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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주한미군전우회의 회원 여러분,친애하는 주한미군전우회의 회원 여러분,

한미연합사는 대한민국의 수호라는 한미 국민의 공통 책임과 이익을 대변합니다.  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되어 한국의 안보를 

이끌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 회원님들과 후원자 들께서는 연합사를 지원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모든 임무 수행과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적인 문화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을 위해 저희 4분기 저널을 헌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합사 전 사령관으로서 저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합사가 하나의 팀으로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합, 훈련, 준비태세라는 모든 면에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및 회장으로 취임한 첫해에, 주한미군전우회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많은 

기관•개인들과 연결됐습니다.  4개국 8개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SNS의 영향력은 255% 넘게 증가했으며, 회원수는 36% 

증가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전우회에서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한미동맹과 재향 군인들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전우회의 자원봉사자들은 주한미군전우회 이사회 구성원, 자문위원, 인턴, 

연구원, 행사와 웨비나의 연사들로 구성됩니다. 한국에서의 복무에 관한 길이 남을 멋진 기고문을 써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역동적이며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복무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전우회의 주요 후원기관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사업체인 한화그룹 덕분에 

주한미군전우회가 하는 모든 활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한 사업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자랑이자 영광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아래의 행사들로 2021년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연합사 웨비나(11월 4일)

• 백선엽 장군 기념 웨비나(11월 23일)

• 제1회 한국전쟁 참전용사 대한민국 재방문 프로그램(11월 29일~12월 4일)

•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21-02(서울, 11월 30일)

• 한미동맹 SCM 갈라 디너쇼 (서울, 12월 1일)

•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 21-03, (하와이, 2021년 12월 15일)

주한미군전우회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한미 동맹을 위하여”

빈센트 K. 브룩스빈센트 K. 브룩스

미 육군 대장(예)미 육군 대장(예)

회장 및 이사장회장 및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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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4주한미군전우회(KDVA) 한미동맹 저널 : 2021-4



5 주한미군전우회(KDVA) 한미동맹 저널 : 2021-4

https://www.usfk.mil/About/
Combined-Forces-Command/

역사상 가장 오랜 휴전기 속에 있

는 “전후” 한국의 살얼음 같은 평

화의 역사도 46년째다. 한국 전쟁

의 전투 작전을 지시했던 유엔사

(UNC)는 사령부로서 이 긴 세월

을 함께했다. 

한국군의 전문성이 발달하면서 

유엔사가 주관하던 한국의 방어 

체계도 서서히 그 역할을 한국

에 넘겨주었다. 군사계획을 구현

할 때 한국군의 참여도를 높이

면 전투 능력이 증진된다는 사실

은 1965년부터 일찌감치 인정된 

바 있다. 

1968년에 유엔사, 주한미군, 미8군사령부, 미군 주도의 제1군단(광

개토부대)의 부속 기관으로 만들어진 연합작전기획참모단은 1971

년에 야전군사령부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1978년 당시 사전에 계

획되었던 미군 지상 전투부대 철수(1981년에 취소)에 관련한 양

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한국 내에 한미 인력이 연합된 상위 

본부가 조직되었다. 

한국에 대한 도발 및 적대행위는 여러 나라로 구성된 유엔사령부

에서 발전해 나온 이 양국 안보 조직체가 억제한다. 1978년 11월 7

일 창설된 한미 연합사령부(연합사, CFC)는 전투사령부로서 대한

민국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격퇴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60만여 명의 현

역 군사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 전시에는 한국의 350

만 예비역 장병들과 미 본토에서 증원된 미군이 포함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연합사는 예하의 공군, 지상군, 해군 및 연합 

해병대의 구성군 사령부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연합특

전사)에 현역 전환 요원을 투입한다. 주한미군과 추가 파병된 미군 

모두 연합사의 지휘 아래, 개별적인 전투 구성군에 속하여 임무를 

한미연합사의 사명

수행하게 된다. 

