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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친애하는 주한미군회전우회 회원•친우 여러분,

신축년(辛丑年)도 어느덧 절반을 넘겼고, 우리 모두 코로나19사태의 파장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 양국,
참전용사와 재향군인, 전우회 후원인과 후원 기관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미동맹을 증진하고 참전용사와
재향군인을 예우하는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한 팀입니다. 이 뜻 깊은 사명에 뜻을 같이하는 전우회 회원님들과 후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우회는 참전용사/재향군인과 후원자들께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DVA 회원 포탈: 전우회 회원 찾기(https://kdva.vet/membership-portal)
◆KDVA 페이스북: facebook.com/kdva.us/
◆KDVA 트위터: twitter.com/kdvavets
◆KDV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dvavets
이 외에도 전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과 후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참고: https://kdva.vet/korean-warmemorials/). 또한 참전용사와 재향군인들께서 한국전쟁, DMZ 사태 등 다양한 군복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에는 ‘참전용사를 기억하며 캠페인’, ‘한국 바로 알기 시리즈’, ‘한미동맹 바로 알기 시리즈’, ‘군복무를 통해 깨달은
교훈’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기록은 모두 값지지만, 미첼 M. 러셀 소장(前주한미군/연합사/유엔사 Deputy U4; 제19
원정지원사령부)이 작성한 기고문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참전용사의 회고록 중 최고의 회고록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러셀 장군은
KDVA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라는 외교적 수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계기는 서울에서 대구행 열차에 몸을 맡겼을 때 일어났다. 난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내 앞에 앉아 계시던 다섯 분의 아주머니들께서 갑자기 내게 음식을 건네주셨다. 난 정중히 사양했으나,
아주머니들께선 과일을 꼭 받아달라고 강권하셨다. 통역관은 그들 중 한 아주머니의 사연을 설명해주었다. 사연인 즉슨, 한국 전쟁 당시
소녀였던 아주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길에서 굶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젊은 미군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과 꾸러미의 절반을
건네 주었다는 것이다”
러셀 장군과 다른 참전용사•재향군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은 https://kdva.vet/from-my-service-in-korea-i-learne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군복무 경험을 회원들과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은 kdva.myserviceinkorea@gmail.com 로 기고문을
보내주십시오. KDVA에 회원등록(https://kdva.vet/join-kdva)을 하실 경우 KDVA 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우회는 21년 하반기에 미국 내 지역사무소와 온라인 공동이해단체(Common Interest Groups)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대합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세계 각지의 참전용사•재향군인, 씽크탱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행사, 웨비나,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한미군전우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좋을 기관을 알고 계시다면 contact@kdva.vet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전우회와 한미동맹을 위한 모든 분들의 헌신, 노력,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빈센트 K. 브룩스
미 육군 대장(예)
주한미군 전우회 이사장/회장
회장 및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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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 회원 자격
회원 혜택

일반 회원:
-주한미군, 연합사, 미 국방부, 미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군생활 동안 헌신했던 한미동맹의 발전에 다시금

-연합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 예비역

- 최고의 전문기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복무한 이들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미군 혹은 미국방부에 소속되어 한국방위근무장
(Korea Defense Service Medal) 수훈 조건에 충족
되는 사람

- 멘토/멘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 포럼 및 행사에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나 연합사에서 근무하였던
전•현직 대한민국 관료

- 홍보대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인턴십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휴 회원:

- 출판 기회가 주어집니다.
- 사회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사회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사람
-한미동맹에 관심 있는 대학생

- 이사장/회장: 빈센트 K. 브룩스(Vincent K. Brooks) 대장(예)
- US챕터 부회장: 커티스 M.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미 육군대장(예)
- 코리아챕터 부회장: 임호영 육군 대장(예)

명예 회원:
-한미동맹 강화에 헌신하는 한미 주요 인사

- 정승조 前합찹의장/육군대장(예) (한미동맹재단 회장)
- 데이빗 발코트(David Valcourt) 미 육군 중장(예)
- JD 존슨(JD Johnson) 미 육군 중장(예)

-한미동맹과 관련한 근무 경험이 있는 한미 정부의
전•현직 인사

- 버나스 참파우(Bernard Champoux) 미 육군 중장(예)
- 이서영 육군 소장(예)
- 트로이 웰티(Troy Welch) 미 육군 주임원사(예)
- 로버트 윈젠리드(Robert Winzenried) 미 육군 주임원사(예)
- 록키 하더(Rocky Harder) 미 해병대 대령'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
- 김종욱(카투사연합회 회장)

자문위원회
- 존 틸렐리(John Tilelli) 미 육군 대장(예)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주한미군전우회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www.kdva.vet/join-kdva

- 월터 샤프(Walter Sharp) 미 육군 대장(예)
- 래리 엘리스(Larry Ellis) 미 육군 대장(예)
- 백남희
- 손우연(Sunny Park)
- KDVA 주한미군전우회 부회장
스티브 리(Steve Lee) 미 육군 대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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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전우

대한민국에 대한 첫 인상
미국 육군 소령 (예) Homer T. Hodge

196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고 싶었던 나는 미국
육군에 입대했다. 선생님들 중 한 분께서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Monterey)에 위치한 당시 육군어학원의 6개월 독일어 과정에
지원할 것을 권하셨고, 입대 과정에서 어학평가를 매우 잘 봤던
나는 정식으로 육군어학원 독일어 과정을 신청했다. 기초군사훈련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어학원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독일어
과정이 아닌 한국어 1년 과정을 듣게 되었다고 전달받아 놀라고
다소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기수는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있었고, 내가 속한 반은 6
명밖에 없어 강사님들이 수강생 각각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매일 6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고, 한국어 원어민
강사 3분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과정 자체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방대한 양의 새로운 단어들을
익히고, 저녁에는 대화를 외우는 등 다음날 수업을 준비했다.
한국어로 말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만의 표음문자인
한글과 한자 1,500자 정도를 듣고 읽는 법을 익혔다. 한글은
비교적 배우기 쉬웠으며, 2주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미 모든
독해 과제가 다 한글로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한자를 읽고
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며 수업이 더 어려워지자
나와 동기들은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했다. 수료를 앞둔 시점에는
앞으로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더 발전시키고, 실제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청해능력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수료 후, 나는 대한민국 내 미 육군 정보부대로 인사명령을 받게
되었다. 병력 수송선에 몸을 싣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했는데,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16일이 걸렸다. 또한, 세계적으로 봐도 조석간만의
차가 큰 축에 속하는 인천 앞바다 덕분에 원활히 입항할 수 있을
만큼 수위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느라 도착 당일의 대부분을
함선에서 대기하며 보냈다. 1961년 9월 당시는 군사정전협정을
통해 6.25전쟁의 전투들이 끝난지 불과 8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여러 건물에는 아직 전쟁의 상흔이 깊게 배어
있었다. 나는 한반도에서 근무한 18개월 간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군 기지 내 콘센트 막사 (Quonset huts)에서 주로 살며
업무를 봤는데, 오늘날 그 기지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내가 맡은 북한군에 대한 정보업무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의 최근 역사, 특히 북한군과 소련의 관계와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 등을 알고자 나섰다. 방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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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 및 참전용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우면 배울수록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작다면 작은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18개월 근무를 마치고 본토로 귀국한 나는
교관직을 맡아 한국어 어학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내 배치를 앞두고 현지 임무와 연관된 어휘 및 언어 특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16년 동안 미국 국방어학원에서 일본어 어학과정을 수료하고
일본에서 근무하며 한반도 방위와 연관된 정보작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포병장교과정을 거쳐 베트남 근무를 비롯한 각종 특수작전,
포병, 교관직도 수행한 후 정식으로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지역전문가 (Foreign Area Officer, FAO)로 임명되었다.

1980년, 나는 군에서 제대하여 정보작전 및 분석 역할을 맡아 대북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이 분야에서 31년 간 커리어를 쌓았다. 그 중
1983-1987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2년 간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특별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각종 역할을
수행했다.
수십년간 북한에 대해 읽고, 공부하고, 대북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목표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김씨
정권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사령부
(1978년 11월부터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끄는 전력의 대한민국
방위태세일 것이다. 북한은 반대로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이
소유한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진행 중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은 그 어떤
수단이든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북한 지배 하에 놓인 한반도는 전체주의 국가이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형태일 것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경제적 평안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은퇴 후에도 한반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나에게는 방위조약과 연합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명확하게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독일에서 근무하고 싶었던 내 소망은 1975년
군이 들어준 덕분에 결국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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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전우

