 담장 위에 손을 걸고 기어 올라가서

호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도 그를 석방하고자 않은 기분은 알았다�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

여자도 끌어 올렸다� 두사람은 담장에서 뛰어내렸다� 너나 없이 뛰어내리고 있었다� 여자는 발

대체 무엇 때문일까�

리고 말았다� 그때였다� 섬광(閃光)과 굉음(瑯音)과 더불어 새벽의 시커먼 하늘이 새빨갛게 물

굴에 뛰어들어 온 사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리한 증인인 그를 남겨두는 것은 도
그를 지하실에 끌고간 사나이들은 그의 다리를 묶어놓은 채 불을 끄고 나가려고 했다�

『이봐요� 이런데 혼자 있다는 건 적적해서 견딜 수 없어� 불을 좀 켜주게나』 하고 「윔제」는

말했다�

『걱정할 건 없어� 조금만 참으면 돼� 시한폭탄이 터질거니까』�

다른 사나이들도 유쾌하게 웃으며 우줄우줄 나가버렸다� 그러자는 속셈이었구나� 수령을 사

로잡을 가망은 거의 없게 되었다� 「윔제」는 그것이 분했다� 그 대악당을 재판장에 끌어내고 싶

었다� 하 여튼 경시청이 6년 동안 쫓고 있는 거물인 것이다�

「윔제」는 귀를 기울였다� 머리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듯 했기 때문이다� 이미 일당은

을 다쳤는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윔제」도 돌에 걸려 납짝하니 땅바닥에 엎드
들었다�

「윔제」는 무너진 담 아래서 간신히 등을 일으켰다� 그의 곁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자도 무사했다는 것을 알았다� 초롱 불빛이 별안간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 계셨군요� 다친 덴 없으세요� 이건 대단한 얼굴인데요』하고 명랑한 목소리였다�

『괜찮아』하고 「윔제」가 말했다� 『좀 할퀴어졌을 뿐이야� 여자는 무사한가� 응�팔을 부

러뜨린� 모양이군�다른 상처는 없는 것 같네� 놈들은 어떻게 됐나�』
『대여섯이 달아뺀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붙잡았읍니다』

「윔제」는 을씨년스러운 새벽녘의 어둠속에 검은 그림자가 자기를 둘러 싸고 있음을 깨달

도망치고 말았을 건데……�

았다�

고 있음을 육감으로 느꼈다�

데요�저희들은 2년동안 틀림없이 사망하신 거라구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저두 팔에 두를 상

운 쇠붙이가 닿는 것을 느끼자 밧줄이 늦춰지면서 아윽고 완전히 풀렸다� 수갑의 자물쇠도 열렸

람이 있읍니까�』

분명히 뻐걱 하는 소리가 났다� 천정의 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지하실에 숨을 죽인채 들어오

『쉬잇�』하고 귀 밑에서 수근거리는 목소리� 부드러운 손이 얼굴을 더듬고 몸을 만지며 차가

다� 다리를 묶었던 가죽끈도 풀렸다�

『자아� 빨리� 시한폭탄이 장치되어 있어요� 저 혼자서 몰래� 돌아왔어요� �보석을 잊었다구

하구일부러 잊은 척하구 남겨뒀댔어요� 그 분을 구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당신 밖엔 해줄 사람

이 없어요� 자� 어서�』

지금까지 묶여서 저렸던 팔에 불시에 피가 돌면서 찌르는듯이 아픈 것을 참아 가면서 「윔

제」는 여자를 따라 지하실을 기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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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놀랐읍니다� 아무 소식두 없이 불쑥 저 세상에서 돌아오셨으니 경(卿) 두 사람이 나쁜

장(喪章) 같은 걸 사기도 했읍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밴터」말구두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사

『어머니 하구 누이 동생 뿐이야� 비밀 신탁(信託)의 형식으로 알려줬지�유언 집행인인가 뭔

가에 문서를 보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두면 비밀이 보전되네�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변호사를 상대루 한참 승강을 벌여야겠군� 여어� 「새그」군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새그」 경부는 흥분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기삐서 어쩔 줄 몰

랐다�『무사하신 모습을 뵈옵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은 다시 없읍니다� 참 훌륭한 솜씨를 보여주
셨읍니다� 서(署)의 사람들 전원이 악수해 주시길 바라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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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그럼 어디 얼굴이라두 씻구 수염이라두 밀어야겠군�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돼서 기쁘네� 「램베스」 에서의 2년 동안은 참 괴로운 생활이었어� 그렇지만 좀 재미있는 연극

이었지』�

『그 분은 무사할까요�』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윔제」는 깜짝 놀랐다�

『큰일났다� 금고 속에 갇힌 사람을 잊고 있었어� 여봐� 자동차를 곧 대주게� 금고에 가둬 놓

은 우두머리가 질식 상태에 있네� 자아�올라 타게� 그리구 그 여자두� 수령을 구해주겠다구 약

독자에게 알립니다.

속했으까�하기야 (「파커」의 귀에 속삭이며) 살인혐의두 있으니까 재판에 걸리면 극형(極刑)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호프 월먼튼」사건을 비롯해서 그 밖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을 조종했던 사나이야』�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처하게 되겠지만� 빨리 달려주게� 놈이야말로 이 범죄단의 우두머리거든� 「모슬리」사건이나

차가 「램베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차가운 아침이 거리를 잿빛으로 물들이

고 있었다� 「윔제」는 여자의 팔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복면이 벗겨지고 여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읍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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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 어린 수척한 얼굴이었다�
『러시아 사람일까요�』하고 「파커」는 「윔제」의 귓전에 속삭였다�

『그럴 걸세� 제기랄� 현관을 잠가놓았군� 열쇠는 그놈이 가지고 금고속에 들어가버린 모양이

군�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지 않겠는가�』

「파커」는 대뜸 창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곧 현관 문을 안에서 열었다� 집안은 잠잠했

다� 「윔제」는 앞서서 금고가 있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깥문과 두번째 문이 열려 있는 채로

발행처

『함부로 두들겨서 기계를 망가뜨리지나 않았는지 몰라』하고 「윔제」는 중얼거렸다� 그의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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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제일 안 쪽 문은 얼른 보기엔 어디가 문인지 녹색 벽과 분간할 수가 없었다�

팔에 매달린 여자의 안절부절하는 손이 힘껏 감겼다� 그는 기운을 내서 쾌활한 듯한 말투로 문
을 향해 말을 걸었다�

『자아，부탁하네� 열라� 참깨� 열라� 참깨』

녹색의 벽이 갑자가 벽 안으로 밀려갔다� 여자는 달려가서 금고 속에서 굴러 나온� 의식을 잃

은 사나이를 얼싸안았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 투성이의 두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
고 있었다�

『됐네� 걱정할 건 없네� 재판은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윔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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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空軍)의 결의(決意)
하나 : 나는 목숨바쳐 영공(領空)을 수호(守護)한다.

주영복(周永福) 참모총장(参謀総長)은 식목일(植木日)을 맞아 전참모(全参謀)와 함께

둘 : 나는 일격(一擊)에 북괴군(北傀軍)을 몰살(沒殺)한다.

기념식수(記念植樹)를 했다� 〈 4� 5 〉

셋 : 나는 기필(期必)코 책임(責任)을 완수(完遂)한다.
		

넷 :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다섯 : 나는 유신과업(維新課業) 수행(遂行)에 선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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