연합사는 미국의 4성 장군을 사

령관으로, 한국의 4성 장군을 부

사령관으로 두고 조직되었다. 지

휘 체계 전반에 걸쳐 한미 양국

의 인력 배치는 그 비율이 균등

한 편이다. 참모단장이 한국군이

면 부참모장이 미군이고, 그 반

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방식

은 구성군 내에서도 동일하다. 연

합사의 모든 구성군은 지속적인 

연합 및 합동의 계획, 훈련, 연습

을 거쳐 전략적인 통합을 이루

었다. 

주요 야전 훈련 및 연습인 팀 스

피릿 연습은 1976년에 처음 시

행되었으며, 고조된 북한의 남

침 위협에 상응하여 한국군 및 미군 20여만 명으로 그 규모가 확

대되었다. 미국은 한국 외 태평양 기지와 미 본토의 미군 전력을 

육해공 전군에서 증원하여 전략적으로 한국에 배치하였다. 이 연

습은 1993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야전 훈련 및 연습인 팀 스피릿 연습은 1976년에 처음 시

행되었으며, 고조된 북한의 남침 위협에 상응하여 한국군 및 미

군 20여만 명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미국은 한국 외 태평양 

기지와 미 본토의 미군 전력을 육해공 전군에서 증원하여 전략

적으로 한국에 배치하였다. 이 연습은 1993년에 마지막으로 이

루어졌다. 

한국과 미국 전투사령부 주관 하에 각각 이루어지던 군사연습

은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통합되었다. 2006년 12월, 

연합사 사령관은 을지포커스렌즈라는 이름을 바꿀 것을 명령했

고 한국 측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던 을지연습에서 “을지”

를 따와 UFL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변경하였다. UFG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및 연합 모의 지휘소 연습이며, 최신 

기술의 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지원 시설을 기반으로 연합

사의 인력과 주요, 보조, 증원 병력이 총동원된다. 

참전용사/전우



사진제공: 이현호 병장/유재호 상병

6주한미군전우회(KDVA) 한미동맹 저널 : 2021-4

한국과 미국의 군부대 수준에서는 예고 없는 잦은 경보, 인원 소집, 

작전 준비 태세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전 병력이 전투 대기를 하게 된

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나 적대행위에도 대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군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신무기를 수입하

면서 꾸준한 장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미군은 최신식의 강력한 무

기 체계를 갖추고, 이동성과 헬리콥터의 수용 가능 중량을 높이며, 

대장갑 능력을 키우고 있다. 

정리하면, 연합사령부는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적인 헌신과 의지, 능력을 상징한다. 필요시 연합사는 전투로써 

그 소임을 완수할 것이다.

역대 한미연합사 사령관역대 한미연합사 사령관

존 W. 베시 2세 대장 (1978.11.07 ~ 1979.07.10) 

존 A. 위컴 2세 대장 (1979.07.10 ~ 1982.06.04)

로버트 W. 세네월드 대장 (1982.06.04 ~ 1984.06.01)

윌리엄 J. 리브시 대장 (1984.06.01 ~ 1987.06.25)

루이스 C. 메네트리 대장 (1987.06.25 ~ 1990.06.26)

로버트 W. 리스카시 대장 (1990.06.26 ~ 1993.06.15)

개리 E. 럭 대장 (1993.06.15 ~ 1996.07.09)

존 H. 틸럴리 대장 (1996.07.09 ~ 1999.12.09)

토머스 A. 슈워츠 대장 (1999.12.09 ~ 2002.05.01)

리언 J. 러포트 대장 (2002.05.01 ~ 2006.02.03)

버웰 B. 벨 3세 대장 (2006.02.03 ~ 2008.06.03)

월터 L. 샤프 대장 (2008.06.03 ~ 2011.07.14)

제임스 D. 서먼 대장 (2011.07.14 ~ 2013.10.02)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 (2013.10.02 ~ 2016.04.30)

빈센트 K. 브룩스 대장  (2016.04.30 ~ 2018.11.08)

로버트 B. 에이브럼스 대장 (2018.11.08 ~ 2021.07.02)

폴 J. 라카메라 대장 (2021.07.02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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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R. 팬젤터 중령,
그의 무덤은 어디에?