70년 전 장진호(CHOSIN RESERVOIR)
전투를 돌아보며
워렌 위드한(Warren Wiedhahn) 전 미 해병대 대령,
MCMA 회원,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참전 생존자협회(The Chosin Few) 회장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이 대성공으로 끝난 후인 1950년 10월,
우리는 작전구역 수송을 위해 승선하여 북한 원산항을 향해 북으로
진격했다. 원산항은 러시아 기뢰로 가득했으므로 여러 날 동안 근처를
빙빙 돈 후에야 상륙했는데 해변에는 “밥 호프가 원산에 도착한 미
해병대를 환영합니다”라는 형식적이지 않은 문구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다.
우리가 원산 앞바다에서 지루하게 대기하던 동안 한국군이 원산을
탈환한 것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트럭에 타고
산으로 향하기 전에 멋진 USO 쇼를 즐겼다. 도로(협곡도로)는 곧
없어졌고 ‘자기 다리’가 우리의 출구 수단이 되었다. 북한군이 인천에서
차단되었고 부산 주변에서 북한군의 동맹군들이 포로로 잡히고
전사했기 때문에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비교적저항을 받지 않았다.
언덕에서 일부 저격수 포화를 받았지만, 재빨리 진압되었다.
미 해병대 창립일인 11월 10일, 군 지도부에서는 “창립 케이크”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후 추수감사절인 11월
26일에는 차가운 칠면조 한 조각과 으깬 감자가 제공되었다. 그때까지
기온은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두세 시간마다 ‘
구호텐트’에 모여 추운 영하의 날씨를 다소나마 피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얻은 흥미로운 ‘깨달음’은 우리가 소총을 텐트로 가지고 가면
금속에 수증기가 맺혔다는 것이다. 다시 텐트 밖으로 나가면 소총이
바로 얼어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그 누구도 얼어붙은 소총을 든
해병대원이 되고 싶진 않을 것이다.).
11월 27일 아침 일찍, 해병대 전우 한 명과 나는 청음 초소에 있었다.
이 초소는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아래로는 긴 골짜기가 있고 서쪽으로
다른 산이 있었다. 나는 얼마 전 집에서 온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
맥아더 원수가 해병대는 크리스마스까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는 신문 스크랩이 동봉되어 있었다. 물론 우리는 그 해 크리스마스에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휘파람, 꽹과리, 나팔 소리가 맑은
산 정상의 공기를 타고 증폭되어 날아왔다.
내 전우가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곧이어 서쪽으로 산 정상에서 처음에 십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소총을 쏘며 공격하는 광경을 발견했다. 중국 지도부에서 미군이 중국
본토를 향해 북쪽으로 공격하면 중국도 참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PLA)이 참전한 것이었다. ‘나머지 이야기(Rest of the
Story)’는 마틴 러스의 ‘브레이크아웃(Breakout)’과 햄프턴 사이즈의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On Desperate Ground)’와 같은 역사 책에
쓰여 있다. 우리는 흥남항 해상 철수를 위한 전투를 벌였지만 수천
명의 전우를 잃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수많은
북한의 산에 묻혀 있다. ‘얼어붙은 장진호’를 회상하며 오해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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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일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장진호 전투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사단장 O. P.
스미스 소장이 이끈 미 1해병사단이 수행했지만, 영국 해병대와 용감한
한국 군인들을 비롯하여 미 육군의 다른 대원들에 의해 병력이 ‘보강’
되었다.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참전 생존자협회’의 현 사무국장은 미
육군 군인으로 ‘태스크포스 드라이스데일’에 있는 동안 포로로 잡혀
남은 전쟁 기간을 중국의 전쟁 포로로 보냈다.
둘째: ‘장진호’의 일부 소리 없는 영웅들은 군목(軍牧), 의사, 미 육군
위생병으로도 알려진 미 해군 의무병이었다. ‘전사들’의 이야기는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장진호에 수여된 17개의 명예훈장이 이들의 용맹, 희생,
헌신의 증거이다.
군목(軍牧)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각자의 신앙과 무관하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도했고,
생존, 가족, 서로에 대해 기도했다. 목사님들은 전방에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전사자들을 위한 종부성사를 해 주셨다.
전사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각자 모두!
의사, 의무병, 위생병
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 특히 의무후송 수단이 불가능했던
초기에 그들이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한 일들에 대해 칭송할 충분한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다. 나는 특히 최전선에 있던 보병 중대 의무병들이
해병대와 같이 적의 포화를 겪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
최근 고인이 된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내 친구, 스탠 울프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삶에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웠던 결정에 대해 말했다. 이는
부상자 분류 중 발생했는데 그때 중상을 입은 해병대원이 첨단 의학 치료
없이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중상을 입은 이들
해병대원들은 치료 텐트 밖에 놓였는데 목사님이 종부성사를 하도록
소환되었고 이들은 결국 동사했다.
나는 특히 70주년을 맞아 이러한 자랑스럽고 유명한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참전 생존자 회원들로 이루어진 협회의 회장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항상 충실한(Semper Fidelis) ‘폭음속으로 계속 전진하라(Continue to
march to the sounds of the guns’.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참전 생존자협회, 2020년 4분기 게재. 저자의
허락을 얻어 다시 인쇄함.

참전용사/전우

대한민국 대구 1966-1967:
남북 간의 두 번째 교전 사태 1966-1969
러셀 코르미칸 (Russell L. Cormican)
A-805 비행장은 서로 몇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사이에 위치해있다. 캠프 헨리에는 식당, PX, 부대 클럽 등 여러
행정부서와 지원팀이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틀에 박힌 하루를 보냈다. 내가 있던 곳은 인원도
부족했고 우리 부대원들은 잘 쉬지도 못하며 늦게까지 근무해야 했다.
가끔가다 북한군이 이 지역에 침입했다는 보고가 있으면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곤 했으나 당시 우리는 그곳에 배치된 유엔군 사령부가
세운 여러 규제, 동원령, 훈련에 따라야만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1967년 말까지 끊이지 않았으며 주로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6월 19일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배치된
대구에서 북한군과의 총격전 중 네 명의 경찰관과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막사에 돌아왔을 땐 해가 저문 지도 한참 후였다.
긴 하루를 보내고 눈 좀 붙이려 하는데 중대장이 갑자기 와서는 전부
일층 회의실로 모이라고 소리칠 때 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중대장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대구 외곽지역의 산에
있는 통신 기지를 지킬 인원을 모집했고 그렇게 나를 포함한 11명이
선발됐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1966년 10월까지 한국에서 단 6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1966년 11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유엔군을 습격하여 미군 6명이 사망했다. 군사학자들은 1966
년 11월부터 1969년 말까지의 기간을 비무장지대 교전 혹은 남북 간의
두 번째 교전이라 부른다.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던 11월, 나는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했던 6
개월간의 힘든 통신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나는 졸업생 몇몇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당시 뉴저지 몬머스 포트에서 루이스 워싱턴 포트까지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알래스카와 일본을 잠시 경유하여 대한민국 김포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ASCOM 보충중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은 후
대구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그렇게 나는 대구에서 A-805 비행장에
있는 대구 마이크로파/VHF부대에서 일하며 캠프 워커에 있는
막사에서 지냈다.

그다음 날 새벽 우린 2.5톤 트럭에 개인 짐과 소총, 탄약을 실었다.
그런데 선발된 11명 중 기초 훈련 때 받은 훈련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전투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11명이 정말 급조되어
그곳으로 보내진 것이다.
우리가 달려온 산길은 그렇게 험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운전자가 아주
훌륭히 길을 찾아 나섰다. 차에 있던 이들 모두 길이 너무 가팔라서
트럭이 굴러떨어지진 않을까 안절부절못하며 험한 산비탈을 올랐다.
우리는 외딴 산 정상에 있는 기지에서 며칠간 지내다 일상으로
복귀했다. 우리가 머물던 곳에서 직접적인 교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당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긴 했지만 그저 일을 대충대충 해결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는
했으나 우리는 그곳에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됐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모두 간절히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곳엔 미 전투부대도 항공지원도 없었다. 어떤 순간엔 실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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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서며 우리가 있던 곳과
비슷한 통신 기지가 하나둘씩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기지들은 인력도 장비도 부족했고 부대원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에 취약했다. 듣자 하니 당시 한국군은
베트남과 유럽의 나토 임무에 우선 배치되어 국내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통신 기지에 우리처럼 아무나 동원시키는 일은 꽤
흔한 일이었다.
1967년 군통신 시스템은 지금과 비교해보면 아주 낙후된
수준이었고 통신 기지는 주로 VHF와 마이크로파 릴레이
기지였다. 만약 기지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통신 시스템 전체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이었다. 비유하자면 자전거 체인과 비슷하다.
링크 하나가 빠지면 체인도 자전거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통신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처해있었다.
대구에서 벌어진 포격전 이후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본스틸 대령(주한미군 사령관)은 오키나와에서 특수부대를
소환했고 고도로 훈련된 병력이 순식간에 대구로 모여들었다.
나로서는 이들과 함께 복무하게 되어 영광이었으며 안심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군과 경찰 훈련을 도맡았으며 교전이 발생할
시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추가 병력뿐만 아니라 군사 자원도 지원받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며 복무할 수 있었다.
1966-1967년 내가 한국에 배치된 13개월 동안 22명의 미군이
복무 중 전사했으며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72
명의 미군이 군 활동과 무관한 이유로 사망했다. 미군은 1953
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66년부터 1969년까지 4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군사학자들은 그래서 이 기간을 두 번째 남북
교전 사태라 부른다.
나는 종종 남북이 항구적 평화체제에 합의하여 통일이 이뤄지길
열망한다. 통일이 언젠간 실현될 거라 믿으며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를 꼭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인들은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삼촌 말씀으로 가게 된 곳이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나는 이에 늘
자부심을 느낀다.

일부 내용은 마이크 코포크(Mike Coppock)의 “전쟁에
가까웠던 날들”, 밥 케른(Bob Kern)의 “우리 또한
군인이었다. DMZ에서의 두 번째 남북 교전”과 인터넷에서
발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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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전우

세대에 걸친
한미동맹의
발전에 관하여
정보영(Sarah Jeong)

한국전쟁과 한미 동맹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는 많지
않다. 동맹 관계 구축에 힘쓴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의 안보를 구성하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70년째 휴전 중인 대한민국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기고문은 동맹의 종합적인 연대기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이 글은 단순히 한미 동맹이
거쳐온 사건을 요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포화를 뚫고 동맹
관계를 지켰던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노력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작성되었다. 정치적이고도 역사적이던 사건 한가운데 있던 이들의
회고에는 한미 동맹의 자세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었다.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휴전 협정 이후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인한 상호방위조약을 이용하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전 시기 미군을 돕고자 수만의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했으며,
1960년대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베트남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북한은 이때가 대한민국을 침공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미 국방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인적
및 물질적 지원의 순위는 베트남과 NATO에 소속한 서독 다음 세
번째다”라고 공표한 때이기도 하다.3 무엇보다 1950년부터 1953
년까지 공산국가로서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북한은 베트콩이 미군을
상대로 승리하기를 바랐다.4

1966 – 1969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전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전 동안 미군에 자원입대한 인원 가운데
일부가 베트남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파견되었다. 만일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배치되었다면 다수가 생각한 대로 한국에서 복무하는 것이 운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비무장지대(DMZ)로 배치되었다.
베트남전에 가려서일까,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발발했던 DMZ
분쟁에 대해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1966년 11월 2일. 북한 군인들이 DMZ에 침투하여 “제2보병사단의
미군 장병 일곱 명과 동행하던 남한 인원 1명으로 이루어진 정찰
부대를 습격했다”.1 이 습격은 1969년까지 종식되지 않은 “DMZ 분쟁”
또는 “2차 한국전쟁”이라 불린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당시 미 대통령
린든 존슨과 영부인이 북한군의 습격과 같은 날에 서울에 방한 차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알고 있던 북한군이 선의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국가 지도자의 안위를 위협함으로써, 미군이 대한민국에
정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려 했을 확률이 높다.2

