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육군보병학교 유학기 
‘미국 유학기’  

미국 유학기<1>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남일보 1952. 2.23.일자 특약기사 제2부(1)]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지금 미국 보병학교 한국 장교단 숙사의 일우(一隅)에서 제2부를 쓰고 

있습니다. 
1951년 9월24일 상항(桑港)을 출발한 우리 유학장교단 일행은 미 륙의 중앙부를 횡단하는 약 3천키
로의 여행을 끝마치고 9월28일 오전7시 무사히 이곳 보병학교에 도착하 습니다. 상항에서 여러분과 6
천키로의 거리를 가졌던 우리들은 이제는 미 륙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약 9천키로나 떨어져 있게 되
었습니다. 
학교 도착과 더불어 제반 준비에 망살(忙殺)되어 펜을 들지 못하 으나 오늘에야 또다시 여러분께 우리

들의 그간 소식을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항에서 우리들은 미 국무성으로부터 어에 능통하고 일선 전투경험을 가진 장교 5명을 워싱턴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트루먼 미국 통령과 회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신중히 선발하여 보병 2명, 포병 2명의 장교와 만일을 염려하여 우수한 통역장교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장교를 보내기로 하 습니다. 이들은 곧 상항비행장에서 공로(空路)로 워싱턴으로 향발하 습니다. 

워싱턴으로 향발한 표들을 제외한 우리들은 9월24일 오후 6시 저 유명한 ‘상항의 안개’가 원해(遠海)

에 끼기 시작하 을 때 오클랜드를 출발하 습니다. 우리들을 실은 특별열차 풀맨은 붉게 물들은 태평양
의 석양을 등지고 활엽수에 쌓인 조그마한 오클랜드역 프랫트홈을 떠났습니다. 
상항 시가(市街)를 구경 못한 것은 유감스러웠으나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닌 우리들은 앞으로 앞으

로 그저 계획된 로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행동을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상항의 매력이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우리들과는 무관한 듯이 열차는 순식간에 60키로의 쾌
속으로 오클랜드의 시가지를 관통하여 오클랜드만(灣) 해변을 남으로 달렸습니다. 

어느 집에도 각종 자동차가 한 씩 놓여있고 가지각색으로 곱게 단장한 아담스러운 주택들이 그 속도로 
30분 이상인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주택이 근무처에서 20키로
가 떨어져 있건 40키로가 떨어져 있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의 도시라면 우리나라의 구(大邱)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늦어져 우리가 미국의 열차식당에서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된 것은 밤이 깜깜해진 후
습니다. 존품호에서 양식(洋式) 교육을 단단히 받았던 우리들은 제법 익숙해진 방법으로 웨이트들을 시

켜 기름기 많은 요리를 마음껏 집어넣어 공복(空腹)을 채웠습니다.  

식당에서 객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들은 양측에 설치된 그 단식(段式) 침 를 보고 순간 놀랐습니다. 침

차는 정말 오래간만이었으니까요. 각 차량마다 1명의 흑인 포터가 있는데 그들은 이 열차여행을 통하

※25세의 청년장교 金鍾泌 위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 미국 조

지아주 포트베닝에 위치한 미 육군보병학교에 유학했다. 金 위는 신 륙 미국을 견문(見聞)한 기록

을 국내 한 일간신문에 연재하 는데, 친히 쓴 이 글을 통해 그의 조국근 화 철학이 벌써 젊은 날에 
배태(胚胎)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모두 30여 회에 걸친 연재 특약기사 중 일부만 추려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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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낮이면 소파로, 밤이면 침 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복(滿腹)된 몸에는 갑자기 숨어있던 바다의 피

로까지 터져 나와서 우리들 전원이 깊은 잠이 들기까지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우리들은 해발 천키로나 되는 럭키산맥을 넘어서 캘리포니아 주를 뒤로 하고 아리조나 주로 들어
갔습니다. 우리들은 온종일 달려도 끝이 없는 사막 아닌 사막지 를 지났습니다. 맑고 푸른 공(大空) 

아래는 깔아놓은  듯한 황무지 습니다. 식물이라고는 사막이나 무수지역(無水地域)에서나 볼 수 있는 

수엽(樹葉)이 없는 벌거숭이 나무뿐이었으며, 그것조차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것같이 보기 싫
게 서있을 뿐입니다. 마치 원시시 의 상상회화(想像繪畵)를 보는 것만 같더군요.  

이 지 를 통과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화 서부활극(西部活劇)을 상기하 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서부활극이란 미 륙의 서부를 개발하던 시 의 양상을 테마로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主)

가 되어있는 것은 미 륙 연결의 기간(基幹)이 되는 철도를 부설함에 있어서 얼마나 참담한 고난을 거

듭하 던가, 어떻게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 던가 하는 것을 그려낸 것입니다. 
즉 금일의 강 국 미국도 서부 내지 남부의 미개지 개발에는 용맹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오랜 혈투(血
鬪)를 거듭하 던 것인데, 이러한 고경(苦境)을 타파하고 무려 9,111키로의 철도를 건설하여 미국의 동

서를 연결하는 동맥이 됨으로써 개발을 급속히 촉진시킨 철도가 바로 우리들이 달렸던 산타페 철도회사
의 철도 습니다. 과연 산타페 회사의 철도는 미국의 서부와 남부 개발의 선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금
일에는 전장(全長) 13,096키로나 되는 미국 제1의 철도회사가 되어 미 국민들에 지 한 공헌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기<2>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 남일보 1952. 2.24.일자 특약기사 제2부(2)] 

그러나 그 반면에 광 뒤에는 눈물이 있는지라, 이 서부 내지 남부 일 에서 거주하던 아메리칸 인디언
은 어느 듯 그 옛날의 용맹은 어디로. 오늘날에는 미 륙의 남부 혹은 럭키산맥 주변의 국지(局地)로 쇠

퇴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아 절족(絶族)을 면할 정도로 겨우 그 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나마
도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상(無常)을 아는 사람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사바(裟婆) 인간세상이라고도 합니다만, 파국재산하(破
國在山河) - 그들의 분묘를 지키려고 사록(砂鹿)을 옮겨가며 역전 분투하 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이 

사막지 만은 그 로 석일이형(昔日而形)을 남겨서 이 나라를 여행하는 나 - 한민족의 조국을 방위하
려는 전사의 한 사람인 나로 하여금 무연지감(撫然之感)을 금치 못하게 하여주고 있으나, 쇠퇴일로에 있

는 그들을 생각할 때 나는 민족이 강해야 되겠고, 민족은 문명해야 되겠고, 민족은 우선적으로 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절히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유태민족의 국가 없는 비애(悲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우리 한민족이 직접 36년간

이라는 긴 풍상을 두고 왜정(倭政)의 질곡(桎梏) 하에서 신음하 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닙니까! 국가 없는 민족, 쇠퇴하는 민족, 야만의 민족 – 이것은 모두가 세기의 비애입니다. 
동포 여러분, 삼천만이 다 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강토(疆土)는 지켜야 합니다. 

한민국을 번 시켜야 하고 배달민족은 평화스럽고 행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겨레가 지금 피와 땀으로 
공산침략과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번 도 평화도 자유도 행복도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 값싼 덕(德)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모두

가 어떠한 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세 의 우리들이 전취(戰取)하여야 할 고가(高價)의 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치 있는 피와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들의 자손만 의 화를 굳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차지하 던 옛 강토를 더 번 시켜서 우리들의 후 에 넘겨주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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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를 지나면서 나의 뇌리를 두드리고 왕래하던 이 모든 사막의 감개(感慨)는 나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열차 풀맨은 선  미국사람들의 혈한(血汗)의 결정(結晶)으로서 

개발된 일사천리(一瀉千里)의 광막한 지 를 문명을 구가하는 듯이 기적도 요란하게 마음껏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의 반을 지나서 뉴멕시코 주에 가까워 왔을 때부터는 초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복이 적
은 이 광야에는 방사(放飼)하는 유우(乳牛)와 목마(牧馬), 그리고 양떼들의 세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역
시 우량(雨量)이 적은 이 지 에는 화란의 풍차 비슷한 풍차로 깊숙한 우물을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높이 솟아있는 풍차들은 힘 있게 바람을 잡아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한지 우리들이 통과하는 각 역마다 물을 운반하는 특수열차가 구내에 가득가득 차 있었
습니다. 한국전쟁에 출동한 미군부 에는 수많은 운수차량이 있는데 이것과 조해 보면서 “이것도 미
국식이군···.”하고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맞 고 고소(苦笑)하 지요.  

어디를 보아도 인가(人家)라고는 목장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고 가도 또 가도 초원, 또 초원이 있습니다. 