참전용사/전우

“당시 미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 팬젤터(Joe Pfanzelter)

가 그의 아버지인 맥스 로널드 팬절터(Max Ronald Pfanzelter)에 대

해 입을 열었다. 해당 비보는 육군을 통해 보고되었기 때문에 조는 다른 

가족보다 더 일찍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조는“1979년 5월 24일”이 아

버지의 사망일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안장된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전우회(이하 KDVA)의 도움을 받아 인

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묻힌 무덤을 발견

하는 데 점차 근접하고 있다. 조는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헌신과 애

정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 KDVA 독자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조 팬젤터의 아버지인 맥스 로널드 팬젤터는 퇴역 중령으로 육군, 군 생

활, 전우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1944년에 육군 복

무를 시작해서 8년 만에 상사로 진급했고 1953에 상관으로부터 추천

을 받아 장교 후보로 사관학교(Officer Candidate School, 이하 OCS)

에 입학했다. 아래 표에는 맥스 R. 팬젤터 중령의 일생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년도              설명년도              설명

1927              출생

1944              육군 입대

1951              한국 전쟁 발발 당시 한국에 처음으로 발령됨

1953              사관학교(OCS) 입학

1963-1964 육군 소령으로 한국에 두 번째로 발령됨

1967-1968 베트남전 참전

1976-1977 중령으로 한국에 세 번째로 발령됨

1977              퇴역

1978              한국으로 이주

1979              5월 24일 심장마비로 사망 

아들인 조 팬젤터도 역시 퇴역한 육군 중령으로 KDVA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무덤을 찾고 있는데 필자와 인터뷰한 뒤 조는 그의 여정을 대

중에게 알릴 수 있게 허락했다. 

인터뷰하는 동안 조는 1978년에 올린 자신의 결혼식에서 아버지를 마

지막으로 봤고 아버지가 한국으로 이주하고 난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고 말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나서는 안타깝지만 장례 

여부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군 복무하지 않아서 직접 무덤을 

찾아가 볼 기회도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조는 “아버지는 훌륭한 보

병이셨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병 대대를 능수능란하게 지휘하셨죠,”라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KDVA는 조가 맥스 R. 팬젤터 중령이 묻힌 무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입수하는 데 여러 국제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러한 

주선 과정에서 KDVA 회원이자 한국에서 퇴역 군인으로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퇴역 중령 스티브 타프(Steve Tharp)가 한국에 위치한 다

른 단체나 귀인을 KDVA와 이어주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주부산미국

영사관 소속 고든 처치(Gordon Church) 영사는 미국 시민을 위한 재외

조윤아(Yunah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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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청(American Citizen Services Office)과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조를 돕도록 주선했는데 맥스 R. 팬젤터 중령이 전산화 이전에 사망한 데다 

모든 사망이 영사관에 보고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청 시스템에서 중

령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맥스 R. 팬젤터 중

령의 사망일은 미 국무부나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도 문서화된 적이 없다. 

맥스 R. 팬젤터 중령의 사망 기록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안장되는 묘지인 

조의 결혼식에서 온 맥스 R. 팬젤터 중령과 조 팬젤터 중령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뿐만 아니라 한국 내 다른 묘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약 석 달 전 조는 미 국무부의 사망 보고서

를 통해 아버지가 한국 경기도에 있는 한남공원묘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는데, 고무적인 정보였지만 결국에

는 틀린 정보로 판명되었다. 퇴역 중령 스티브 타프가 한남공원

묘원에 방문해 관리인과 상담한 결과 맥스 R. 팬젤터 중령은 현

재 안장되어 있지도, 과거에도 안장된 적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인터뷰 막바지에 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KVA)와 회장인 퇴역  

대장 김진호, 재향군인회 국제 협력 부서와 부서장인 퇴역 준장 

김형수를 더불어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 김재경과 이사 김영

덕과 연락할 수 있게 힘써준 퇴역 대령 천재호와 퇴역 대령 지홍

기에게도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가 언급한 이 다섯 사람

은 정부 부처와 함께 기록을 확인하고 인맥을 총동원했으며 현

재도 팬젤터 중령의 유해를 찾기 위해 묘지와 화장터를 방문하

고 있다. 

조는 이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시에 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 한다. 맥스 R. 팬젤터 중령의 무덤을 찾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

보가 있다면 contact@kdva.vet으로 주저 없이 연락하길 바란다.  