한국전 참전용사인 크라이튼 후커 중위(예)와 데이비드 벤바우는
1968년 한국으로 자원했을 당시 제대로 된 인력과 물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이
보유한 헬리콥터는 네 대에서 다섯 대가 전부였으며, “적군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관제탑에서 주로 사용했던” 수동 조준경의 초기
모델인 스타라이트 조준경도 부족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은 신형 소총인 M16이 아닌 M14로 무장했음에도 북한의
습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중대 지휘자였던 후커의
중대에는 한 명이 아닌 네 명의 중위가 있어야 했지만, 데이비드는 “
운 좋게도 하급 사관들이 매우 유능했다”라고 회고했다.5 데이비드가
찰리 컴퍼니(Charlie Company)의 사원으로 남는 대신 비무장지대의
소총수로 돌아간 것도 이런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북한의 도발이 정점을 찍은 때는 1968년이었다. 그 해 1월에 북한군은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 다행히도 해당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도층은 큰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 습격
얼마 후인 1968년 1월 23일, 북한군의 정찰 선박이 북한 해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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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하던 미 푸에블로 호를 나포했다.6 도발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던 미군은 참호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소형
감시탑에서 적의 동태를 관찰하며 해당 지역의 순찰을 지원했다. 후커
중위(예)와 데이비드는 비무장지대에 흐르던 전운 때문에 휴식도 없이
매일 오후 4시부터 오전 7/8시까지 감시탑과 참호에서 깨어 있어야 했던
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데이비드에게 최악이었던 시기 또한 1968년이었다. 그는 16개월간
복무한 후 복귀했으나 이때의 기억 때문에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악몽은 비무장지대에서 전우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1968년의 어느 밤 데이비드는 동료 군인들과 함께하던 정기
순찰에 나가는 대신 명령에 따라 참호를 지켰다. 그날 밤 북한군이 순찰
인원을 습격했고, 대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데이비드는 참호에 있지
않고 순찰에 함께했더라면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기 소총을 찾지 못해서 대원들이 그를 남겨두고 가는 꿈을
계속해서 꾸어야 했다. 여러 해 후 데이비드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대원들과 직접 만난 뒤에야 악몽은 멈췄다. 대원들은 친구가 죽은 것이
그의 탓이 아니라고 했다. 그날 밤 꿈에서 데이비드는 자기 소총을 찾아
순찰에 나갔고, 친구를 죽였던 북한군을 사살했다. 그리고 더는 같은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는 그제서야 동료들이 그를 필요로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죄의식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느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DMZ 분쟁”이란 그저 한미 동맹의 역사 속에나
남은 사건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 뒤에는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2008 – 2011
다음 인터뷰 응답자(이하 야전포병장교도 동일 인물을 지칭)는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용산, 오산(제7 공군)에 배속되어 근무했으며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의 DMZ 분쟁 참전 용사들이 그랬듯
그의 복무 경험도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로 인한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DMZ에서 일어난 한미 연합군과 북한군의 총격전은 21세기
국제전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 총구는 한미 연합군만이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까지 향해 있었다.
2010년 3월 26일, 정찰 중이던 천안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하여”
승선했던 46명의 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 대한민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스웨덴이 합동으로 조사한 천안함의
침몰 경위는 2010년 5월 20일 “북한에서 제조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어졌으나8 북한은 모든 연관성을
부인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천안함의 용사들을 잃은 슬픔에서 미처
헤어 나오기도 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1천여 명의 군인과 1600
여 명의 국민이 정주하고” 서울에서 고작 75마일 거리인 연평도를
폭격했다.9

응답자는 한국에 전운이 흐를 당시 포병 여단의 야전포병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미 연합군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비록 전시의 긴장은
날카로웠을지라도,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끈끈한 유대가 주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한미 동맹은 “피로 다져지고 신뢰 속에서
발전해 온” 것임을 강조하던 그는, 미군에 대한 한국군의 증원
체계인 KATUSA를 갖춘 대한민국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감탄을 금하지 않았다. 또한 양국이 함께
감내한 고난 덕에 한미의 동맹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꽤 흐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강해졌다는
평은 놀라웠다. 분명 한미 동맹은 여타의 관계가 그러하듯 북한의
위협과 대한민국의 독재, 경제적 어려움 등 녹록지 않은 시간을 함께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동맹이 이토록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같이 갑시다” 또는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기본
정신을 지켜 왔기 때문이리라.

2014 - 2019
2014년부터 2019년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군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격동이 있던 때였다. 보수 정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진보
정당의 현 대통령인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화염과 분노”를 겪어내고 있었다.
션 모로 중령은 당시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의 유엔평화유지군
총사령관으로서 이 사건들의 변화 양상을 지켜보았다. 총사령관으로
임관하기 전 선배 군 지도자들은 모로 중령에게 “판문점에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2018년 초 그 틀에 박힌 조언이 소용없어졌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다.
두 지도자는 2018년 여름 싱가포르의 회담에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는 유족들과 유엔사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이후
9.19군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엔사의 주도 하에 한국과 북한, 미국
모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지뢰를 제거하자 전운의
긴장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며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었다.10
9.19 군사 합의는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 감정의 골을 허무는 위대한
도약이었다. 공동경비구역 내 신뢰를 구축한다는 유엔사 총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의 지침에 맞추어 모로 중령은 북한군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또한 북한군과의 업무에
다양한 계급과 인종, 성별의 군인을 파견했다. 회담 때는 주로 핵심
사안을 위주로 논했으나, 모로 중령에게 “조니 워커 양주와 말보로
담배 꿈을 꾼다”라고 했던 북한군 장교와의 만남은 묘한 인간미를
남기기도 했다.11
유엔평화유지군 총사령관으로서 모로 중령의 임무는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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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가 오갈 시 판문점의 안보를 사수하고 판문점이 언제든 개방적인
연락 창구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었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교류가
가져다준 이점은 우리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소통도 정치적 담화
못지않게 중요함을 가르쳐준다. 북한군은 유엔사의 군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강력하고 구성원이 다양하며 민주적 군대란 어떤 것인지,
유엔사와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유능함, 이해심, 용맹함은 어떻게 허명이
아닌지를 엿볼 수 있었다.
모로 중령에게는 마르틴 루터 킹의 딸인 버니스 킹 여사가 판문점에서
유엔사의 미국, 한국 군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킹
여사는 평화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 곧 적과의 대화임을 설파했다. 상당
기간 공동경비구역과 판문점은 날카로운 군사적 긴장의 표상이었지만,
모로 중령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경비구역이 대화의 장에 한결
가까워지도록 노력했다. 그간 유엔사의 한국군과 미국군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던 판문점에서 이루어낸 것은
하나하나 역사적인 것이었다. 근 40년간 이루어진 적 없던 북한군과의
소통을 시작하며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회담을 주최했으며, 킹 여사로부터
평화의 진정한 모습을 엿보게 했다.
참전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준 덕에 그의 자녀들도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심지어 그는 다가올 세대가 남북한을 다시
하나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인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을 가장 좋아하는
동화로 꼽는다. (그 이야기를 인터뷰 동안 읽어주기까지 했다!)
우연인지 자녀 중 한 명이 한국과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데이비드는 한국인의 피가 섞인 손주를 얻게 되었다.
포병 장교는 한국에서 복무하던 중 한국인 아내를 맞았으며, 모로 중령의
아들들은 한국에서 언제 다시 돌아가느냐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추억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은 20대에 한국인 약혼녀와 서둘러 혼인
신고서를 썼다. 그들의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복무한 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한국이라는 조각을 품고 있었다.

1 Mike Coppock, “The Korean War That Almost Was,” History
Net, Accessed April 25, 2021, https://www.historynet.com/thekorean-war-that-almost-was.htm
2 “Assaults Al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1966 –
1969,” Weapons and
Warfare, August 20, 2020, https://
weaponsandwar fare.com/2020/08/20/assaults-along-the korean-demilitarized-zone-1966-69/
3 Coppock, “The Korean War.”
4 Coppock, “The Korean War.”
5 James L. Ballou, “Night Vision in Vietnam,” Small Arms
Review, February 21, 2014, http://www.smallarmsreview.com/
display.article.cfm?idarticles=2439
6 History.com Editors, “USS Pueblo captured,” History, Accessed
April 25, 2021,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uss
pueblo-captured
7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1985 – 201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ccessed April 25, 2021, https://www.cfr.org/
timeline/north-korean-nuclear-negotiations
8 “Investigation Result 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 The
Joint Civilian – Military Investigation Group, May 20, 2010.
9 Tania Branigan and Ewen MacAskill, “North Korea: a deadly
attack, a counter-strike – now Koreans hold their breath,” The
Guardian, November 23, 2010, https://www.theguardian.com/
world/2010/nov/23/north-south-korea-crisis-conflict
10 “The Joint Security Area Completes Its Disarmament,” ROK
Drop, October 26, 2018, https://www.rokdrop.net/2018/10/thejoint-security-area-completes-its-disarment/
11 “DMZ Veterans Webinar,”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March 17, 2021, https://kdva.vet/event/kdvas-dmzveterans-webinar/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음은 큰
행운이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이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인터뷰어로서 느꼈던 감정과 한미 동맹이 걸어온 길의 뜨거움을
한시라도 빨리 전달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동맹의 양상은 다양하다.
한미 동맹은 그 가운데서도 복잡하면서도 깊고, 또한 가능성이
충만한 양태를 띠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보안 영역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욱 막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동맹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막연한 정책이나 서류가 아닌
사람이다. 그런 동맹도, 이들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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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전우

미8군 통역사: 한미 양국 소통의 가교(기架橋)
저는 2017년 12월 대한민국 공군 통역장교로 임관하면서 군과의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AFIOS(공군통역장교회)
에도 이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학장교 훈련 및 보직시험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에 보직을
발령받아, 맥스썬더, 비질런트 에이스,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등
연합공중훈련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한 통역 및 협조를 담당했습니다.
그 뒤, 연합사로 보직이동을 하여 연합사 작전계획을 포함한 연합합동
차원의 군사정치 사안들에 대한 통번역을 담당했습니다. 중위로
만기제대한 후로는 미8군사령부 통역관으로 재직중이며, 지상군
위주의 각종 통번역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KDVA와의 인연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한미 동맹에 연관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 덕분에 통역관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특히, 실무장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이 겪은 양국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떠올리곤 합니다.