급행열차로 하루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협소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 로 내던져 있
는 것 같은 이 광 한 지역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1억5천만이 넘는 미국의 식구가 하루 세 끼를 빼놓지 않고 먹고 마시고 해서 절 (絶大)한 에

너지를 자아내게 하는 우육, 우유, 양육(羊肉) 등은 거의 전부가 이러한 일견 무가치한 초원지 에서 산
출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불가결한 지 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도 체 미국은 얼마나 광 한 역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
록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도를 내놓고 보신다면 미 륙의 동남방에 마치 한국 모양으로 
서양과 멕시코만으로 뻗어 나온 반도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도는 경치 좋기로 유명한 플로리다 
주인데 한국은 이 플로리다 주보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주(더 넓은 주도 있지만)가 48
개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번 소식에 우리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동안에 매일 30분 내지 한 시간씩이 빨라졌다는 것을 알
려 드렸는데, 이 미국에는 서부· 산악부· 중앙부· 동부로 구분된 4개 지역의 표준시간이 있습니다. 서에
서 동으로 각 구역마다 한 시간이 더 빨라져서 서부의 상항과 동부의 뉴욕과는 4시간의 시차(時差)가 있

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차내(車內)에서 온갖 노력들을 하며 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우리나라 격언을 여기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고국에서보
다도 배움과 탐구에 한 욕구가 많아진 것만은 확실한 변화입니다. 

미국 유학기<3>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 남일보 1952. 2.25.일자 특약기사 제2부(3)] 

상항으로부터 오는 철로와 병행해서 따라오고 있는 탄탄한 아스팔트의 도(大道)로는 일가를 동반한
(그 부분은 부부 지만) 원거리 자동차 여행자들이 60키로의 쾌속으로 달리는 우리 열차보다도 빨리 
질주해가고 질주해오고 했습니다. 그 차에는 열차와 똑같은 속도로서 수십 키로를 병행해서 따라오는 사
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차 옆을 지나갈 때 무슨 약속이나 한 것같이 차창(車窓)에 걸어놓은 우리
들의 태극기를 보고는 손을 흔들며 소리를 치며 갑니다. 원래가 유쾌한 사람들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여행은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가 자기들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처
에는 이 자동차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모텔이라는 호텔이 있으며, 모텔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트
렐리 하우스를 견인해 몰고 다니면서 아무런 곳에서나 주차(駐車)하고는 그 트렐리 하우스에서 밤을 새

우고 다시 여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자들을 위하여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이한 것은 인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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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가 없는 곳이라도 몇 키로씩 간격을 두고 도로 옆에다 설치한 개소린 보급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에서는 개소린 5갤런을 28센트의 염가(廉價)로 살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여행은 자유스럽고 편리한 위에 

경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미국 사람들의 완전한 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1951년 9월25일 이른 오후 텍사스 주의 아마리리오 시에서 오랫동안 정차(停車)하 던 우리들의 열차

는 또다시 동진(東進)하기 시작하 는데, 식사 차 식당실에 들어갔던 우리는 식당차 내의 고-든 장치가 

돌변하여졌음을 보고 의구(疑懼)를 가졌습니다. 아침까지도 있던 산타페 회사의 마크가 럭아일랜드라는 

마크로 변해 있었고, 더 말쑥하게 차린 웨이트들의 서비스를 받고 놀랐습니다. 객차에 돌아왔을 때 우리
들은 차장의 설명을 듣고야 비로소 의구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써!”(Sir!, 극존칭)를 붙여가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장교님 여
러분은 이 열차, 즉 풀맨이 이 열차의 명칭인 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풀맨이 열
차명(列車名)이 아니라 풀맨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풀맨 회사는 주로 이러한 객차를 각 철도회사에 

여(貸與)해 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다수의 외국 손님이 미국을 여행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 경로에 따르는 철도회사와 
협의하여 풀맨 회사에서는 객차만을 내고 철도회사에서는 기관차와 철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차는 반드시 철도회사에서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구요? 식당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

한 것이니까요···. ”  
누렇게 뻗쳐 나온 앞니를 가진 이 노(老)차장은 다시 말을 이어서 “여러분이 처음 이 차를 타신 오클랜드

(상항의 안(對岸))에서 아까 출발한 아마리리오 시까지는 산타페 회사의 철도이니까 식당차와 기관차
는 산타페 회사가 연계하 습니다. 그러나 아마리리오 시에서 테네시 주의 멤피스 시까지는 럭아일랜드 
회사의 철도이기 때문에 아마리리오 시에서 식당차와 기관차가 럭아일랜드 회사 것으로 바꿔진 것입니
다. 
요다음 멤피스 시에서 여러분의 종점(終點)인 조지아 주 컬럼비아 시까지는 센추럴 조지아 회사철도이

니까 여러분은 한 번 더 식당차와 기관차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차장은 양손을 벌리고 어깨를 한 번 추켜올리더니 “이것이 다 입니다.”하고는 차장실로 가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또 한 번 “이것도 미국식이야.” 하고 홍소(哄笑)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여행 중에 

한 열차에 타고 세 번 다른 식당차에서 식사를 하 는데 각각 특색 있는 접 에는 만족했었습니다. 
이날 즉 9월25일 밤 11시 경에 오크라호마 주 주도(州都) 소재지인 오크라호마 시에 가까운 에리스 시
에서 우리들은 부산항을 떠나 7천키로 여정을 같은 배 같은 열차로 왔던 포병장교단과 헤어지게 되었습
니다. 포병장교단은 이 에리스 시에서 다시 북상하여 오크라호마 주내의 포트실이라는 곳에 있는 포병학
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병장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들과 악수를 하
고 서로서로의 건강을 빌며 작별했습니다. 

미국 유학기<4>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 남일보 1952. 2.26.일자 특약기사 제2부(4)] 

열차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잠이 오지 않는다니까 어머니께서 “하나에서부터 백
까지 세어 보아라. 그러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던 생각이 나서 열차의 각음(刻音)을 수백 번이나 세어 
보았으나 잠은 오지 않고 들 너머 산 너머 바다 저 너머 반지구(半地球)의 그 너머에 계신 어머니 생각만 

나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을 이루었지요.  
우리들의 이 육로여행은 태평양에서와 같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각각(刻刻)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창
밖의 이국(異國) 풍경은 거저 앞으로만 달리고 있는 단조로운 여행의 염증을 덜어주는데 충분하 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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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지상(地上)의 모든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을 때, 우리들은 테네시 주의 멤피스 시에 도착하 습니

다. 그 때 최신식 자동차 한 가 우리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중에 문이 열리고 젊고 아
름다운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차창 가까이 와서 “한국 장교들이지요? 신문에서 알고 달려 왔어요.” 하며 퍽이나 반가와 하 습니
다. 그는 다시 “나의 남편은 위인데 한국전(韓國戰)에 간지 반년이 넘어요. 편지는 잘 옵니다.”하고는 

우리들의 계급을 묻더군요. 위라니까 우리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퍽 젊고 소년 같다고 하더니, 창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가리키고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합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남편 사진 위에다 걸어놓겠다고 요구하는 그 여인에게 기쁜 마음으
로 조그마한 태극기 하나를 기증하 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남편에게 편지하겠노라고 하고 우리들
의 열차가 출발한 후까지도 프랫트홈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항에서 보병학교
까지 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유쾌한 추억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멤피스 시를 출발한 후부터는 열차의 동요(動搖)가 심해졌습니다. 단선(單線)으로 놓여진 센추럴 조지

아 선(線)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철도가 몇 배나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멤피스 시에서 얻어 본 이날 조간에는 탈선한 열차가 40여명의 인명을 사상(死傷)케 했다는 기사와 사진
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우리들은 매우 불안한 몇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열차는 60키로의 속도를 조금
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점차 철도 연변에 울창한 삼림이 보이기 시작하 고 그 사이에는 농식(大農式)

의 농장과 전답들이 보 습니다. 
키가 짤막한 벼[稻]도 자라고 있고 특히 옥수수가 많더군요. 옥수수는 감자, 육류와 더불어 미국사람들

의 주식물의 하나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밭 한구석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일을 합니다. 한 곳에서는 목초
를 깎아 네모나게 묶고 차에 싣고 있었는데 단 두 사람이 기계로 간단하게 해치우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
니다. 
어느 도로든 아스팔트로 포장된 폭(大幅)의 도로 는데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사이 없이 왕래하고 있

었습니다. 수만리 이경(異境)에 멸공 군(滅共大軍)을 파견하여 매일같이 격렬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으
면서도 어디까지나 륙적이고 여유 있고 평화경(平和境) 그 로인 미국 – 나는 이 나라의 위 한 힘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 한 국토와 무진장(無盡藏)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나라, 방 한 재력

으로 홍수 같이 앞으로 고가고 있는 나라, 이 미국이 만일 그들의 전력을 다하여 건곤일척(乾坤一擲)
의 결전을 치른다면 어떠한 결과를 지구상에 초래할 것인가?  
나는 미국이 지나간 전(大戰)에 강력하고 집요했던 일본과 독일에 하여 양면작전에 있어서 결정적