맥스 R. 팬젤터 중령은 여러 대규모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쟁마다 

자세하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수많은 군인이 전쟁

에서 죽지만 살아남기도 한다. 맥스 R. 팬젤터 중령의 생존기를 

아직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무덤이 발견되어 명예에 걸맞은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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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군산에서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고 미 공군과 호주 왕립 공군 비행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K-8 공군 기지에 둥지를 틀었다. 카스텔리는 

제217해병전투기대대에 배치되었는데, 이 대대는 K-8에서 북동쪽으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 따로 위치한 부대로 해병대가 레이더 관측소에 

주둔하며 중국 해안을 감시했다. 

카스텔리 상병은 공대지 통신에 사용하는 무전 장비를 관리하며 서해

안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서 레이더 운용파견대와 함께 복무했다. 7월

에 정전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군과 고립된 북한 군인이 

연합군을 향해 발포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파견되

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고 스나이퍼 총에 저격을 받지 않기 위해 6x6 화

물 트럭 짐칸에 납작 엎드리라는 명령을 받을 정도였다.

카스텔리 상병은 전자 특기병으로 제주도에 있는 전자 장비도 관리했

는데, 레이더가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위치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

시 해병대원들은 퀀셋 막사에 살면서 지미라고 이름을 지어 준 5살짜

리 고아와 함께 지냈다. 카스텔리 상병은 제주도 화산지대에서 약 한 

달간 지냈는데, 이후 해병대원들은 제주도를 떠날 때 지미에게 천 달러 

이상을 군표로 주고 갔고, 이는 “섬을 통째로 사도 될 만큼” 큰돈이었다. 

군산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자 앤더슨 대위(Captain Anderson)는 카스

텔리 상병과 도브슨 상병(Corporal Dobson)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

고  비록 본인은 사관학교를 거치지 않고 대위까지 진급했지만 두 상병

만큼은 해군사관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기를 장려했다. 당시 ‘도비(도브

슨 상병의 애칭)’는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서 일 학년을 마치고 학업상 

이유로 자퇴한 상태였는데, 두 사람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사관학교 진학은 고사했다.

카스텔리는 기지를 폐쇄하기 전 군사 장비 제거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제주도로 돌아왔다. 해병대원들은 레이더, 트럭, 지프 차 등을 항구로 

운송해 전차상륙함에 실어 나르면서 제주의 자랑 해녀들이 문어와 해

초를 찾아 물질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해병대원들은 제주도에서 고라니를 발견하기도 했다. 카스텔

리 상병은 다른 해병대원들과 함께 M-1 소총을 들쳐 매고 고라니 사냥

에 대비할 겸 언덕 위에 쌓인 돌무덤에 대고 영점 사격을 했는데, 몇 발

을 쏘고 나니 백기가 나타나 다들 놀라서 언덕 위로 가보니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국군 병사가 있었다. 그는 경계 근무를 하던 병사였고 제

주도의 현무암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한바탕 웃어넘기고 악수

까지 하고 나서 해병대원들은 사냥에 나섰고 고라니를 두 마리나 잡기

는 했지만, 부대 취사병이 요리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고라니를 

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1952년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죽마고우인 안젤로 카스텔리(Angelo 

Castelli), 로버트 패릴로(Robert Parrillo), 존 지노윅츠(John Zino-

wicz)는 미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 세 친구는 로드 아일랜드에 위치

한 크랜스턴 고등학교(Cranston High School)를 졸업했는데, 교내에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이 자자했던 탓에 많은 학우가 군에 입대했고 

이 셋 중 오직 안젤로만 현재까지 살아있다. 안젤로에게 군 복무는 한

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가볼 수 있는 유람이었는데, 수십 년 후

에는 안젤로의 아들이 부전자전으로 해병대에 입대하고 한국에서 복

무했다.

안젤로와 친구들은 패리스 아일랜드(Parris Island)에 위치한 해병대 

모병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다. 당시 담당 교관은 한국 전쟁에 참전

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라이트 하사(Staff Sergeant Wright)였고 

그는 해병대 정신을 교육하는 동시에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신병에게 

전했다.  1953년 3월 30일 모병소 졸업 후 이등병이 된 카스텔리는 오

대호 해병대 항공 기지(Great Lakes Naval Air Station) 부설 전자 장

비 교육원(Electronics School)에서 20주간 연수하고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고급 전자 장비 교육원(Advanced Electronics School) 과정

을 수료한 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엘 토로 해병대 항공 기지(Marine 

Corps Air Station El Toro)로 복귀했다. 