김도연, 미8군 통역관
이력:
-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부 통역장교
(2017년~2019년)
- 한미 연합군 사령부 통역장교
(2019년~2020년)
- 미8군 사령부 군무원 통역관
(2021년~)

한국 장교와 미국 장교 모두 너나할 것 없이 상부와 지휘부로부터의
지침에 항상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로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묵묵한
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론 이게 한미동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들처럼 한미동맹의 한
자락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기억들이 듬성듬성 생각날 때마다 존경심이
스며듭니다.
이런 군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한미동맹이 때로는 양국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지만, 동맹의 모든 일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면서 선배들과 전임자들의
협력정신을 이어받고 있으며, 또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를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역 후 여전히 국군과 미군을 뒷받침하는 것에, 그리고 한미동맹의
유산에 대해 계속해 널리 전파하고 교육하는 KDVA를 위해 일하는 것에
개인적인 자부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인 AFIOS(공군통역장교회) 역시 KDVA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대신 전합니다.
KDVA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버텨내고,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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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최고의 안보 교육은
경험하는 것이다.
문경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양 모두에 존재하는
말이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이 격언에는 경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경험이 확고한 진리로 늘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의 질적연구 분야에서는 인감의 오감(五感)마저도
왜곡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같은 물리적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적 수사가 다를 수 있고, 하나의 색깔이 어떤 색깔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며 때로는 우리 눈에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경험은 여전히 막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이 경험이 쌓이고 다수가 가세하면 그것은 이내 진리에 가까운
사실처럼 쉽게 받아들여진다.

수업의 한 부분으로 처음 인식됐다.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지근거리에서 체험하면서 ‘동맹’이라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챕터를 몸으로
체험했다.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일부가 되어 체험을 한
것이다. 이등병으로서 자대에 배치되고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출근하며,
미군들 사이에 홀로 동떨어진 카투사였던 나는 특별히 ‘안보’를 체험할
만한 요소들은 없었다. 나는 우연히 키리졸브 훈련에 차출됐고 무턱대고
한미연합사 산하 모 지휘통제소에서 기밀을 번역하고 통역장교들과 함께
개인 통역과 일일 브리핑을 담당하게 됐다. 어리둥절하며 2주간의 파견이
막 시작됐을 때 한 한국군 상사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넸다.

“해봤어? 해보고 나서 그때 말해!”

“자네, 지금 보고있는 저 통역장교 하는 저 브리핑 있지? 저거 이제 자네가
해야 돼.”

나는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특히 학부시절에는 국제정치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 공부를 했다. 내게 ‘안보’는 그렇게 당연한 전공

눈앞이 깜깜했다. 영어는 둘째치고, 한국말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군사용어들 투성이었다. 덜컥 겁도 났다. 하지만, 내가 이 곳에 파견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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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변함이 없었고, 어떻게든 나는 미군들과 연합사 소속 한국군
사이에서 내 역할을 해내야만 했다. 주저할 것 없이 나는 어두컴컴한
지휘소의 커다란 전광판에 보이는 수많은 약자들과 군사 용어들을
모조리 적었다. 그리고 쉴새 없이 돌아다니며 여유 있어 보이는 미군들과
한국군 장교들에게 그 뜻을 묻고 또 물었다. 오기가 났다. 첫날부터 그렇게
생존을 위한 공부가 시작됐다. 훈련 이틀 차가 됐다. 내 근성이 제법 맘에
들었는지 화려한 황금 별의 공수 휘장을 달고 계신 이 소령님께서 내게
첫 번역 미션을 주셨다.
한글로 번역을 해오면 본인이 교정을 해주며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정말 고마웠다. 그분은 또 어디선가 한미연합사
군사용어집(영한사전)을 가져다주셨다. 그렇게 도움에 힘입어 나는
점점 파견 임무에 적응을 해나갔다. 약 사흘을 초인적으로 생존만을
부르짖으며 버텼다. 그러자 드디어 훈련의 맥락과 군사용어에 대한
이해가 쌓였다. 신기하게도 말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워게임을 지휘소에서 참관하며 브리핑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그때의 분위기를 회상하자면 정말 실전을 방불케 했다. 위성사진과
현황이 가득 담긴 전광판을 보며 합참과 끊임없이 전화하며 다급한
작전의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것이 내가 진지하게
한미동맹을 경험한 첫 사례였다. 이후 나는 숙련도가 쌓이고 보직이
시니어 카투사로 변경되면서 육군과 공군을 넘나들며 한미 양국의 크고
작은 협력의 현장에 사령관들을 모시고 참여했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미동맹은 양국의 상호 국익이 확보될 때
유지된다. 예컨대, 한국의 입장은 미군의 첨단 자산과 숙련된 인력을
주한미군을 통해 매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대북 억제효과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미국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한반도에
주둔시킨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 및 북한에 대한 견제와 완충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군사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억제 효과와 안보의
안정성 덕분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원화의 가치가 유지되며, 분단된 정전국임에도 해외투자가 원활하게
유치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한번쯤 우리는 ‘확고한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수사가 한미 대통령과 고위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수시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을 굳이 공개적으로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군복무 시절 가깝게 경험한 일련의 한미연합훈련과 2년간의 군생활
덕분에 습관적으로, 혹은 뜬구름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경험했다. 삶이라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르는 재미가
있다. 그때의 경험이 강렬했던 것일까? 수많은 의전과 통역을 담당하며
한 발짝 옆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한미동맹과 안보 정치가 젊은
날의 지식과 내공으로 승화되어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 말이다.
안보를 마치 정치에서 하나의 분야일 뿐이라고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겪어온 우리 한국인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의 중요성과 그 커다란 역할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동맹이 수행하는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고 간과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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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정치는 경제, 기술 등 커다란 담론들이 서로 얽히는 복잡한
토론의 장이며, 치열한 국익에 대한 계산과 협상, 그리고 흥정
(bargaining)의 결과물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정자(爲政者)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끝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바로 그 예다. 안보적으로 미국과
적대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약25
퍼센트에 달하니 이 얼마나 미중사이에서 큰 딜레마를 겪는가? 매
순간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관계도 지키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찌 고민없이 쾌도난마(快刀乱麻)하겠는가! 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보를 공부하며 창의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그
시작점은 필자와 같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작은 체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필자소개:
문경준(Moon, Kyung Jun)은 35방공포여단 소속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2021년 현재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Foundation)에서
외교, 안보, 국방분야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출처:

미8군 35방공포여단 PAI, 왼쪽에서 세번째가 필자.

안보/전략

한미연합 68년을 넘어
황세영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을 제지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 사건이 동맹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미친
영향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의 글은 각 사건의 한미동맹에
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동맹이 차후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하는지 사건별 함의를 끌어내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베트남전

한미동맹이 올해로 68년째다. 한미동맹은 휴전 협정으로부터 3
개월 후인 1953년 10월, 한미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하면서
결성되었다. 한미 양국은 위 조약에 서명하면서 어느 한 나라의 안보가
위협당할 시 상호적으로 협력할 것과 한국과의 협의하에 미군이
정주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서약하였다. 이렇게 상호방위조약은
60년 넘게 한국의 안정성을 보장해온 한미 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양국의 동맹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공고해졌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다. 20
세기와 21세기를 지나오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동맹을 수정 및
보완해왔지만, 양국은 간혹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베트남전, 냉전 종식, 9.11 테러 등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북한의 대남 위협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고자 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북한으로부터 가해질

1968년, 한미동맹에 충격을 준 두 사건이 있었다. 1월 21일 관저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의 1•21 사태가 있었으며, 이틀
후에는 북한군에 의해 미 푸에블로호가 피랍되는 사건이 발발했다.
두 사건에 관한 각기 다른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의 차이는 한미동맹
내에서 의견 분열을 일으켰다. 한국은 위 사건을 무력 통일을 위한
북한의 사전 공작으로 인식하여 보복 작전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사건이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군을
지원하는 데 본뜻이 있으므로, 한국군이 주장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보복 작전
대신 북한과 비밀 교섭을 하여 피랍 군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제지하는 데 의견이
합치되었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상호 간의 불신을 가져왔다.

냉전 종식
냉전의 종식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으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쪽으로 조력해 왔으며, 한국은 소련을 억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양국 모두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를 차단하려 했다는 뜻이다.
냉전이 종식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하였다.
한국은 북한을 “협력 관계”로 보기 시작했고, 통일이라는 오랜
열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
아래 대한민국은 초기의 태도를 수정하고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였다. 반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유화 정책이 안보에
기여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안정성을 위해 초기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특히 노태우 정권과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 체제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Secretary of War William Howard Taft (Left) and Prime Minister of
Japan Count Taro Katsur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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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담화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으나, 부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화합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9월 11일 테러 사건
9/11 테러라는 하나의 사건이 한미 양국의 대북 인식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는 동맹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질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9/11 이후 신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등장은 한미 동맹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일방적인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동맹 관계가 약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주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안보협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대한민국에
걱정스러운 일이었으며, 북한 문제에 관한 상충하는 양국의 입장은
문제를 악화시켰다.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부터 대량학살 무기(WMD)의
논의하는 데 강조점을 두자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여지는 좁아졌다.
즉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대량학살 무기라는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었다.

한미 동맹은 분명 피할 수 없는 도전 과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더 극적으로 전개될 여지도 있다. 저마다 가진 입장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이
합의를 이루어 협력할 때 대북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노태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안보를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목적에 잘 부합했기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실행될
수 있었다. 김대중과 클린턴 행정부 또한, 각자의 햇볕정책과 연착륙
정책이 북한을 차근차근 변화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졌기에 밀접한
관계로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는 명백하다. 북한의 최근 도발 추이를 볼 때, 대한민국과 미국의
긴밀한 의견 조율은 오늘날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한미 양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전략이 다른 한쪽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안점을 정직하게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가다듬고 조율을 거쳐 연합 전략을
고안해내야 한다. 대북 전략을 논할 시에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참조

이와 같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
명백히 드러나 보였다. 그들의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마다 날카롭게 갈렸다. 노무현 행정부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라고 믿었던 반면, 부시 행정부는
비핵화의 결과 평화 체제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부시 행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지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점을 달리했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다른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 Kim Sung-han, “From Blood Alliance to Strategic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eptember 2010.
-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ssessing ROK-U.S. Relations and Its
Prospects”, http://en.asaninst.org/contents/assessing-rok-u-s-relations-and-itsprospects/, (Date: 2020.05.03).
- Voice of America, “기획: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년] 1. 장기교착의 시발점: 빅딜 vs
단계적 접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hanoi-special, (검색일:
2020년 5월 3일).
- 동아일보, ”김홍균, 중재자? 우리는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7/96719738/1, (검색일: 2020년 5월 3
일).