인 승리를 획득하 다는 것이 너무나 지나친 당위(當爲) 던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점점 고숭(高昇)해가는 차내 기온에 나중에는 런닝셔츠 하나로 되어 버렸습니다. 차장 말에 의

하면 륙의 남안(南岸)을 흐르고 있는 멕시코 난류의 향을 받아 이 지방은 연중 무설(無雪)이라고 하

며 겨울에도 가장 추운 날이면 비가 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포트베닝(Fort Benning) 보병학교에 가서 서기(暑氣)에 곤란 받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
니다. 특히 땀투성이가 되는 나로서는 서기(暑氣)는 공산군보다도 귀찮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학교에 

와보니 그다지 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라바마 주를 거의 통과할 무렵에 우리들은 처음으로 아메리칸 인디언 여자들이 연도(沿道) 수하(樹下)
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흑인들과의 차이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 으나, 아메리
칸 인디언들은 복장을 독특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즉 농(濃)색채의 면직 의복인데 마치 일본인들의 욕의

(浴衣) 같은 것이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변발(辮髮)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부지구의 사막지 를 통과하던 때의 사막의 

감개(感慨)가 다시 상기되어 열차 뒤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힘없는 모습을 창밖에 목을 길게 내 고서 보

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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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근으로부터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동남방으로 해안선까지 가면, 옛날의 개항
(開港) 뉴올리언스 항을 거쳐서 수입된 아프리카 흑인들의 후예가 부분일 것입니다. 

미국 유학기<5>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 남일보 1952. 2.27.일자 특약기사 제2부(5)] 

이 흑인들은 그들 로의 촌락을 형성하고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주의 동쪽이 조지아 주인데 저 
유명한 노예해방을 위한 미국의 남북전쟁의 발원지가 바로 그 곳인 것이며,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이 조
지아 주인 것입니다. 

체로 이 흑인들의 생활은 빈한(貧寒)한 것처럼 보 습니다. 그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개가 구
식(舊式) 차 습니다. 남북전쟁에 북부가 승리한 결과로 링컨 통령의 자유와 인도주의가 실현을 보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남부지방에서는 역시 흑인들은 많은 제약을 불면(不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부에서는 변소나 합실을 백인과 흑인별로 사용하고 있으며, 버스를 타더라도 흑인은 공석
(空席)이 있건 없건 차의 후부(後部)에 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습관이 되어 흑인들 자신

이 후부(後部) 좌석을 취하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누렇게 뻗어 나온 이를 가진 노(老)차장은 농담이 아

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버스를 이용하실 적에는 반드시 전부(前部) 좌석에 앉으셔야 합니

다.” 하며 웃더군요. 
상항에 상륙하던 전야(前夜)와 같이 하차 준비에 다망(多忙)한 날이 왔습니다. 9월27일 밤, 우리들의 여

행은 그날 밤으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구를 떠난 지 꼭 18일만입니다. 우리들은 또 한 번 복장을 단
정히 하고 행리(行李)를 정리하 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는 이발소 신세만 지고 해보지 않았던 면도를 몹시도 흔들리는 열차 내에서 하다가 코 밑
을 베고는 쩔쩔 매는 장교가 속출했었지요. 우리들은 각인(各人)이 2불 씩을 모아서 매일같이 침 를 만

들어 주었고 각종 시중을 해준 열차 흑인포터들에게 후한 팁을 주었습니다. 
근소한 우리들의 여행 중에서 2불이나 낸다는 것은 막 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감히 
후한 팁을 준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한민국 장교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9월28일 오전 6시 우리들은 네온사인이 새벽하늘에 명멸(明滅)하는 조지아 주 크립리스 시에 안착(安着)
하 습니다. 포트베닝 보병학교는 이곳에서 남방으로 9키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프렛트홈에 도착하자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는 소리와 함께 차 칸에 뛰어 올라오는 일
군(一群)에 놀랐는데, 이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9월 1일에 비행기 편으로 구 동촌비행장을 출발하 던 
통역장교들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틀림없는 연락과 빈틈없는 준비로 우리들을 맞아주는 미국 사람들의 제반(諸般) 처사에 

또 한 번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프렛트홈까지 나와서 환 해 준 보병학교 관계 장교들과 우리들의 통역장교들의 안내로 즉시 
6 의 형버스에 분승하여 보병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우리들은 용장(勇壯)한 군중(軍衆)에 설레는 가슴을 억누르며 태극기와 ‘제6중  본부’라는 표

판(表板)이 붙어있는 건물 앞에서 하차(下車)함으로써 9천 키로에 달하는 전 여정을 완전히 끝마쳤던 것

입니다. 
‘제6중 ’ 이것이 우리들 한국장교단이 편입될 학생중 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해 
놓은 음식을 먹고 난 우리들은 강당에 참집(參集)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여단장의 환 의 인사를 들었습

니다. 
“본관은 학교장 처치 소장을 리하여, 그리고 모든 교관들을 표하여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보병학교에 맞이하게 된 데 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충심으로 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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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학교는 자유세계의 학교이며 귀관들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은 최 한의 성
과를 얻어 장차 귀국하신 후에는 귀관들의 조국에 최 한의 충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무거운 음성으로 단정히 서서 말하는 학생여단장의 일언일구(一言一句)는 우리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습

니다. 우리들이 다시 중 본부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고 잠시 동안은 그 자리에
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6중  본부’라는 표판 위에 사방 2미터 가량의 태극기가 걸려 있는
데, 아침에 도착하 을 때에는 발견 못했던 문구가 그 주위에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단장이 말한 그 로 “이 문을 통하여 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출입한다.” 라는 문구가 
문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의 가장 우수한 장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한민
국에서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면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수한 장교가 되어야 하
겠습니다. 
우리들은 전원이 이 태극기 앞에 모여서 기어코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이 문을 마음 로 출입할 수 있
도록 전력을 다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만방(萬邦)의 선구자가 되자고 맹서들을 하 습니다. 

미국 유학기<6>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 남일보 1952. 2.28.일자 특약기사 제2부(완)] 

이날 오후 상항에서 트루먼 미 통령과 회견하기 위하여 우리들과는 따로 공로(空路)로 워싱턴을 방문

하 던 보병장교 표 2명이 보병학교에 도착하 습니다. 그들은 9월26일 백악관에서 트루먼 통령과 
회견하 습니다. 이 회견에는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 수뇌부와 한국 사관에서 양(梁) 사와 사

관 무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우리 표들은 트루먼 통령의 정중한 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트루먼 통령은 이날 석상에서 우리 표들에게 굳은 악수를 해주면서 “수고들 했소. 한국에 해서는 
나의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소.” 라는 깊은 의미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우리 

표들은 미 국방성을 방문하여 국방장관과 회견하 습니다. 장관은 트루먼 통령과 같은 의미의 말을 
하 는데, 특히 한국군의 장족(長足)의 발전을 매우 칭찬하 습니다.  

그 후 우리 표들은 각처의 파티라든가 신문기자 회견 등등의 다망한 2일간을 워싱턴에서 보내고, 28일 
오전 공로(空路)로 워싱턴을 출발하여 보병학교로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극적 회견은 텔레비전과 미국의

소리 방송국을 통하여 미국 내뿐만 아니라 고국에도 알려드렸으므로 동포 여러분은 직접 들으신 분이 많
이 계실 줄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준비를 이제야 끝마쳤습니다. 향후 5개월을 두고 힘껏 마음껏 배우고 연마
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응당히 와야 했던 곳에 온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은 동포 여러분께 
세기의 무 인 국제보병학교에서 한 남아(男兒)의 기개를 만방에 선양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우리들은 명후일(明後日)경 10월4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명일(明日)은 여러분이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옛날의 주한미군 24군단장이었던 존 하지 중장이 우리들을 방문하겠다고 통지해온 것입니다.  
하지 중장은 지금 미군 3군사령관으로서 조지아 주청(州廳) 소재지이며 군사령부가 있는 아틀란타 시에 

있습니다. 3년 만에 보게 되는 것이며, 특히 한국과는 그 누구보다도 인연이 깊은 하지 중장의 내방에 
하여 우리들은 많은 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각 장교들은 환경정리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방과 같이 군단장으로서 한국에 왔던 하지 중장은 6년 후인 지금에는 미군 중진의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기<7> 
-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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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일보 1952. 3.7.일자 특약기사 제3부(1)] 

1951년 12월 22일 우리들 일행은 버스로 컬럼버스 시 정차장으로 향하 습니다. 포트베닝의 기후는 고
국의 초가을 같이 따뜻합니다만 워싱턴이나 뉴욕은 상당한 한기(寒氣)라 하여 우리들은 마치 극지(極
地) 탐험가 모양으로 단단히 방한(防寒)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 그다지 추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왕복 3천키로가 넘는 이 여행은 우리들의 고문관인 리 소령과 목사 한 분의 절 (絶大)한 진력(盡力)으