1953 여름 카스텔리는 제33해병비행전대로부터 근무 명령을 받았는

데, 이 비행전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배치된 전대였다. 카

스텔리는 비좁은 리버티선에 몸을 싣고 롱 비치에서 요코스카로 떠

났고 환승한 배로 당시 Pusan이라고 불리다 후에 Busan으로 개명

된 부산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에 도착했다. 서울은 전쟁으로 얻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

였다. 비행장 내 건물도 죄다 파괴되었거나 훼손되어 있었다. 카스텔

안젤로 카스텔리 병장의 한국 유람기

참전용사/전우

제임스 듀랜드(James Du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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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으로 돌아오고 나서 카스텔리 상병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제주도에서 운송해온 장비 일부를 반납하면서 공교롭게도 카스텔리의 

이웃사촌이자 당시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던 에디 보타(Eddie 

Votta)를 만났다. 둘은 고향인 크랜스튼과 군 복무 중인 고향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로버트 패릴로는 레조이네 부대(Camp Le-

jeune)에서, 존 지노윅츠는 해병대 공지 전투 센터(29 Palms)에서 복무

하고 있다는 것과 캘리포니아에서 머무를 때 카스텔리와 지노윅츠가 빅 

베어(Big Bear)로 여행을 떠났었다는 것도 얘기했다.

한국으로 발령되었을 때 카스텔리 상병은 도쿄 외곽에 위치한 존슨 공

군 기지(Johnson Air Force Base) 부설 고급 전자장비 교육원에서 2주

간 연수했는데 병사 식당에 깔린 테이블 보, 양껏 먹어도 될 정도로 푸

짐한 식사, 초콜릿 우유 등은 한국에서 경험한 스파르타식 해병대 생활

과 비교되었고 연수받는 동안 도쿄 시내로 기차를 타고 나가 인력거를 

타고 황궁을 구경하기도 했다.  카스텔리 상병은 후에 홍콩에서 10일간 

휴가를 보내기도 했는데 도시 관광은 물론 캐시미어 코트도 한 벌 맞추

고 하버 크루즈에서 해산물 뷔페를 즐기기도 했다. 19살짜리 치고는 꽤 

근사한 경험을 한 것이다.

그렇게 카스텔리 상병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USS 프린스턴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 하와이에 정박해 탄약을 내리고 난 뒤 

샌디에이고 노스 아일랜드 해군 항공 기지(Naval Air Station North 

Island)로 다시 배를 타고 가서 나머지 장비를 내린 다음 트럭은 엘 토

로 해병대 항공 기지로 가져갔다. 

한국에서 근무한 뒤라 그런지 항공 기지 근무는 상당히 단조로웠다. 이

제 병장이 된 카스텔리는 죽음의 바탄 행진 생존자이자 말수는 적지만 

직설적인 성격의 바니 상사 아래 근무하게 되었다. 바니 상사는 비축물

자가 항공기를 통해 기지로 도착하는 주말에 활주로 끝자락에서 보초

를 서도록 카스텔리 병장에게 지시하면서 지프 차와 함께 항공기와 통

신할 수 있는 무전 장비가 설치된 트레일러를 지급하며 “착륙 장치가 제

대로 내려왔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근무가 여유롭다 보니 안젤

로는 여러 캘리포니아 랜드마크도 가볼 수 있었다. 산타아나는 아름다운 

도시로 군 복무를 하는 장병을 깍듯하게 예우했는데, 안젤로는 USO의 배

려로 로스앤젤레스 콜리세움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 USC 풋볼 경기도 참

관하고 할리우드에 관광을 갔다가 지미 듀란테가 스포츠카를 주차하는 

것도 본 뒤 1956년 병장으로 제대했다.