위 세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할지라도 특정 시기에는 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의견이
어긋났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이익과 전략적
선택지를 한반도 내의 일로 국한하는, 국지적 차원의 접근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은 동일한 사건을 국제적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한미 동맹을 미국의 대전략의 일부로 본다.
일례로 1968년 북한이 일으킨 안보 위기 때, 대한민국과 미국의 의견
불합치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사태를 분석하는 관점 차이였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본 반면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군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냉전 시기 양강 대국의 하나였던 미국의 주요
목적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으므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거대한 공산당 운동의 일환으로 여겼다. 대한민국의 입장이 미국과
달랐던 것은 한국이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당시
북한과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각
사건을 마주하는 그들의 입장은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의견 불일치는 세계 질서라는 큰 틀 안, 두 나라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했다. 한미 양국 모두 각자의 환경에 맞게 저마다의 전략을 고안한다.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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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비평편집위원회. 『갈등하는 동맹 – 한미관계 60년』 (경기도: 역사비평사, 2012).
- 최중경.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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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사이버 강대국으로의 북한
김제훈

글로벌한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과 달리 고립된 북한의 인트라넷은
1996년 ‘광명’이라는 이름 하에 출시되어 국내 도서관, 연구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Pinkman, 2017). 북한은 도서관을 현대화
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과학기술전당’을 건립하여 공장 노동자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진행했다 (통일부, 2021).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핵 무기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함께
고려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조합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 이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이버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요 지도부 회의와 미사일 개발 같은 이슈로
덮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찰총국의 지시 하에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이를 통해 20억 이상의 외환 수익을 올렸다
(유엔안보리, 2019). 이와 같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으로
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리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엔 제재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가장 활발한 위협은 핵 개발보다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이다. 핵 개발은 진행 중이긴 하나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반면
북한 해커 그룹들은 군, 기업, 언론, 은행,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킹을 감행하고 있으며,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을
겨냥한 핵무기와 포병력은 존재 만으로도 협상력이 생기는 능력이나
초래할 수 있는 후폭풍으로 인해 실사용은 되지 않는 칼이라고 치면,
사이버 공격은 후폭풍 없이 바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칼이다.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
북한은 중국이 일명 ‘만리방화벽 (Great Firewall)’으로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 네트워크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연결을 차단했다.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정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소규모 수준이다.
평양 내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되고 있다고는 하나 고위계급자 계층에
제한되어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는 북한 전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정부 기능을 디지털화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성분2.0은 북한
정권이 특정 주민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빨리 파악하여 북한 주민 전반에
대한 트래킹을 강화하고 통제력을 제고하는 체계이다 (Collins, 2012).
북한 정권은 이와 같은 주민 통제를 위한 사이버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민들의 사이버 접근성을 완화해줄 가능성은 낮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자급자족하고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전에 있어 북한에게
비대칭적 이점을 선사한다 (Libicki, 2016).
북한의 사이버 교육
북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이해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커 군단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 북한은 1980년대 주체사상
아래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기술 및 과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에 집중했다 (통일부, 2021). 그리고 김정은은
컴퓨터과학 및 정보기술 수업 창설을 명해 해당 분야 내 고등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했다 (통일부, 2021).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 영문으로 구성된 정보기술 분야에서 더
손쉽게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북한의 정보기술력은 핵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권의 과학기술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추진력을 얻은 북한의 교육체계는 바로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들을
양성할 수는 없더라도 최고의 후보자들을 찾는 필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었다. 후보군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북한은 관련 분야의 중국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미림대학교는 매년 1,000여명의 해커를 훈련시키며,
선발된 해커들은 중국의 최상위권 교육기관에 파견된다 (U.S. Army,
2020). 북한 해커들은 북한 내에서 접하기 어려웠을 최신 툴과 테크닉을
접하게 된다.
사이버 활동의 촉매제
인프라도 부족한 북한이 어떻게 사이버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관점으로 봐도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글로벌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며,
심지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특히나 더욱 발전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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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은 사이버 영역 자체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버 활동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전 국장 마이클 로저스
(Michael Rogers) 예비역 해군 대장은 사이버를 “위대한 이퀼라이저 (the
great equalizer)” 라고 부른 바 있다. 북한은 다른 분야에서는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나 사이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상용 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저 일반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기본적인 장비는 완비되는 것이다. 상기했듯, 북한은 엘리트 지도층을
훈련시키고 중국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사이버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에서 대체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해커들은 벨라루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에 걸쳐
작전을 수행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2021). 위와 같은 국가에서
활동하면 각 국이 갖추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흔적을 지우고 포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보기술 자체의 특성도 사이버 활동을 촉진시켰다. 인터넷은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이다. 이메일, 암호화, 비트코인,
취약성 평가 도구 같은 기술은 북한이 쉽게 악용할 수 있다. 북한 해커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며 취약성 공개 절차에서 취득한 악성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타겟의 데이터를 암호화했고,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물론 북한의 해킹 공격은 러시아나 중국
해커들의 공격만큼 발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력적이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북한이 악명을 떨친 첫 사이버공격은 소니 (Sony Pictures Entertainment)
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었다. 2014년 당시 해킹공격의 발단은
김정은을 희화하하고 비판적으로 그려낸 영화 ‘인터뷰’였다 (ChanlettAvery et all, 2017). 당시 요구 중 하나가 영화 상영 취소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국이 정권 비판적인 영화를 차단하거나 보이콧하여 이미지를
보호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이어진 대규모 공격이 바로 앞서 언급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현재는 랜섬웨어가 잘 알려져 있지만, 북한이 최초로 이와 같은 공격을
글로벌한 스케일로 감행한 경우이다. 150여 국가에 걸쳐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음 겪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익만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데이터 손실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미친 피해는 대략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Kaspersky, 2021).
코로나-19 상황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백신개발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북한 해커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직원을 상대로 링크드인, 왓츠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스카우트 제의를 보냈다 (Stubbs, 2020).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2021년 1
월 창립된 북한의 일명 ‘325국’은 김정은의 직속 명령을 받아 백신기술에
집중했다고 한다 (Department of Health, 2021). 이와 같은 예를 통해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사이버를 도구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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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정은은 사이버의 중요성을 한층 격상시켰다. 사이버를 핵 프로그램과
같은 “전방위적 무기”라고 언급하며 교육, 외교, 군 조직 등에 대한
포커스를 조정하여 사이버 활동을 지원했다 (Ioanes, 2020). 핵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된 억제력이라면, 사이버는 내외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 필수 인프라,
사회 기능 등이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목표물이 널려 있는 환경인 셈이며, 후폭풍 걱정 없이 우리의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 또한 자체적인 인트라넷이 전세계 및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사이버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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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미사일 방어에 대한 균형 잡힌
전략적 접근법
놈 스피비

국가 및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의 연구, 개발 및 배치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다. 70년이 지난 지금, 미사일 방어는 거의 전적으로 또 다른
총알로 총알을 명중시키는 것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복합적인 기술적
역량에 의존한다. 외교 및 경제적 힘의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전략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은 군산복합체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 준다. 전략적 접근법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사일 방어 보호의 배경적 동인을
이해해야 한다.
탄도 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현대전에 도입되었고 점차 파괴적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긴 사정거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생산의 용이함으로 인해 탄도 미사일은
많은 국가의 전략적 무기 체계가 되었다. 탄도 미사일은 숨기기가 쉽고
발사 전에는 적이 겨냥하기 어렵다. 게다가 탄도 미사일이 일단 공중에
뜨면 타격 목표가 된 적이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대량살상무기
(WMD)와 연동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그러한 국가들은 그 자체로
적에게 공포를 주는 군사적 수단을 보유한 셈이다. 극초음속 및 기동식
재돌입 비행체의 최근 개발로 미사일 성능은 더욱더 개선되었다. 탄도
미사일은 거의 국력의 군사적 수단을 초월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익
추구를 위한 유일무이한 강제적 수단이 되었다.
기술은 오랫동안, 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 왔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술적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그러한 체계의 복잡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을 쓸 때 고려해야 하는
4가지 기본 범주가 있다. 첫 번째는 요격이 일어나는 비행 단계(발사
전, 부스트단계, 중간단계 또는 종말단계)다. 두 번째는 요격기의 위치
(지상, 공중, 해상 또는 우주)다. 세 번째는 요격기가 사용하는 격추
메커니즘이고, 고려되는 마지막 범주는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감지기의 유형/위치다.1
이러한 4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범주를 고려하면 탄도탄요격미사일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비행의 중간단계는 탄도 미사일의 탄도
궤적이 최고에 도달하여 위협 탄도 미사일이 가장 취약한 때이다.
그러나 이는 위협 재돌입체가 기동하거나 타격 체계를 혼동시키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러 다른 고려 사항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추가하면 미사일 방어체계 특유의 복잡성이 제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내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성공적인 미국의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를 여러 미사일 방어체계 중 그저 한 예로 고려하면 이러한 방어
능력에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만
GMD는 개시 후 비용이 3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을 위해 거의 2천억 달러(물가
상승 보정하지 않음)를 투입했다.2 재차 말하자면 이는 하나의 국가
수준의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와 관련된 비용의 한 예에 불과하다.
다른 여러 개발 중이거나 세계적으로 배치된 전술적이고 작전적 수준의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가 존재한다.