로 안락하고 자유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제한과 우리들 자신의 여비 절약으로 그냥 한 바퀴 돌아온 폭밖에 되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미국의 심장부를 구경하 던 것으로 아마도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10일간이 되었습니다. 그
러므로 이제 제가 드리는 기행(紀行)은 그 로 통과하면서 아웃라인만 본 것이고 그것조차 몇 가지로 국
한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시간 여유도 없고 해서 동포 여러분께서 좀 흥미를 가지실 만한 것 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22일 오전 7시30분 버스에서 갈아탄 열차는 11시30분에는 백여 키로를 달려 아틀란타 시에 도착하 습
니다. 여기서 우리 객차는 워싱턴행 급행열차에 연결되어 오후 3시에 그 곳을 떠나서 일로(一路) 워싱턴

을 향하여 동북진하 는데, 밤새 쉬지 않고 달려서 다음날 23일 오전 8시30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도착하 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뉴욕을 먼저 구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워싱턴은 뒤로 미루고 뉴욕행 급
행열차로 갈아탔습니다.  
우리들이 뉴욕에서 제일 먼저 안내받은 곳은 70층의 건물로서 록펠러 센터 습니다. 총면적 513,675 
평방미터나 되는 지반 위에 몇 개 건물로 나눠져 각종 회사 사무실, 국제회의장, 극장, 식당, 텔레비전실, 
상점가 등이 있는데 건물이라기보다는 독립 자족(自足)하고 있는 한 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거부(巨富) 록펠러가 세웠으며 70층의 옥상에서는 일기가 좋은 날이면 멀리 50키

로까지 전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내부를 구경하고 승강기를 타고 옥상으로 향하 는데, 이 승강기는 1초간에 2개 층을 상승하
는 쾌속으로 순식간에 70층의 옥상에 이르렀습니다. 옥상에 올라서니 어느 듯 깜깜해져서 보이는 한(限)

은 네온의 파도 습니다. 먼 곳의 저 불빛들이 별인지 등화(燈火)인지 분별을 못하 고 어지러울 만큼 ‘무
지개’가 돌고 돌아갑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나 될 저 많은 등불 밑에서 도 체 무엇들을 하고 있을
까? 사고력(思考力)을 완전히 정지당한 나의 머리  속에는 막연히 이런 생각까지 떠오르더군요. 

미국 유학기<8> 
 졸업을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8.일자 특약기사 제3부(2)] 

그 중에서도 위관(偉觀)은 손을 뻗치면 닿을 것같이 서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102층으

로서 세계 최고건물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그 최고봉에 청홍색 네온으로 천궁(天宮)에서 발견하는 
인광(燐光) 파도같이 중앙에 발산하여 뉴욕의 밤거리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은 이 건물 안에 있는 세계 제1의 극장을 둘러보았습니다. 6천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은 규모나 장치나 시설이나 운 이나 그 전부가 명실 공히 세계 제1위를 차지하
고도 남음이 있으며, 최하 2불로부터 최고 18불까지 무려 10여 배의 차이가 있는 입장료도 세계 제1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부터 예약해 두어야 입장권을 구득(購得)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득하지 못하는 때에는 암가격(闇價格) 25불로서 구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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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불미(不美)한 특별시장’은 못됩니다. 부강한 나라 미국에도 이러한 암매매

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기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사람 사는 곳에는 무엇이든 공통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1개월 이상 2개월간으로 연속 상연하여도 매일 성황을 이룬다고 하는 이 극장은 무 를 몇 부
분으로 자유자재로 이동시키고 승강시키는 일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마침 스테
이지 쇼이었는데 150명 이상의 반나체 여댄서들이 머리 위로 보기 좋은 다리들을 뻗어가며 약동하고 있
었고, 명멸환색(明滅換色) 변천하는 조명이 넋 빠진 우리들을 그 로 도원경(桃源境)인지 선경(仙境)인

지 모를 경지로 끄집어 넣고야 말았습니다.  
일찍이 화에서 본 그 로의 야회복(夜會服)으로 빈틈없이 단장한 수천의 신사숙녀들! 그저 경탄할 밖

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입장료가 최고 18불이나 하는 이 홀도 태평양을 건너온 진객(珍客)

이라 하여 잘 구경시켜 주더군요. 
이 홀에서 나온 우리들은 현 과학의 정수(精髓)인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연(實演)방송이 있었는데 넓은 방이 수십 조(組)의 연기 장면으로 꽉 차있었고, 처음 보는 우리들은 설

명을 들어도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둥켜안고 키스를 하고난 후에 서로 행커치프로 입술을 닦는 남녀만은 확실히 볼 수 있었지요. 
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2백 명의 전문기사가 있으며, 잠시 얼굴만 내놓는 ‘엑스트라’에도 5불 이상의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에는 막 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경비는 각 회
사의 선전광고료로서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중에도 한 연기가 끝나니까 그럴듯
하게 어떤 회사의 마크를 넣고 그 회사의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니 현재 미국의 텔레비전은 천연색으로 방송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
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천연색 텔레비전 방송은 청취자가 막 한 경비를 요하
게 되는 것과, 미국 내에는 50만  이상이 보급되고 있어서 만일 천연색 텔레비전으로 절환(切換)한다면 

국가적으로 지 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염가(廉價)로 보급시킬 수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교체하게 하겠다고 하여 각 텔레비전 회

사에서 경쟁적으로 신형을 고안하고 있으며, 그것도 불원(不遠)한 장래에 완성되게끔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미국 내에 있는 수만 개소의 소 각 극장에서 비명을 올리고 이를 반 하므로 여기에도 
난관이 있노라 하며 그 안내자는 가가 소(呵呵大笑)하고 “이것이 미국이지요.”라고 하더군요. 

우리들은 모의(模擬) 텔레비전방송실에 가서 사장비 앞에서 배우노릇을 한 번씩 해보았습니다. 그 옆

에 있는 막(映幕)에 그 로 나타나서 소리를 쳐보고 웃기도 해보고 그리고는 머리를 긁고 아이들같이 

흥겨웠습니다.  
장차 이 텔레비전이 더 개발되면 일선 전황(戰況)을 텔레비전으로 보내서 지하에 은치(殷置)된 완전한 

전투지휘소에서 공습 하에서도 앉아서 전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전투지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은 어디까지나 발전해 나갈 것인지 – 과학에 뒤떨어지는 국가와 민족은 

원히 승자가 못될 지도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기<9>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9.일자 특약기사 제3부(3)] 

이날 밤은 허드슨 강상(江上)에 있는 수백의 소 선박 등화(燈火)와 ‘자유의 여상(女像)’을 바른 편으로 

보며 도선(渡船)으로 이 하구를 건너 섬에 있는 미 제O사령부 내의 숙소(휘트 워즈워즈)에서 숙박하
는데, ‘자유의 여상’은 그 오른손에 자유에의 횃불과도 같은 수백 형광의 등불을 들고 하파(河波)에 부서

지는 뉴욕의 등불들을 내려다보며 구원(久遠)한 자유를 기원하듯이 우뚝 서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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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12월24일 오전 10시 우리들은 창립 1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자랑인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
학교)를 방문하 습니다. 뉴욕 시에서 약 60키로 북방 허드슨 해안의 절가(絶佳)의 사면(斜面)을 차지하

고 서있는 풍광명미(風光明媚)한 이 학교의 조망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명을 주고 있습
니다. 산자수명지처(山紫水明之處)에서 인걸(人傑)이 난다고 합니다만, 이 학교의 환경은 인재를 양성

하기엔 절호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 마샬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 부랏드레이 장군, 리치웨이 장군, 웨더메이어 장군 등 고금(古
今)의 명장 걸(英傑)은 그 전부가 이 웨스트포인트에서 그들의 위 한 꿈과 포부와 그리고 그들의 국

민에게 공헌하는 덕(德)을 받았던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전진하는 미국의 희망이며 간성(干城)이고 

그리고 선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부교장이 강당에서 우리들을 환 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 학교의 약력과 교육방침, 
교육과정, 학교의 편성내용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차트를 사용하여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제관(諸官)

이 학교를 견학하는 중에 의문이 있으면 어제든지 사무실로 나를 찾아주시면 무엇이든지 설명해 드리겠
습니다. 나는 제관이 제관의 육군 창설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나에게 희망하다면 나는 기꺼이 응하겠
습니다. 그러므로 제관의 질문을 환 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 습니다.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을 이수(履修)하여야 부여되며 엄격히 선발되어 만 4개년 간을 군

사분야는 물론, 근 과학의 선단(先端)을 마음껏 연마하는 생도들은 확실히 이 나라의 호프가 되고 있습
니다. 
근 전은 과학전(科學戰)입니다. 그러므로 장교라면 그 나라 과학의 최선단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학교는 전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직접 교육하고 있는 데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
니다.  
한국 전선에 나가있는 미군 장교들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장교들은 엄격성이건 자존심이건 또는 지
식이건 타 양성기관에서 단기훈련으로 된 장교들과는 계급의 구별 없이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있는 것