제대 후 안젤로는 크랜스턴으로 돌아왔는데, 홍콩에서 샀던 맞춤 캐시미

어 코트는 남동생 차지가 되어 있었다. 안젤로는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에 따라 매달 125달러를 받으면서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에 다녔고 회계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뒤 워싱톤 D.C에 위치한 미 회계감사원에 취직했는데, 

야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1965년에 미국 가톨릭 대학교 부설 콜럼버스 로

스쿨을 졸업했다.  그 후 안젤로는 1968년 미 법무부 세무과에 들어가 탈

세범을 기소하는 검사로 활동하다 후에는 민사 소송도 맡았다.  안젤로와 

아내 코니(Connie)는 메릴랜드 주 옥슨힐(Oxon Hill)에서 자녀 넷을 길렀

고 안젤로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 위원회(Prince George’s County 

Board of Education)와 매릴랜드 및 버지니아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었으

며 사망자 대신 신고된 재산을 관할하는 유언 검인 법원(Orphans’ Court)

의 판사로 선출되어 16년간 근무했다. 안젤로와 코니는 은퇴 후 매릴랜드 

주 이스턴(Easton)에 정착했다.

안젤로의 아들인 크리스는 아버지처럼 해병대에 입대하고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다. 크리스는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했고 사관학교 풋볼 대표팀

에서 활약하다 해병대에 장교로 임관했다. 포병 장교이자 디저트 스톰

(Desert Storm) 작전 참전 용사이며 해병대에 평생을 바친 크리스는 을

지포커스렌즈(이하 UFL)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1988년 가을에 열린 베어

헌트(Bear Hunt) 군사훈련을 통해 한국에 두 차례 발령되었고 1996년에 

8월 제1해병원정대 참모가 UFL에 참가하면서 포항 해병원정대 부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한국을 재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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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37.7도가 넘는 습한 8월의 여름날, 나는 한복을 입고 한국전참전용

사기념관(Korean War Memorial and Wall of Remembrance) 앞에 서 

있다. 무더운 여름날 겪는 이 고생은 내가 곧 맞이할 이들이 치른 헌신에 

비하면 고생이라 할 것도 없다. 나는 ‘아너 플라이트(Honor Flights)’ 단

체를 통해 시카고에서 오시는 한국전쟁참전용사 30명을 기다리고 있다. 

평균 연령 88세 인 이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건

립된 한국전참전용사기념관을 생애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1950

년부터 1955년도까지 약 680만명의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2020

년에 이들의 수는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600명의 한국

전참전용사가 매일 숨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20만명 미만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신 미

아너 플라이트(HONOR FLIGHTS)와 
한국전참전용사

한복을 입은 폴라 박이 시카고에서 온 참전용사들을 환영하고 있다.

참전용사/전우

폴라 박(Paul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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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나

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전 이후 한국은 매

우 달라졌다. 오늘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들을 보고 한국전참

전용사들이 자신들이 용감하게 지켰던 한국을 기억하길 바란다. 

아너 플라이트는 미참전용사를 모시고 워싱턴 D.C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

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 순열한 영웅

들을 기리기 위해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아너 

플라이트는 지역 허브(Hub)의 협업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다. 이 비영리 단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참전용사의 대다수는 워싱턴 D.C

로 가는 비행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너 플라이트 명예 비행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른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억에 남을 순간을 공유하고, 전사한 전우들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경험

과 기억을 나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20만명이 넘는 한인이 살고 있다. 나는 우리 한

인들을 대표하는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Korean 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of Greater Washington, KACAGW)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

난 3년간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전국에서 오신 참전용사들을 환영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서는 아너 플라이트 활동에 후세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와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s)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처음으로 아너 플라이트 단체를 접

하게 되었다. 특별히 두 단체의 관계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주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재단(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 제임

스 피셔(James Fisher) 이사장과 아너 플라이트 남부아리조나(Southern 

Arizona)지역 이사회 멤버 마르고 수스코(Margo Susco)께 감사드린다. 