주한미군전우회(KDVA) 한미동맹 저널 : 2021-3

20

재정지출만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비용에 대한 논쟁의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비용도 존재한다. 미국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ABM] Treaty)에서
탈퇴하고 알래스카에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 정치적
비용이 발생했다. ABM 조약 탈퇴, GMD 체계 배치, 전진 배치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 강화는 일부 미국의 외교 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및 재정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사일 방어
능력 추구를 지속해야 한다. 효과적인 탄도 미사일 방어의 이익이
재정 비용이나 정치적 위험을 훨씬 상회한다. 향후 미국과 동맹국은
완전히 개발되고 지속가능한 탄도 미사일 방어의 보호막 아래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사이에 다른 전략적 접근법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믿을 만한 강압적 요소를 유지하는 한편 설득력 있는 외교와 경제적
유인책의 균형 잡힌 접근법이 적들에게 탄도 미사일 야욕을 포기할
경우 이익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방법이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다. 아마도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일부 냉전 시대의
조약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하거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나라들의 의욕을 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목표한 경제제재가 미사일 방어를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법이라고 말한다. 정보기관과 과학계는 잠재적인
적들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나 기술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목표한 경제제재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의 획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추가적인
개발을 지연시킬 것이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의 실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 자본을 쏟게 할 것이다. 일부는 적들이 불가피하게 붕괴할
때까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압도적으로 우수한 기술적 군사 역량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이 소련을 제치고 냉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돕는 데 유효했지만, 시대가 변했다.
미사일 방어 능력은 탄도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전략
내에서 필요한 수단이지만 미사일 방어 전략은 전략적 접근법 간
균형이 적절히 필요하다. 70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기술 해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한미동맹이 탄도탄요격미사일의 기술적 발전을 훌륭하게
이루어 왔듯이 잠재적인 적들은 자신의 양적 및 질적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다.
균형 잡힌 미사일 방어의 전략적 접근법은 국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행동을 바꾸기 위한 외교와 잠재적인 적의 결정적 탄도 미사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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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부품 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목표한 경제제재가 미사일 방어
전략 내 필수적인 수단이다.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경우, 이 균형 잡힌
접근법은 적의 장거리 핵 탑재 탄도 미사일 개발의 야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균형 잡힌 접근법은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진보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을 완성하는
데 시간을 벌어준다.
이 기사에 나타난 견해, 의견, 성향은 저자의 것이며 미 육군 또는
국방부의 견해, 의견, 성향을 반영하지 않는다.
저자 설명.
놈 스피비는 퇴역한 미 방공 포병 대령으로 그의 군 이력 중 한국에서
3번의 임무를 명예롭게 수행했다. 저자는 지속해서 국방 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매주 자신의 블로그(www.normspivey.com)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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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력 증강 전략
이만석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신형 보병차량, 주력전차, 초대형
방사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술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과시하고 개발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편, 한국은 F-35 스텔스기와
KF-21 전투기 개발, 현무-2/3/4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획득함으로써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남북한이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고, 이는
우발적인 무력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자발적인 군비축소에 나서는 동시에 외교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군비통제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은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을 중단해야 하는가? 만약 한미동맹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사력 증강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한미동맹은 어떤 종류의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가?
군비경쟁에는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 군비경쟁’과 ‘의도된
(deliberate) 군사력 증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용-반작용 군비경쟁이란 한 국가가
특정 무기체계로 군비증강을 하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군비경쟁의
결과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어느순간 한쪽이 선제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전문가들은 작용-반작용 패턴의 군비경쟁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군비 경쟁의 결과가 항상
재앙적인 것은 아니다. 군비경쟁이 위기 고조의 필요 조건인것은
맞지만,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정치의 영역 안에서 결정된다. 또한
계획적인 군사력 증강의 결과로 상호 전략적 균형이 달성되면, 어느
한쪽도 먼저 선제공격을 할 인센티브를 상실해 안정한 상태가 달성
될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동맹과 북한이 작용-반작용 군비경쟁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지하

기지에 비축하자, 한국은 큰 탄두중량을 가지고(2000kg) 북한의 지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올해 3월 한국의 현무-4 미사일보다 더 큰 탄두중량
(2500kg)을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최근의 시험에서 약
60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작용-반작용 군비경쟁에는 두 가지 큰 함정이 있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반복적인 작용-반작용이 의도치 않은 군사행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북한은 군사적 균형이 더 불리해지기
전에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전략적 핵 위협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북한의 전술핵과 첨단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략 핵위협을 억지하는 데 엄청난 관심과 자원을 쏟아 부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와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이러한 작용-반작용 군비경쟁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력 증강 자체를 중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을 억제, 방어, 격퇴하기 위해 의도된
군사력 증강을 이루어야 한다.
의도된 군사력 증강 대한 세 가지 접근법
의도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i) 열등
(inferiority)전략, ii) 우월(superiority)전략, iii) 동등(parity)전략.
열등전략이란 약소국이 군사적 균형과 관련해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비대칭적 확전(asymmetric escalation)태세를
취함으로써 군사력 우위에 있는 국가의 강압을 억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우월전략이란 강대국이 경쟁국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군사력
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군사력 우위에 있는 국가는
열등한 국가가 군사적 도발과 모험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보복(assured destruction)태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등전략은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대등한 상대로 인식하고, 현재의
전략적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 상태에 대한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군비통제나 상호취약(mutual vulnerability)상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고 안정을 유지한다.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한미동맹은 우월전략을 추구해 왔고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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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확고한 보복’태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저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무장과 재래식 첨단무기로 인해 동맹의 우월전략이 위협받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전문가들은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 한미동맹의 가치, 그리고 한국의 국내적 고려사항과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선택은 군비축소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등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은 일방적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위기
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전적으로 의존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필요한
재래식 군사력만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북한처럼 악의적인
상대에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한국이 군사력을
축소할 경우 북한은 강압적 전략을 택하거나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
현상변경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는
한미동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은
한미동맹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주로 군비통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등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군비증강을 제한해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한의 군사력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발전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위협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 강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이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보를 더욱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사실, 군비통제는 북한같이 국가 간 협정을 뒤집은 이력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할 때에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확고한 검증체제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러한 검증체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세 번째 방안은 북한을 상대로 모든 영역에서 우월한 군사력 상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민감성,
세계 경제에서 한국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간 생명의 신성함,
민주적 가치의 고결성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위의 세 가지 전략 중,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
환경을 유지하려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표를 감안할 때, 이 전략은
가장 낮은 전쟁위험을 내포한다. 게다가, 억제력에 기반한 관여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핵무기의 유용성을 낮추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한미동맹이 다른 전략보다 우월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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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들
한미동맹이 작용-반작용 군비경쟁의 역학관계에 빠지지 않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북한의 핵
및 재래식 하이드리드 위협을 상대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군사력 증강
전략과 이러한 군사력 증강의 최종상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 집단
간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컨센서스(consensus)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이는 말로하기는 쉽지만 실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이 절차가 생략된다면, 이전에 했던 전략적 노력을 위로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과오가 반복될 것이다.
둘째, 미국이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력 투사 조건과 관련해
받는 제약 , 북한의 전략적 핵 능력과 사용방법, 그리고 북한의 현재
재래식/핵 하이브리드 능력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및 작전적
가정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하이브리드 위협을 억제, 방어,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전술 핵 및 대구경 방사포
위협에 대비해 공군기지, 해군항만, 주요 군사시설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억제와 방어 실패 시 북한의 핵과 재래식
공격을 격퇴하고 충분한 보복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지상군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군 지도부의 핵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군사력 증강 전략을 비핵화 전략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소통을 늘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바라는 주변국들의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군사력 우월전략과 억제력 기반 관여정책을 통해 북한이 핵
모험주의를 회피하고, 자신의 핵무기에 거는 기대를 낮추며,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안보/전략

주한미군기지 반환
By LTC Byung C. Kim and Lt Col Israel D. King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체결 이후 군사력 증강과 기술의 진보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뛰어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 수호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한반도 주둔 규모를 축소해왔다.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반환이 가장 눈에 띈 변화였다. 반환된
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및 상업 시설, 대학교, 공원,
산업 공장 등을 세우며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과 생태계 개발을
이어갔다. 197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한때 주둔하던
부지의 93% 이상을 대한민국에 반환했다. 약 30만 에이커(약 1,214
㎢)에 달하는 크기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용산 미군 기지가 일부
반환되었고, 더 많은 부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한미 양국이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협력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을 식민지 삼으려
했던 일제는 1910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였고 이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 선언이 있을 때 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일본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무력으로
조선의 토지를 몰수하여 빼앗은 부지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무기를 생산하며,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였다.일본의
패망 후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군은 한국이 있는 38선 이남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일본이 두고 떠난 군 장비 및 시설을 활용했고
서울의 중심에 용산기지를 세웠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 규모가 크게 확대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토지의 면적도 늘어갔다. 국방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군에 추가 부지를 공여했다. 1970년 초에 이르러서는 미군이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토지가 328,000 에이커(약1,327㎢)에 달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크게 축소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반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는 성실히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반환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방부
외에도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각 지방 정부, 심지어는 역대
대통령들이 해당된다. 반환될 부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반환
시기도 다르겠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특히나 힘든 일일 것이다. 따라서 반환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현재 부지 반환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협정이 있다.
2000년대 초 한미 양국이 체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으며
현재 이행중인 국제 협약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and
Partnership Plan)'와 '용산기지 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Plan)'이다. 서울 북부에 위치한 미군 병력과 시설을 이전하여
서울 이남 지역의 군 시설과 통합하되 주로 평택과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의 목적이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로 이전하고 기존 용산 기지를 활용하여 ‘서울형
센트럴 파크’로 만들자는 것이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목적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의 경우, 기지 이전을 위한 적합한
장소 선정이 유보되면서 일부 지역의 반환이 늦춰지고 있지만
기지 이전 노력은 거의 완성단계이다. 반면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인 캠프 험프리의 경우, 작은 규모의 두 개의 부지만
반환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연합사(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등 아직 이전하지 못한 군부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반 시설이 정상 작동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용산 기지의 반환은 35년 이상 지속된 일본의 지배와
한국이 미국에 부여한 수호자의 역할을 70년 간 이어간 뒤에
이루어졌고, 현재 주한미군 본부, 미8군, 주한 미군 해병대,
주한해군사령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반환이
불러오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볼 때 추가부지를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주한미군기지 면적은 1970년대 초 328,000 에이커(약
1,327㎢)에서 크게 감소하여 현재 25,000 에이커(약 10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주한미군은 206 에이커(약 0.8㎢) 규모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를 포함하여 최소 425
에이커(약 1.7m2) 규모의 부지를 올해 추가로 반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한미군은 용산 기지 추가 반환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
서울형 센트럴 파크’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계약 조건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재정 지원
방법, 반환 방법, 반환 기간 등 반환 과정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대 425에이커(약 1.7㎢)에
달하는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미군측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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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이루어지면 이는 총 6,932에이커(약 28㎢) 규모의 서울
북부 23개 군영을 반환했던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반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군사력과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군은 서울
이남 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활동이 지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해 작전상 더는 필요하지 않은 부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참조
https://globalpeoservices.com/top-15-countries-by-gdp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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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
새로운 국제 평화 작전을 위하여
매츠 잉만(Mats Engman)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 수석군사연구원, 스웨덴 공군 소장(예)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연혁과 설립 목적
1953년 7월 27일, 한국은 약 2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무력전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원은 전투를 중지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며, 한반도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을 기조로 삼아 한국전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치적
해법은 미진한 상태다.
휴전 협정 체결은 비무장지대(DMZ) 설정, 군사 정전 위원회(MAC)
설립,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 구성으로 이어졌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설립한 정전 위원회의 기능은 “휴전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것이었다. 정전 위원회와 양측의 고위 각료들에게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DMZ 바깥에 대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요약하면 휴전 협정의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군사 장비 또는 군사적
행위에 제약을 부과하는 완충 지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군사 정전
위원회에 비무장지대 내 무장 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셋째,
중립국 감시위원회(이하 NNSC)는 정전 위원회를 필요시 보조하고
비무장지대 바깥에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 어떠한
행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실행 계획의 표준도 없으며, 행정 지원
또한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NNSC는 군사분계선의 양측에서 시찰
업무를 진행해야만 했다.
NNSC의 역사는 세 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1953년부터 1995년까지의
첫째 장에서 NNSC는 40년간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남북한 쌍방의 의사전달 기구 역할을
했다.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북한이 NNSC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NNSC 대표단을 강제 축출시킨 1995년부터
2010년까지가 두 번째 장이다. 해당 시기의 NNSC의 활동 범위가 매우
좁았음에도 판문점에서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그 역할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폴란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NNSC 동맹국이며,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 분할된 이래 후임 국가가
지정된 바는 없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3장에서는
휴전 협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시기 유엔사,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는 아홉
가지의 세분화된 과업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 협의의 내용은 “휴전 협정에
입각한 NNSC의 정전 시 의무 사항과 공헌 방향의 확장”으로 2016년
명문화되었다. 위 글에 명시된 과업들은 세 가지 항목 이하에 정리할 수
있다,
- 비무장지대 내 유엔군 사령부 군사 정전 위원회의 활동 감찰
- 교육 활동과 원조
-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한국군 훈련 참관
NNSC가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한국뿐이며,
한국의 휴전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수호하는 유엔사 사령관의 요청
하에 가능하다. 이 과업들 모두 훈련 참관, 교육과 원조 행위, NNSC의
비무장지대 내 활동 가능성과 연관을 맺고 있다.
NNSC는 위 협약에 따라 적대 행위의 억제, 상호 간 군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
한국군, NNSC 사이에 강력한 공조 체제와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었음은
물론이다. NNSC가 휴전 협정 당시 제시된 과업을 수행한 보고서는 남북한
양측에 제출되지만 새로운 협약 후의 결과 보고서는 유엔사와 한국군에만
보고된다. UN에는 그 어떠한 독자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역할
1953년도부터 지금까지, 스웨덴과 스위스가 한국의 NNSC에 소홀했던
순간은 없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가을부터 휴전 협정 체결 때까지 UN
군에게 야전 병원을 제공한 스웨덴이야말로 한국의 적극적인 우군이기도
하다. NNSC의 동맹국으로서 스웨덴은 한국과 역사적, 군사적, 개별적으로
깊은 우정을 쌓아 왔다.
스웨덴이 한국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70년의 세월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동안 스웨덴은 양국 간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담화를 위한 통로로서, 관계의 중재자이자 우호적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스웨덴