을 동포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입학 후 1년간은 일체의 외출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갔을 때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2년생 이상의 생도들은 일직근무 생도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귀향하고 없었는데, 1년
생만은 외출조차 못하고 묵묵히 독서와 운동, 그리고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 찾아온 아름다운 연인들과 즐기고 있는 생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들의 카메라 앞에 쌍쌍
이 서서 서로 손가락을 비벼가며 행복스러운 표정으로 찍혀 주었습니다. 
생도들의 제복은 이 나라 건군 이래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고풍의연(古風依然)한 것이며,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경되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복이었습니다. 마치 불란서의 (大)나폴레옹이 입고 있었던 것과 흡
사한 것으로 매우 위엄성이 있으며, 이 제복으로 원통 같은 제모(制帽)에 많은 장식을 달고 몇 천 명이 

일사불란(一絲不亂)으로 보여주는 관병식(大觀兵式)은 유명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들은 보지 못

하 습니다만···. 이 제복은 생도들의 한 긍지로 되어있으며 또한 젊은 여성들의 동경의 적(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울창한 삼림들 사이에 여기저기 조화되어 서있는 고 (高大)한 리석과 화강석으로 된 건물들은 거의 

전부가 OOOO명이나 되는 전 생도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며, 족하(足下)에 내려다보이

는 유구한 허드슨 섭(涉)과 조되어 위관(大偉觀)이 아닐 수 없으며 허드슨 섭류(涉流)는 생도들의 
세심용(洗心用)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어디로 발길을 옮겨도 미국 건국 이래의 위인들의 업적과 군이 변천 발전해 나온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건물이 고색(古色)도 찬연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생도들의 교육에 정신교육이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와 환경은 생도들로 하여금 사색하고 추모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자신(自信)을 주어서 맹렬

진지하게 실천하고 힘을 북돋아주게 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생도들은 세속에 관여 않고 엄격한 학교규
율을 준수하며 심신을 마음 로 신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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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미 한국 사 양 박사는 한국인 생도 2명씩을 매년 이 웨스트포인트에 입교시킬 것을 미국정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이 절충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이 이 세계적 육군사관학교
에 입교하여 최신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석양이 허드슨 하천을 물들이고 서양의 조풍(潮風)이 불어오는 무렵에야 이 웨스트포인트를 

떠났습니다. 나는 또다시 와보지 못할 학교를 뒤로 점점 멀어져가는 버스 안에서 하루속히 이 학교에 입
교하는 우리 청년들이 태평양의 억센 파도를 건너오기를 기원하 습니다. 

미국 유학기<10>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0.일자 특약기사 제3부(4)] 

이날 밤 우리들은 거류동포의 환  만찬회에 초  받았습니다. 회장에는 뉴욕주재 총 사 남궁 씨를 비
롯하여 전 주  한국공사 윤치창 씨, 거류민단 회장 이원순 씨 등 약 40여 명의 동포들이 모 습니다. 그 
중에는 저명한 교수들로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몇 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었는데, 특히 만찬회가 이 학생
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은 회비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 후에 알고 우리들은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
습니다.  
만찬회는 우리 애국가 합창으로부터 개회되었는데 나는 이때보다도 감명에 넘치는 애국가를 불러본 적
이 없습니다. 뒤이어 미국의소리 방송국에 있는 황 목사의 소개가 있자, 장내는 우리들의 우레와 같은 박
수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한국 여학생들이 노래와 춤을 보여주어 한국의 우아한 점을 재확인하게까지 해주었는
데, 특히 경기여중에 재학하다 도미(渡美)하여 뉴욕에 도착한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황 목사님
의 둘째 따님의 ‘아리랑 타령’의 춤과 미국의소리 방송국에서 매일같이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라고 
하는 특징 있는 음성의 주인공 조 양의 소프라노 노래 ‘노들강변’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회장(會場)을 앙

콜의 수라장으로 만들게 하 지요. 
우리들은 고국을 떠나 4개월 만에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있는 냉면과 김치를 먹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냉면과 김치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껏 자십시오.”라는 이원순 씨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환호를 
올리고는 체면을 다 떼어 버렸습니다. 포트베닝 식당에서 만국(萬國) 장교들에게 보이던 ‘세심한 염치’
도 사라졌습니다. 
서비스를 해주던 여학생들이 감탄을 하도록 우리는 먹고 또 먹었습니다. 곱빼기 냉면 두 그릇을 선뜻 평
정해버린 L 위는 “나는 오늘을 위해서 일찍부터 사람도 때에 의해서 부 (負袋) 두 개 이상 가질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었는데···.” 하는 부 학설(負袋學說)을 발표하며 한 개 밖에 없는 자기 부 를 한

탄하더군요. 
우리들의 일생에 잊지 못할 이 만찬회는 자정이 넘어서야 폐회하 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나 따뜻한 동
포애를 감사하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휘트 워즈워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뉴욕 일 에는 250여 명의 거류동포가 있었는데 이원순 씨를 제외하고는 개가 중류 이하의 생활을 하
고 있으며, 그 중 중학생들은 약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 미주에는 3백여 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그들의 

부분은 문과 계통이며 특히 신학교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학비문제도 있겠지만 재건도상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공과(理工科) 계통 학생이 없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유학생은 그 나라의 척도입니다. 앞으로 유학생을 보낼 때에는 국가적 견지에서 보내야 하겠다는 것을 
나는 뉴욕에서 더욱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중에는 예일 학에서 최고성적으로서 리드하고 있는 
수재가 한 사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날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들은 이 날에는 자유로이 각자 행동을 취하고 밤 10시까지 레이
디오 시티에서 집합하기로 하 는데, 나는 다망(多忙)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꼭 보고 싶었던 곳

을 전부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부분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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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크리스마스란 미국에서는 특히 의의 깊이 보내는 날인데, 미국 사람에게 만약 모든 축제일을 폐지
하고 연중 단 하나의 축제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선택할 것임에 틀
림없을 만큼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이 날의 거리는 전일(前日)과는 딴 판으로 쓸쓸하

습니다. 
개미떼같이 거리로 덮어 흘러 다니던 자동차도, 보도에 꽉 찼던 사람들도 모두가 한산해지고, 뉴욕은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간 날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락시설도 점포 상가도 문을 닫고 우리들이 구경하려던 
세계 최고건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도 오전 중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미국사람들
도 이날만큼은 엄숙한 분위기 지요. 
나와 몇몇 장교들은 맨 먼저 컬럼비아 학에 재학 중인 C형의 안내로 동 학에 갔습니다. 세계에서도 
굴지(屈指)의 학인 이 학교는 그 이름에 못지않게 웅장하 습니다. 여기도 크리스마스 휴가로 한산하

는데, C형의 말에 의하면 제2차 전을 전후해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2백여 명으로 외국 유학생 중 가
장 많았는데, 중공이 제패(制覇)한 후로는 그 수효가 격감되어 지금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의 흥망은 진리를 탐구하는 정예학도들까지도 철저히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학에는 한국 유학생이 10여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역시 문과 계통이
라는 말에 또 실망했지요. 동 학 기숙사 식당에서 맥주 한 병씩을 마시고 우리들은 자연박물관을 보기 
위하여 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뉴욕경찰 당국에서는 라디오를 통하여 역전의 용사 한민국의 장교들
이 뉴욕을 방문하는데 시내 각 경찰관은 최선을 다하여 모든 편리를 이 용사들에게 봐주라는 지시가 있
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날 우리들이 거리에 나갔을 때 길목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마천루(摩天樓) 정상
을 보고 섰거나 거리의 모양을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섰으면, 어느 틈에 왔는지 경찰관이 정중한 태도로 
“메이 아이 헬프 유?‘”(도와 드릴까요?)“ 하고 닥아 섭니다. 처음에는 그 친절을 고맙게 생각했으나, 가
는 곳마다 그러고 덤비는 데는 귀찮을 정도 습니다.  
각개 행동을 취한 이 크리스마스 날에 나 자신이 놀란 것은 어도 잘 못하는 장교들이 전부 지정된 시간
에 지정된 장소로 모여들었던 사실입니다.  
동포 여러분, 그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인구 1천만을 옹(擁)하고 세계 제1의 뉴욕에서 말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우수하다는 것보다는 기적이었었지요. 