아너 플라이트 비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연기되었으나 2021년 

8월부터 명예로운 비행이 재기되었다. 향후 일정은 아래에 명시된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honorflight.org/current-trip-schedule.html

나는 워싱턴 D.C. 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잊혀진 영웅 참전용사들을 따뜻하

게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해주길 바란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여러분들로 인해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갖게 된다

면 여러분도 이 행사를 통해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너 플라이트

아너 플라이트 네트워크(Honor Flight Network)는 현재 제2차세계대전

부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활동하

고 있는 단체이다. 또한 전쟁 당시 심각한 질병과 부상을 입은 이들을 위

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아너 플라이트가 제공하는 명예로운 비행에 참여를 원하 실 경우 지역 내 

가까운 아너 플라이트 허브에 연락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허브 목록은 

아너 플라이트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www.honorflight.org

글쓴이:글쓴이: 폴라 박은 비영리 단체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회장이다. 

이 연합회는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메릴랜드 주(Ma-

ryland), 북부 버지니아(Northern Virginia) 지역을 포함하는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만명이 넘는 한인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지역 한인들의 문화와, 교육,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이다. 

아너플라이트(Honor Flight)는 참전용사의 헌신이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젊은 세대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전우회 “

한국 복무로 얻은 

교훈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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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한미군전우회는 우리의 전우들이 한국에서의 복무 경

험을 돌아보고 각자 얻은 깨달음을 공유할 지면을 마련하고자 이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2021년 2월, 미국이 국외에서 

복무하던 1성과 2성 장교들의 본국 귀환을 명했을 때 찾아왔습니

다. 귀환 예정인 장교의 수는 52명이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의 

의사장이자 회장이며 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이던 빈

센트 브룩스 장군은 이들의 목록을 보던 중, 그 가운데 몇 명이 한

국에서 복무했음을 알았습니다. 브룩스 장군은 순전한 호기심으

로 그들의 이력을 조사해보다가, 무려 25명 - 52명 가운데 25명이

나 되는 인원- 이 한국에서의 복무 경험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생각할수록 우연이라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

고자 주한미군전우회는 25명 전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했고, 

현재까지 12명의 장성이 경험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편집부는 전체 전우회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공유

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관련 이메일 주소(kdva.myservi-

ceinkorea@gmail.com)로 저마다의 사연을 보내준 분들에게 깊

은 감사를 표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이라면 계급과 상

관없이 본 저널에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며, 내가 얻은 것은...” 이라는 다음 질문에 답하

는 2-3 문단 정도 분량의 글을 KDVA 관련 이메일 주소(kdva.

myserviceinkorea@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는 진심으로 우리 전우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

에서 회원들이 보여준 헌신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근본이

기 때문입니다. 

참전용사/전우

https://kdva.vet/2021/05/24/mg-brian-mennes/

https://kdva.vet/2021/05/27/vice-admiral-brad-cooper/

https://kdva.vet/2021/09/28/col-joseph-c-holland/

브라이언 멘즈 소장 / 제10 산악사단(경보병대) 및 포트 드럼 사령관 

브래드 쿠퍼 해군 중장 / 주한미해군, 2016-2018년 재임

조셉 C. 홀랜드 대령 / USAG 캠프 험프리스(주한미군 평택 기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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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의 원본은 전미아시아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본지에 글을 싣도록 허락한 전

미아시아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기고문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br.org/publication/setting-the-record-straight-on-op-

con-transition-in-the-u-s-rok-alliance/

미국과 대한민국은 거의 20년 전부터 안보 동맹의 전략 변환을 꾀했다. 

션 P. 크리머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용어가 전략 변환 시 감수할 부분

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명칭을 바꾸어야 할 이유

를 언급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안보 전략의 변환을 추진한 지도 거의 20년째다. 이러

한 노력은 초기부터 여러 번 명칭을 달리하며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 가운

데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이다. 그러나 이 말

이 최근 문제시된다. 간략히 말해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전략

을 변환할 경우 양국이 감수해야 할 면면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되

었다. 그 이유를 이 논평에서 다룰 것이며, 전작권 대신 다른 이름으로 전

략을 변환하는 것의 이점을 논할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국군의 일방적인 통제권을 맡아서 행사하고자 하

는 한국의 염원이 담긴 표현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인사는 전작권 전환

을 한국이 언젠가 충분히 군사적으로 강성해져 자주국방의 책무를 온전

히 지기 위한 도약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1] 몇몇 전문가는 전략을 

변환하려는 미국의 동기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미 안보 동

맹에서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라는 부정확한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 실