내에서는

NNSC에

기여한

정치

지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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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면서도 확고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의 독립성과 국제
협약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성상 비침략적인 스웨덴의 외교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스웨덴이 NNSC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스웨덴 외교관과
정치인은 소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며, 스톡홀름과 워싱턴 사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 한국에서는 스웨덴 대사가
NNSC 동맹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군 파견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유엔사 사령관의 안보 및 정보 월례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NNSC 동맹국으로서 스웨덴은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치적, 외교적,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립국으로서의 외교적
통찰과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비핵화 문제, 적대 행위 억제, 국가 신뢰도
및 안보 구축 수단,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등을 논하는 다자간 회담에서
이상적인 동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
내 경험을 회고하자면, 한국 본토와 비무장지대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물론 한 개인으로서도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웨덴 대표단의 장으로 임하는 동안 북한은 세 번의 핵 실험과
50여 회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매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으며, 이외에도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안보 위협이 있었다. 이때마다 대응 작전은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앞서 휴전 시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상세화했던 덕택이었다.
전문성을 갖추고 나라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 장교들, 외교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무척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NNSC : 현존하는 사명
오늘날 휴전 협정이 실행되는 과정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한국에는
각국의 전문 인력이 국제 사회를 대변하여 휴전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성실히 감독하는 조직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NNSC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과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 감독 업무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이 없다. 한반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NNSC의 감독 역할을 고려하며 휴전 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위 NNSC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NNSC는 그럴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아직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추후 어떠한 변화든 신뢰안보구축조치(CSBM)를 비롯한
거시적 외교 전략의 일부로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NNSC와 북한군은 교육과 훈련 등 휴전 협정과 관련한 소규모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활동과 발맞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는 북한군을 비롯하여 지금보다
폭넓은 인원이 한미 연합 훈련을 지켜보도록 한 후 NNSC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특수 조사 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상술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리
추가적인 준비나 자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현재와는 다른 정치
상황을 요한다.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NNSC는 지금과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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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SC는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담화 활동을
지원하며 축적해 온 폭넓은 식견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또는
NNSC가 국제연합의 감시단으로 변모하여, 평화 협정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NNSC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휴전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명정대한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변화만 꾀한다면 군사분계선의 북쪽에서도 이 중차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평화 협정 후의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정착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각국의 손에 달렸다.

안보/전략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셀린 만(Celine Mahne)

소프트파워는 1980년대 정치과학자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용어로,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등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는
하드파워와는 달리 유연하게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뜻한다1. 두 유형의 장단을 보완하며
활용하는 전략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스마트 파워”가 있다.
부드러움을 갖추지 못한 강함이 상대의 마음을 오래도록 살
수는 없다. 미국이 중동의 테러리스트 조직을 진압할 당시
거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진압의 효율성에만 치중한
결과, 극단적 이슬람교 신자의 증가를 막기는커녕 미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말았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소프트파워는 가치 있는 국가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연관이 깊다. 국가, 기업, 대중 모두 어떤 국가가 고유한 가치를
지녔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기에 국가 브랜딩은 상당한 정치
경제적 이점이 된다. 또한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내
여행 및 국산품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국가 브랜딩
효과는 국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는 한국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한국
문화가 음악, TV 예능, 영화, 음식, 기술, 미용, 의약에 이르는
1Nye, Joseph. “The Benefits of Soft Power.” HBS Working Knowledge,
2004. https://hbswk.hbs.edu/archive/the-benefits-of-soft-power

다양한 영역에서 전 세계의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전대통령은 “21세기에는
문화가 힘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한류”는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가져왔다.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의 대용으로서가 아니라, 영향력
확장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한국이 비록
상당한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와 국방력을 가졌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작은 것이 사실이며,
중국과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한국이 경제 제재나
국방력이라는 하드파워로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파급력 있는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결부시킴으로서
주어진 제약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인적 교류를 증가시켰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높였다.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전만 해도
세계인의 한국 문화 이해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한류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을 형성했다.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하는 우방국 가운데
하나가 한국임을 생각할 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한미 동맹에 무척 중요하다.
문화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향후 한국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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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제 2차 고난의
행군
존 차(John Cha)

2021년 4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은 만 명의 당세포가 모인 세포비서대회에서
연설을 하며 전 세계 이목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인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 지금까지 당세포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당을 부모와 같이 믿고 따르며 지켜주었다. ‘고난의 행군’은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안겨줄 것이다…”
북한에서는 1996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신년사에서 마지막으로 ‘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을 사용한 후 한 번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극심한 기근이 지속되며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황장엽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전 조선로동당 국제담당비서장을
지내다 1997년 3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기근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당시 국가 식량배급제도가 실패하며
사망자 수는 더 쌓여만 갔다.
지금껏 당 지도부는 인민들에게 걱정할 것 없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순진한 북한 주민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기다렸으나 식량은
배급되지 않았고 당의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껍질을 끓여 먹으며 생계를 연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지만, 기차역이나 열차 칸에는
아사자가 속출했다. 황장엽은 본인이 만났던 기차역 관리자들이 말하길
매일같이 시체를 치우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만약 세포비서대회에 앉아있던 당세포였다면 김 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당혹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대체 내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근이 목전에 있으니 내 몫을
양보해서라도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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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세포들은 하나같이 내가 먹을 식량도 없는데 무슨 수로 양보를 하느냐고
되묻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에 기근을 겪으며 당
지도부는 평양 이외 지역에 식량을 배급할 자원도, 그럴 의향도 없다는
바를 깨닫고 알아서 제 살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장마당을 세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팔기 시작했다. 장마당은 그로부터 수년간
활발히 운영되며 기근은 점차 해소되었다.
Sang T. Choe의 보고서(2015)는 장마당의 경제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시장 자릿세를 받으면서도
장마당을 여러 번 폐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마당은 꾸준히 성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 되었다.
2020년 6월 당 지도부가 평양에 3달 연속 식량을 배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이는 북한의 암담한 앞날을 암시했다. 지금까지 평양 주민들은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들마저도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다는 건 다른 지역의
상황은 훨씬 악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로 인한 봉쇄령으로 장마당 상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민들은 살길을 찾아야만 했고 이들은 장마당 근처에 임시 장터로
메뚜기 시장을 열었다.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 그때그때 공고를 올리며
이곳저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메뚜기 시장이라 불렸다. 노점상들은 당
지도부의 눈을 피해 장터세를 아끼며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았고
주민들은 이에 만족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한당국은 메뚜기 시장을 불법화하고
폐쇄하려 하였다. 시장 경찰은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상품을 압수했다.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절박한 마음에 경찰서 바닥에
드러누워 어떤 방도를 주지도 않고 가진 건 다 압수해버리고 장사를 못
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며,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빌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그저 당국 명령을 따를 뿐이라
말했다고 보도는 전한다.