미국 유학기<11>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1.일자 특약기사 제3부(5)] 

자연박물관에서는 우주의 움직임을 그 로 나타낸 제(諸) 장치를 보고 매우 흥미를 느꼈는데, 그것보다

도 여기에서 나는 많은 뉴욕 시민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져서 그들의 한국에 한 인식의 일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반가워 해주는 반면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분은 한국의 사정을 물어
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친지· 형제 혹은 자식· 남편들이 속하고 있는 주한 미군부 의 전투상황에 해
서 깊이 물어보더군요. 다행히도 나는 미국에 오기 전에 육군본부 OO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에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략  한국의 겨울은 얼마나 추우냐, 당신은 전투경험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여쁜 아가씨
와 결혼했느냐, 중공군과 북한 괴뢰군은 어느 쪽이 강하냐, 미군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우리 남편이 
있는 O사단을 아느냐, 내 아들을 봤느냐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 아들을 봤느냐.”하고 질문한 부인은 
10여 세 되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사진을 몇 장이고 내놓으며 물어 보더군요. 그 부
인은 한국이 조그맣다니까 어떤 시(市)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동리사람들 모양
으로 서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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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편이 있는 O사단을 아느냐.”하고 질문한 부인은 향수 냄새가 풍기는 조그마한 수첩을 꺼내어 
사인을 해달라고 하며, “우리 남편은 한국전선에 나간 지 18개월이나 되는데, 3월(1951년)까지는 소식
이 잘 왔었으나 그 후로는 일절 서신이 두절되었어요···.” 하면서 고독과 불안에 가득 찬 얼굴을 여우 목
도리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속하고 있는 O사단의 3월경의 전투상황을 자세히 설명
해 달라고 조르면서 나를 곁에 있는 소파로 안내하 지요. 나는 있는 기억을 다하여 당시의 전황을 설명
해주고 그 O사단의 웅적 전투를 찬양하 으며 부인의 남편이 살아있을 것을 굳게 믿는다고 답하
습니다. 
사실로 크리스마스인지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가(一家)가 다 모여서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보낼 것임

에도 불구하고, 안부를 모르는 전선(戰線) 남편을 생각하는 이외에는 가슴 깊이 파묻혀있는 불안과 초조

에 못 이겨 홀로 나와서 거리의 자극으로 일시나마 위안을 느끼려는 그 부인의 고독한 심정에 나는 눈물
이 나도록 애처로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남편이 불행히도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살아있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부인
과 똑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여, 크리스
마스와 더불어 모든 용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나는 자연박물관에서 또 한 신사와 이야기하 는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들의 과거에 독재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해서 하와이 진주만(眞珠灣)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더 큰 파괴와 혼란, 아니 지구의 멸망을 
볼지도 모르는 장차의 전(大戰)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제2의 진주만이 꼭 필요하

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친지 한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나 그 친지의 편지에는 한국
군의 용맹을 언제나 극찬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는 자유세계가 한 데 뭉치지 않는 한 미국의 힘만으로
서 평화를 유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고도 말하 습니다. 
우리들이 자연박물관을 나오려고 할 때 그는 다시 손을 잡으며 “레츠 고우!”(여기에서는 “같이 싸웁시
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우리들은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들의 수첩에 한글로 사인을 해주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그 길로 세계적 신문사 뉴욕타임스 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크리스마스 휴가
로 당직 근무자만이 남은 텅텅 빈 넓은 사무실만이 우리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입사(入社)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못해준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사원의 안내로 신문사 내를 구경하
습니다.  

뉴욕 사람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신지식이 되고 있는 이 타임스사는 세계 각국에 파견된 지국 특파원
들에게서 타전해오는 전문(電文)이 전부가 수십 의 텔레타이프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손쉽게 수신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수신되는 까닭에 옛날의 몇 분지 일의 시간에 기사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쇄공장에는 고속도 윤전기가 50여 나 있는데 매 윤전기마다 한 시간에 근 10만 매를 인쇄하고 있다 
합니다. 하루 평균 3백만 부의 부수가 나간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 인구를 본다면 많은 부수는 못됩니다. 
일본의 조일신문(朝日新聞)이나 매일신문(每日新聞) 같은 것이 세계적 부수로 발행되는 것과 비교한다

면, 뉴욕타임스 지는 많은 차(差)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각 지방에 유력한 

신문사가 있어서 그 지방 그 지방의 애독자를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한 개 신문사에서 일본에서와 같이 
전국적인 애독자를 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기<12> 
-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2.일자 특약기사 제3부(6)] 

여기의 신문지는 현 한국 매일신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면의 2배 크기의 것이 일일 10여 매씩으로 되
어 있으며, 그것도 일요일이면 색쇄판(色刷版)을 합하여 보통날의 2배 매수로 됩니다. 신문지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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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잡지 같은 것이지요. 휴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었고 또 듣고 싶었던 것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신문사에서 나와서는 이스트 강 건너편에 있는 부루클린과 연결하는 저 유명한 부루클린교(橋)에 가봤

습니다. 서기 1888년에 가설한 이 다리는 전장(全長) 6,016미터, 수면에부터 다리까지 높이는 272미터, 

폭은 86미터로서 상항에 있는 오픈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세계 제1위의 장교(長橋) 다 합니다. 

규모라든지 구조는 오픈교와 같은 것이었는데 교상(橋上)의 교통과 교하(橋下)로 왕래하는 소 선박 
그리고 전 하안(河岸)을 덮고 있는 수백 수천의 잔교(棧橋) 등은 상항보다 훨씬 번화하고 복잡하더군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또다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갔습니다. 오전 중에는 열지 않았던 이 빌딩도 오후
에는 개방해서 방문객들이 번잡하게 빌딩의 호흡에 끌려서 출입하고 있었는데, 아침 이래 서로 헤어졌던 
일행 멤버들과 이곳에서 그 부분을 만났습니다.  
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이 빌딩은 그 전부가 상점, 회
사, 사무실, 여관, 아파트 등으로 되어 록펠러 센터와 같이 일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 방을 다 한 
번씩 구경한다면 아마도 며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도시’를 시카고의 모(某) 거(巨)자

가 두어 개 붙을만한 부자가 요즈음 매수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록펠러 센터와 같은 고속도 승강기로 42층까지 올라가서 다른 승강기에 갈아타고 86층에 다다
르도록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86층에서 다시 소규모의 승강기에 의하여 지상으로부터 1,250미
터의 옥상에 나섰습니다.  
기암기석(奇巖奇石) 같이 임립(林立)한 전 뉴욕은 안하(眼下)에 조망되었고, 50키로 이상이 보인다고 

하는 이 옥상에서는 원방(遠方)은 안개같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하구의 자유의 여상도 

선박들도 그림같이 보 는데, 저 밑을 보니 건물 밑이 점점 좁아져서 이상하게 보이며 도로에 왕래하는 
자동차는 개미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서양의 바람에 동요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만큼 높은 이 옥상은 손을 뻗으면 흰 구름을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년 전에는 해군 비행기가 이 건물 상부에 충돌하 다고 하는데, 낙뢰(落雷)를 가장 
많이 받는 건물도 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상항에 처음으로 상륙하여 신세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흥분되던 것이 지금은 흥분도 되지 않고 이상한 
감개가 나를 사로잡아 무감각인 사람이 되어 버려서 텅 빈 허공 같은 나의 뇌리에는 아무런 신기한 맛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우리들은 방문객 방명록에 자(大字) 한글로 국적과 성명을 기입하고 기념품 몇 가

지를 산 후 이 마굴(魔窟) 같은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또 한 곳을 가야 하 는데, 그곳은 UN본부 신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른 
장교들과 같이 시내 택시로 UN본부에 갔습니다. 
이 건물은 상금(尙今)도 완성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 같이 네모나게 

서있는 이 건물은 내부가 전부 유리와 경금속으로 된 38층의 최신식 설계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절한 안내자의 인도로 내부를 구경하 는데, 회의에서 각국 표가 연설하는 것을 · 불· 중
· 소의 4개 국어로 번역해서 방송하므로 각국 표들은 그 중 1개 국어만 알면 만족하게 청취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총회의장도 봤는데, 나는 그 근 적이고 이상적인 설계와 장치보다도 언제면 한민국의 표가 이 회의 
단상에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열변(熱辯)을 토하고 논의할 날이 올 것인가 하는 생각이 꽉 차서 더 볼 여
유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는 천오백 를 능히 수용할 수 있는 차고(大車庫)가 있는데 체로 미국의 시장(市長)

들은 자동차의 주차 정차장 관리가 그 정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자동차의 처치에 골몰하는 
모양인데, 뉴욕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보로 다녀야 하는 때가 많다고 합
니다. 그러므로 시내에는 10여 층의 건물로 된 주차장이 있으며 광 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공
으로만 솟아오르고 있는 미국은 확실히 세기의 진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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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기<13>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3.일자 특약기사 제3부(7)] 

우리들은 펜실베니아 정차장에서 열차로 워싱턴으로 향발하 습니다. 세계의 뉴욕, 또다시 와볼 기회라
고는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뉴욕, 옥상에서 해가 뜨고 옥상에서 해가 지는 고루(高樓)의 뉴욕.  

우리들은 뉴욕의 전부를 구경하지 못하 으나 뉴욕의 품 안에 안겨 보았고 그 경이(驚異)에 일생을 두고 
추억할 화려한 인상을 깊이 간직한 채, 일초도 서있지 않고 움직여만 가고 있는 뉴욕을 뒤로 하 던 것입
니다. 
온 길을 되풀이하여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2시 습니다. 정차장에는 사관에서 육군무관 황 
준장과 해군무관 현 중령이 출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뉴욕에서와 같이 신문기자들의 질문을 받으
며 미군 연락장교 마이크 소위의 안내로 숙소로 정해진 피트마이어에 가서 뉴욕에서의 피로를 풀었습니
다. 이 피트마이어란 곳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위관급(尉官級)과 관급(領官級) 장교들에게 제공해주는 

숙소인데 이 안에는 극장, 매점, 식당, 오락시설이 완비되어 시내에 나가지 않고도 며칠이고 염증이 나지 
않게 설비되어 있더군요.  
12월27일에는 마이크 소위의 안내로 워싱턴기념탑을 구경하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도 구경하 는데 
지금 수리 중이라 하여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하 습니다.  
마이크 소위의 설명에 의하면 통령은 관저 수리로 인하여 현재는 백악관 월편(越便)에 있는 3층 가옥
에 기거하고 있다는데, 그곳을 보니 3층에서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성조기가 
걸려있는 방이 통령의 거실이라 합니다. 남쪽 현관에서 백악관을 보면 좌측에 조그마한 단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통령이 집무하는 곳이라 하며, 통령은 거처로부터 그곳까지 조석(朝夕)으로 

보행 왕래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트루먼 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통령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하여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면접은 못하 습니다. 
그 다음날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구경하 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청을 연상케 하는 리석 건물인 이 의
사당에는 역사적인 수많은 회화(繪畵)가 있었고 조각과 동상이 있었는데, 백악관 건물이 건축되기 전까
지는 통령이 집무하던 방이 그 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원 하원도 구경하 는데 하원에는 의원석에 테이블이 없고 목제 벤치가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원
에는 테이블은 있었으나 전부가 간소한 것에는 놀랐습니다. 상하원 모두가 민주당은 우측에, 공화당은 
좌측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 나라의 특징인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광경을 가관(可觀)이라 하는데, 그것도 

보지는 못하 습니다.  
의사당에서 나와서 우리들은 워싱턴 시가지를 걸었습니다. 뉴욕은 움직이고 중압(重壓)을 주고 번잡하
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경박한 것을 느꼈는데, 워싱턴은 그와 정반 의 기분을 주었습니다. 시가지계획 
그 로 건설된 워싱턴은 광활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침착하 으며, 그러면서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도시가 주는 무거운 위압(威壓)을 받았습니다. 
시가지에는 초목으로 덮인 공지(空地)가 산재해 있어서 전 도시가 한 개의 공원 같은 신선한 기분에 어

디까지나 걸어가고 싶은 충동을 자아냅니다. 건물도 뉴욕 같이 세련되고 뾰족한 것이 아니라 광장(廣壯)

하고 엄숙한 맛이 있습니다. 시민도 어딘지 존 (尊大)한 기풍이 엿보이는 점은 자유세계의 중심지가 된 

워싱턴의 상징이라고도 하겠지요. 
다음날 28일에는 고색(古色)도 의연한 미국 초  통령이 있던 곳을 방문한 후 주미 한국 사관의 초

를 받아 칵테일파티에 참석하 는데, 한국 사관은 외국 사관이 즐비하고 있는 말쑥한 거리에 있었습
니다. 각국 국기가 게양된 건물들만 있는 이 거리는 워싱턴에서도 깨끗한 거리입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청홍색 원형으로 된 우리 태극기를 찾아내는데 그다지 힘이 들지는 않았지요. 우리
들은 즉시 2층으로 안내되어 양 사를 비롯한 관원(館員) 일동으로부터 환 을 받았는데, 이 칵테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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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는 한국전선에서 분투하던 모(某) 미 해군 제독과 미군의 고급장교들이 다수 참석하 었고, 이곳 참

모학교에 재학 중인 정일권(丁一權) 중장도 다망한 학생생활의 여가를 타서 참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들

은 뉴욕에서 거류동포들의 만찬회에서와 같이 유쾌한 시간을 보냈는데 밤늦게 되어서야 백주위홍안(白
酒爲紅顔)하여 숙소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우리 해군무관 현 중령과 마이크 소위의 안내로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약 두 시간을 요하는 거리
에 있는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 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은 왕시(往時)에 일본인들이 그 

자랑으로 삼고 있던 강전도(江田島) 해군병학교를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만, 한 때는 사실 아나폴리
스와 국의 해병학교에 비견할 만큼 일본의 해병학교도 우수하 던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이 아나폴리스를 견학하 는데, 이 해군사관학교는 육지 깊숙이 파고들어간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웨스트포인트와 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으나, 엄숙한 병

이 아니라 경쾌한 기분이 들고 있는 병 이었습니다. 학교 내에는 박물관이 있었는데 태평양전쟁의 종
말을 고한 일본의 항복조인문서가 일본 측 표와 연합국 측 표의 서명도 명료하게 쓰여 전시되고 있
었는데, 미주리 함상에서 그 역사적 조인(調印)을 하 을 것입니다. 

미국 유학기<14>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4.일자 특약기사(8)] 

아나폴리스에서 워싱턴에 돌아와서는 5각형 건물로서 더욱 유명한 미 육군성(陸軍省)을 방문하 습니
다. 그림 그 로 5각형으로 된 이 건물 안에는 O만 명이나 되는 근무자가 있다 하는데, 10여 개의 식
당도 굉장하거니와 근무자들이 출퇴근 시에 탑승할 수 있는 형버스 수십 가 한 곳에 정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5각형 건물을 둘러싸고 역시 5개 점을 이루고 있는 주차장은 보통날이면 수십 의 자동
차가 주차되며 그래도 협소하여 일  혼란을 이루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육군성 근무자 중에는 점차 
한국전선에 출전했던 장병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계 장병의 안내로 우리들은 견학하 는데, 이 건물의 외곽만 O키로가 된다고 하며, 안내장교는 
내부 전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무려 두 시간을 쉬지 않고 우리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뒤
떨어졌다가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따라다니는데 정신이 집중되어 5층까지 달음박질하다시피 돌고 나
오니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에 남은 것이라고는 경이(驚異) 뿐이었지요.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화실에서 최신 뉴스를 보고 한국전선에서 얼마 전에 이곳으로 전해온 보트링 
준장의 뜨거운 환 사와 보병학교에서의 우수한 성적에 한 찬사를 듣고 5각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것
으로 우리들이 예정했던 방문은 일절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과 편리를 아끼지 않고 제공해준 미군 
당국을 비롯한 각 기관에 하여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하면서, 다음날 30일 13시에는 석별해주는 

사관 무관(武官)의 전별을 받으며, 추억과 인상 그리고 감명과 경이가 착잡하게 뇌리 속에서 주마등(走
馬燈) 같이 회전하는 모든 감개를 억제 못하며 워싱턴 정차장을 뒤로 포트베닝을 향하여 남하(南下)하

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12월31일, 1951년의 마지막 날 오후 2시30분에 학교에 도착하 습니다. 그
런데 우리들이 이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에 특히 놀란 것은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구득한 기념품의 개
가 ‘점령된 일본제조’라는 문이 찍혀있는 것이었습니다. 패망한 일본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활보하고 있는지, 이러한 기념품에까지 일본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동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일본은 완전히 미국의 친우가 된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일본을 친우 이상의 동경(憧
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보다도 일본에 한 인식이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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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확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각 지방의 기념품까지 일본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보냄으로써 달성되는 의의라는 것은 지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이야기도 쓸 여유도 없습니다만 세세한 점까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아(自我)를 죽이고 

교묘히 미국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가 있는 일본인들을 우리는 똑바로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바로 2시간 전에 중부지방을 동석기(董錫基) 목사와 같이 여행했던 일행이 

우리들보다 앞서 돌아와 있어서, 우리들은 10일 만에 전 유학생 단원이 얼굴을 맞 고 지난 몇 일간의 
화제에 그날 밤은 늦도록 자지 못하 습니다. 
미국의 신년은 고국보다도 하루 늦게 찾아 왔습니다. 수많은 숙명적인 과제를 그 로 남긴 채 단기 4284
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4285년 임진(壬辰)을 맞이한 원단(元旦)으로서 어딘지 쓸쓸한 원

단이긴 하 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정월의 상징인 ‘떡국’을 먹지 못한 데서 그러하 겠으나, 미국 사람들의 정초
란 보통날의 아침과 별 차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 지요. 그래도 칠면조를 내놓고 원단을 축하
하는 학생장교식당에 나오며 K 위에게 “이제 너도 스물일곱이구나. 응?” 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천
만에. 나는 부산에서 떡국을 먹기 전엔 아직 스물여섯이야.”하고 입맛을 다시더군요. 
사실 우리들은 이날에는 호사(豪奢)하고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함으로써 한 살씩 더 보태왔던 것이 아닙니