다시 김 위원장의 연설로 돌아가서 만일 김정은이 진정으로 두 번째
고난의 행군에 대한 우려가 컸더라면 당세포에 먹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들을 탄압하라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의 연설은 김정은이 인민 복지 증진 측면에서 당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2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주요 부문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기만 했다”며 국가 경제난에 대해 내각을 탓하였다.
아마 김정은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KCNA)에 내각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하라 주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최소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김정은은 일찍이 국가 운영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 인민의 생계보다 핵무기와
미사일에 더 큰 관심이 쏠려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GDP의 5분의 1에 달하는 약 100억 달러를 매년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핵무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18
년 50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CS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국가 자부심이라는 데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70퍼센트의 응답자가 핵무기는 국가 자부심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아주 소규모 설문조사로서 북한 주민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으나
북한 내 무수한 소식통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참전용사들은 공산군 침략을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당시 C-레이션은 하늘이 준
선물과도 같았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햄캔과 강낭콩캔을 나눠준 그 인정은 한국 국민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남아있다. 사람은 살면서 굶주렸던 날들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나 며칠 동안 굶주린 뒤 맛보는 음식의 맛은 더더욱
잊지 못한다. 당시 C-레이션은 그저 단순한 보급품이 아니었다. 수십
년이 흘러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아주 현명한
투자였다.
캠프 그리브스 안을 거닐다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무장지대에 여기에 있는 기지들을 식량창고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식량과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국은 수십 년 전 한국과 전
세계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준 일이 보람차고 가치 있는 투자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미국이 굶주리는 북한 국민들에게 투자할 때이다.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역량이 있으며 이는
세계 선도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쉽게 말해 핵무기와 미사일이 밥 먹여 주진 않는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식량이지 핵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당세포들에게 내려진 가장
최근 법령을 보면 한 치의 의심 없이 김 위원장에게 식량보다 핵무기가
우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서 인민들을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에 몰아넣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에 또 한 번의
파국이 발생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얼마 전 나는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님의 초대로 서울클럽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부의장님은 내게 이명박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무얼
할 수 있을지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비무장지대에 창고를 지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근에 대비하여 식량을 채워 놓는 건 어떠냐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부의장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얘기한 바를 실행해
옮겼으리라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아마 내가 한 제안이 그럴듯하거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식량창고 안은 식량이 늘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는 남북통일을 실현해줄 특효약은 아니지만 아주 복잡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줄 여러 방안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나는 2014년 한국인 시인과 작가들과 비무장지대 근처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중 한국에 최초로
지어진 해병 부대이다. 나는 텅 빈 기지와 건물로 둘러싸인 부대를 거닐며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온
참전용사들이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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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미-중 관계 속 대한민국
셀린 만(Celine Mahne)

미국과 중국의 주변국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고뇌해 온 것도
수십 년이다. 미국과 우호적 안보 관계를 이루고 중국과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한국은 이 신중함을 요하는 외교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 된다. 미국의 안보 협력이 없다면 제2 한국전쟁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를 북한의 핵 침공을 저지할 수단을 잃게 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끊긴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는 안보와 경제 가운데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쪽만을 우군으로 택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물론
동아시아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잘 이해하는 한국은 일방적인 편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고, 국가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의 권력 경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와 일본 역시 중국과 단순하지 않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미치는 전략적 영향력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어렵다.
최대한 중립을 고수하려는 한국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처지가 된 적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고자 한국에 사드(THAAD)
미사일을 설치하라는 압박을 넣은 때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이 방어
체계를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지하여,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고 중국 내 한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그 결과 중국의 “화평굴기론”에 주변국에 대한 배려는 없었음을
확인하게 된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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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활기가
가득한 민주주의 국가인데다 국민의 다수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설 일은 없다시피하다.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당 체제와 중앙 통제식 시장 경제를 고수하는 한, 설령
지금보다 밀접해진다 하더라도 그 둘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확률은 낮다.
또한, 상술했듯 한국의 대중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그리 믿음직하게 보지 않는다.
트럼프의 변덕스럽기로 악명 높은 행동과 중국이 특히 홍콩에 더욱
독선적으로 드러낸 태도는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국제 여론을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서고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는 회복 단계에 들어섰으며, 두 대통령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이러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동맹이 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진정 달성코자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궁리해야만 한다.

한미 문화

레퀴엠
루이스 넬슨(Louis Nelson)

오늘은 2017년 4월 6일,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Cathedral St.
John the Divine)에서 벤저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이 작곡한
영광스러운 곡 ‘전쟁 레퀴엠(진혼곡)’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켄트 트리틀
(Kent Tritle)의 지휘 아래 성당 성가대, 맨하탄 음대의 실내합창단,
심포니 합창단 및 교향악단 그리고 ‘OSNY 합창단(Oratorio Society of
New York)’이 선보인 황홀한 공연이었다.
최근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자국의 민간인에게 사린 가스를
투하하여 80명이 숨지고 영아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소식이 있었다. 친구와 가족이 몸에 물을 뿌려 이 신경
가스의 잔여물을 씻겨 내주는 가운데 이들은 갑작스레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고통스러워 했다는 것이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던 중에 벤저민 브리튼의 걸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영국 코벤트리에 있는 대성당을 파괴했고,
이후 재건축된 대성당의 헌당식을 위해 1961년 벤저민 브리튼은 전쟁
레퀴엠을 작곡한다. 벤저민 브리튼이 이 레퀴엠을 작곡하며 보낸 10
년간은 전세계의 정세가 불안하던 때였다. 베를린 장벽 건설,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상황의 격화 등이 숨 쉴 틈 없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은 8년 전 교전이 멈춘 뒤로도 불안한
정전상태로 남아있었다.
나는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콘서트 내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 명의 솔로 성악가(소프라노,
바리톤, 테너)의 공연에 빠져 있었다. 이 세 명의 성악가들은 때로는
합창으로 때로는 독창으로 은은하게 노래 부르다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커지면서는 열정적으로 노래하기도 했다. 청중 뒤 성당의 서쪽
끝에서 동쪽의 합창단 구역까지 늘어선 소년합창단은 남녀 아이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오케스트라 뒤편에 자리한 주(主) 합창단의 노래에
화답하며 노래하였다.
음악을 들으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다. 1940년의 영국에서부터 벤저민
브리튼이 이 곡을 만드는 동안 내가 유럽에서 했던 일, 더 나아가
한국전쟁의 의의까지 생각하게 됐다. 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를 겨우 15피트(약 4.6m) 남짓한 거리에서
바라보았다. 20-30명 혹은 그 이상의 바이올리니스트와 비올리스트였다.
모두 젊은 음악인들이었고 대부분 아시아계 연주자들이었다. 아마
한국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여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얄타와 포츠담 회담의 결정과도 무관한 것처럼 보였다. 이 두 회담의
결정은 한국뿐 아니라 중·동유럽, 중동 및 세계 전역의 이후 세대에

영향을 준 것이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연주자들이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갈등이 계속된다는 증거는 날마다 넘친다.
익히 알고 있는 바이나 특별히 오늘 밤 이후에는 음악이 평화와 협력을
상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이 없으면 혼돈과 증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를 화합시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음악과 예술, 그리고 그림과 디자인이다. 미뉴에트
춤을 즐겨하고 음악에 열광하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쟁 레퀴엠의 마지막 부분을 부르던 테너와 바리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테너가 부른다. “나는 싸움터에서 도망쳐 어느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숨은 듯하네...낯선 친구여, 여기선 슬퍼할
이유가 없네.” 바리톤이 답한다. “전혀 없지… 망쳐진 세월, 그 절망을
제외하고는.” 바리톤의 마지막 독창이 이어진다. “나는 당신이 죽인
적군이라오. 친구여, 당신이 나를 찔러 죽였다오. 나는 피했지만 내
손은 끔찍했으며 차갑게 굳어갔소… 이제 안식을 주소서.” 바리톤과
테너가 합창한다. “안식을 주소서.” 소년합창단이 이어간다.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저들 위로 영원한 빛을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합창단이 부른다. “저들이 평안히 쉬게 하소서. 아멘.”
성당 전체가 침묵으로 뒤덮였다. 지휘자가 마침내 손을 내려놓자
청중들은 모두 일어섰다. 나는 끝없는 박수갈채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곳에 모두와 함께 서있었다.
239 프로덕션 (239 Productions)가 발행한 서적 『MOSAIC War
Monument Mystery 』(판권 2021)에 수록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루이스 넬슨(Louis Nelson)님에게 감사드립니다.
Louis Nelson
845 West End Avenue
New York, NY 10025
212.866.4935; c203.43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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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문화

미-중 관계 속 대한민국
홍수지

2020년은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뉴스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2021년에
사람들의 관심은 전 세계에 백신이 어떻게 배포되는지로 옮겨갔다.
전 세계가 백신을 기다려왔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치러진다.
수능 당일에는 학생들이 듣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항
이착륙도 금지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수능을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수능 전 학생들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 중이다.
백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백신이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잘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는 드문 혈전 생성이다. 혈전이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노년층으로 제한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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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 서울에서 대량 감염이 확인되었는데 32명의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진단되었다. 대량 감염의 또 다른 사례로
많은 사람이 다가올 수능에 대해 걱정한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은 백신 접종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고등학생들은 혈전 생성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어린 자녀들의 백신 접종은 같은 가정 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감염
위험도 줄여 준다. 소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드물지만,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무증상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끔찍한 대유행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백신을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문화

마스크가 어린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수지

대한민국은 현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의 최선책으로 꼽는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단점도 따른다.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가 불편하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마스크
구매조차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먼저 아이들이 마스크 뒤에 숨겨진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아이들의 감정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정은 매우 효과적인 대화 도구이다. 이런 점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표정을 통해 다양한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곤 한다. 우리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비언어적
신호를 주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어른이나 청소년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은 대화의
언어적 요소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 마스크 착용은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테라피워크스(TherapyWorks)의 에린 볼머(Erin Vollmer)는 “
언어음이 생성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고 듣는 것이 초기 언어음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 우리의 코와 입은 항상 가려져 있다. 마스크를 쓰면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심지어 어른들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지만, 코로나
이전에 누리던 일상생활로 돌아오려면 아직은 확진자 수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이 마스크에 입이
가려진 채로 미소를 지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는 가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미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아이들에게 눈과 눈썹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므로 부모가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 https://parenting.kars4kids.org/face-masks-what-happens-when-babycant-see-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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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기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전우회의 사명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후원:https://kdva.vet/donations/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14689, Lee Highway #266, Gainesville VA 20156, USA
contact@kdva.vet
www.kdva.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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