까. 이곳에서 입에도 맞지 않는 칠면조를 먹었 야 이곳에서 후추가루를 듬뿍 풀어서 땀을 흘리며 일가
족이 한 자리에서 먹고 웃고 나이를 세어가며 새해의 기쁨을 나눠왔던 우리로서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일입니다. 나는 K 위의 이 한 마디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웃지도 못할 야릇한 감정에 려 고국 하
늘만 바라다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하루를 엄숙하게 보냈습니다. 금년은 임진년(壬辰年)입니다. 그 옛날 무도(無道)한 

왜적들이 우리 강토를 짓밟으려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섬멸적 타격을 받고는 그 야욕을 포기하고 도주한 
바로 그 해입니다. 또한 그때와는 반 방향에서 역시 왜적 못지않게 무도하고 야만하고 파괴 이외엔 아
무 것도 없는 붉은 호적(胡敵)들이 우리 강토를 침략하려고 온갖 흉계와 강행을 다하고 있는 중에서 맞

이한 올해도 그 임진년인 것입니다. 
올해에야 광  있는 옛 임진년의 쾌승(快勝)을 되풀이하여 침략자들을 압록강 저 너머로 구축(驅逐)해
야 할 해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모여 앉아서 옛 성장(聖將)을 추모하며 고국에서 싸우고 있는 일선장병

의 무운장구(武運長久)와 동포들의 건강을 빌고 빌며 원단(元旦)을 보냈습니다. 

미국 유학기<15>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5.일자 특약기사 제3부(9)]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휴가도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화려한 뉴욕과 워싱턴의 환 (幻影)을 씻어버리고 

1952년 1월2일부터 또다시 마지막 코스의 교육훈련에 돌진하기 시작하 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코스는 전술학(戰術學)입니다. 강당에서 학술연구를 한 다음에는 야외에 나가서 실지

훈련을 하는 것뿐인데, 모든 훈련은 거의 전부 실탄(實彈)을 발사하며 그 포화 밑에서 실습하기 때문에 

더욱 실감이 나고 열이 납니다. 우리들은 어느 교관으로부터도 어느 클라스보다 우수하다는 칭찬을 들어
가며 온몸에 흙투성이가 되어 넓고 평탄한 포트베닝을 종횡무진(縱橫無盡)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곳 전술훈련은 아직도 초창기를 불면(不免)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공중에는 전투기가 참가하

고 지상에서는 각종 거포(巨砲), 전차, 화학병기 등이 참가하여 실전(實戰)을 방불(彷佛)케 하는 훈련입

니다. 그 속에서 좌완(左腕)에 태극기 마크도 찬연하게 정 한 행동으로 훈련을 쌓아나가고 있는 우리들

은 비단 한민국의 희망일 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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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18일 우리들의 훈련상황을 시찰하고 다른 기회에 다시 한 번 내방(來訪)하겠다고 했던 미 육

군 교육총감 클라크 장이 1월23일 두 번째 시찰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우리들은 공격전술 훈련상
황을 보여드리기로 준비하고 기 하 었으나, 다른 급한 일이 발생하 다고 해서 클라크 장은 내방하
지 않았었습니다. 그 리로 현재 검열관으로 있는 번 중장이 1월31일 오전 9시 우리들의 훈련을 시찰
하 습니다.  

번 중장은 전에 주한 미 제O군단장으로 혁혁한 공적을 세운 분인데 특히 그의 휘하에 있던 우리들 제
O사단 출신 장교들에게 이곳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개무량(感慨無量)하다는 말을 하고 “제군(諸
君)들의 우수한 능력과 진지한 훈련상태를 보고 나는 나의 있는 한의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우

리들의 분에 넘치는 치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또 한 분의 장군으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그 분은 역시 주한 미 제O군단장으로 북진
(北進) 이래의 위 한 전공이 있는 알몬드 장군이 우리들의 졸업식전에 기필코 참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알몬드 중장은 현재 워싱턴의 모(某) 요직에 있습니다. 

이 모든 미군 수뇌부의 방문과 시찰은 한미 양국의 우의적인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걸려있는 
미국 자체의 희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
는 우리들이 자유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감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국도 신년과 더불어 전비(戰備)태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용품 중에도 사치품에 속

하는 것은 가격이 등고(騰高)하 고 세금도 고율(高率)로 부과되고 있으며, 많은 공장은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었다고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비롯한 제(諸) 언론기관에도 왜 미국은 세계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나, 왜 원동(遠東)의 소도(小
島)에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한국사태가 극도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등식의 

논문이 연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미국 장병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 
의무 때문이라면 하시(何時)에서든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의무를 지키는 것은 

곧 동포애의 발로(發露)이며 애국의 지성이다.”라는 공통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주저도 없이 
미국은 승리한다고 말하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는 이 주저 없이 그저 미국의 승리만 믿고 있는 자존심은 ‘기만
된 신주불멸(神州不滅)’로 부득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왕시(往時)의 일본인의 정신력보다도 훨씬 
강인했던 것을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무에 살고 의무에 죽는다는 정신은 미
국 사람들의 근본정신이며 민주주의의 근원입니다. 

미국 유학기<16> 
- 졸업 앞두고 미국내 여행 - 

[ 남일보 1952. 3.16.일자 특약기사 제3부(완)] 

우리들이 경험해본 한에 있어서의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는 소련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때에는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미국은 왜 한국에서 싸워야 하느냐.”고 의아해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에는 자유인의 공적(公敵)이 누구이며 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신년과 더불어 물심양면(物心兩面)으로 철저한 전비(戰備)를 갖추어가고 있는 미국, 미국 사람들은 강

력한 무장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의무관념에는 우리들이 배우
고 반성하여야 할 점이 많음을 동포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싸우고 있는 한민
국의 국민된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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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경에 미국 전토(全土)에서 불구자 구호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미국 사람들이 한(對韓) 구호

에 온정을 베풀어 주는데 보답하는 한 의미로서 각각 자진 거출(據出)한 전액을 1월30일에 역시 하지 중

장을 통하여 구호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또 절 (絶大)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우리들의 미

충(微衷)이 한미 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들은 동포 여러분에게서도 칭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하하) 
우리들 유학장교단 중에는 소위부터 중령까지 있는데 관급은 전부 위의 자격으로 입교하고 있는 까
닭에 위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급장에 불구하고 선임자에 한 엄격한 예절
을 조석(朝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이곳 만국(萬國) 장교들은 동 계급 간에 교

환되는 예절인 줄 아고 더욱 군규(軍規)가 엄정하고 단결 융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미군의 한 중령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 는데 즉 “귀관들은 동 계급 간에도 경의(敬
意)에 넘치는 경례를 교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감탄했습니다. 귀관들은 이곳에 와서 불철저한 

미군 장병의 예절에 하여 여하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 
배워서는 안 될 많은 것이 있으니 귀관들이 잘 취사선택(取捨選擇)해서 좋은 점만 배워 주었으면 합니
다.”라고 하며 웃었는데, 나는 우리들이 부산 부두를 떠날 때 전 문교부장관 안호상(安浩相) 씨가 한 말

을 상기하 습니다.  
안호상 씨는 “제군(諸君)은 미국에 가서 배워오지 말고, 보고만 오시오···.”하고 말하 던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미국의 문물을 그 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적합하게 저작(詛嚼)해서 한
민국의 발전과 번 에 이바지할 소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박한 점을 우려도 하고 그러한 것이 해외에 파급되어 미국의 명예
라든가 신뢰성이 손상되지나 않을까 심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좋은 
점만을 배우려고 노력해왔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한 인식을 
더 개량하려고 힘을 써 왔습니다. 
고국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우리들의 뒤를 이어서 제2차 유학장교단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더 배우고 노력하여 새 나라의 초석이 되어 자손만
의 화(榮華)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차 유학장교단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여기 보병학교에
서는 그 준비에 한 참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머지않아 부산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을 회고하니 만감(萬感)이 나의 가슴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둘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나의 옆에서는 라디오가 국의 황제 조지6세의 국장(國葬)이 금요일에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

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1952년 2월11일 오후 6시입니다만, 아마도 고국에서는 2월12일 먼동이 터서 
새 날의 활동이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줄거리도 없이 알려드렸던 나의 유학기(留學記)도 펜을 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활 또는 흑인들의 생활, 여타 미국의 양상을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만,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
에게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나의 유학기에서 고국에 계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본망(本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로(歸路)에 해서는 틈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 유학기(留學記)를 게재케 힘써주신 남일보사와 기타 제현(諸賢)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포 여러

분 그러면 부디 안녕히···. 

4285년 2월11일 오후 6시5분 
미국 보병학교에서 육군 위 金 鍾 泌 

   (1952. 2.23 ~ 3.16, 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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