상을 말하자면, 안보 동맹을 전략적으로 변환하려는 노력은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오해

안보/전략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중인 한국/미국 특수부대의 모습

(2019년 11월 7일, 사진 제공: 데이빗 J. 머피 대위, 미합중국 공군 및 로이터 통신 제공 )

션 P. 크리머(Shawn P. C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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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 동맹의 전략상 변환을 관련지어 버리면 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 동맹의 전략상 변환을 관련지어 버리면 이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적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근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적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근

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 안보 동맹의 전략 변환이라는 말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 안보 동맹의 전략 변환이라는 말

은 연합 방어 체계의 전시 대응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패러다은 연합 방어 체계의 전시 대응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패러다

임 전환을 포함한다.임 전환을 포함한다.

전략 변환을 전작권 전환으로 오인할 경우, 공직자도 일반 대중도 이 말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략의 변환이라는 

개념에는 연합사령부의 전시 대응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략 변

환은 신무기의 도입, 전력화, 체계화 및 실전 훈련을 합리적으로 조율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이 연합 방위 체제에 이바지하는 수준과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진함으로써,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중차대한 한 걸

음을 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술된 어떠한 내용에도 한국 장군이 연합군의 지휘책을 맡는 일이 얼마

나 한국과 한미 동맹 양측에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

러나 어떤 국적의 군 인사가 연합사령관의 수장을 맡는지가 중요한 문제

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측면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전략 변환의 목

표 설정은 세계에서 한국이 점하는 위치와 인도-태평양에서 지역적 세

력의 균형이 변화하는 양상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음을 한

미 양국이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한-미 연합 

방어의 거개가 한국의 소관이어야 하며, 과거 한국의 국방력이 주로 육

군에 국한되었던 것을 뒤로하고 모든 영역에서 강건한 군사력을 유지해

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신무기의 도입, 전력화, 체계화 및 실전 훈련을 통

해 한국은 육해공 모두에서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과 연합하여 또는 한국 단독으로 아태지역의 중견국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평화를 유지할 책무를 띤 패권국인 미

국이 동시다발적인 국제 갈등에 깊게 관여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의 대비책을 제공하리라는 점에서 전략 변환은 여전히 중요하다. 위와 같

은 상황이 현실화하여 한반도 또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이 위협받

을 시에 미국이 한-미 연합 방위를 위한 군사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계획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계획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이

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에 고유한 안보 및 방위

의 요건을 충족시킬 여러 연합 방위 배치를 연구한 바 있다[2]. 2007년에

서 2010년 사이에 고안된 전략적 전환 계획안(STP)과 2015전략적 제휴

안(SA2015)에서 한국군은 동맹 방위에서의 참여 수준과 역할을 뚜렷하

게 증대시켰다[3]. 그러나 두 계획안 모두 한국이 연합 작전을 이끌어나

갈 만한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간과했다[4]. 두 번의 명칭 변경 이

후에도 일부 한국군과 미국군은 구성군사 수준과 기동부대 수준의 연합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하였고, 그 일부를 제외한 다수 병력은 병렬적 연

합 체제의 단일 사령부 지휘하에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군대에 전략 지시 및 작전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정보 교환처로

서 기능할 상호 자문 및 정책 결정 기구 즉 군사위원회가 여전히 계

획안 내에 존재했다[5].      

이처럼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실험적인 

병렬 체제 대신 기존에 효력이 입증된 통합 연합군사령부(CFC) 체제

로 돌아간 2015년 이후, 완전한 거짓이 되었다. 그럼에도 현행의 체제

에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이라는 부적절한 이름이 붙어 

있다. 조건부 전환 계획에는 단순히 한국인 장군이 연합사령관에 임

명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있다. 이 계획안은 한국군이 연합 방위 체

제에서 충분한 통솔력을 행사하고 더욱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의 합동 방어 역량

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기본적인 연합 합동 방위 체계가 전

작권 전환 계획에 따르기는 하지만, 이 계획안은 한국군의 자체적인 

국방현대화 계획을 통해 유효한 수준으로 한국군의 군사력을 증강

하려 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계획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6]. 미군과 

한국군의 현대화가 발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도

전과제는, 동맹의 발전 방향을 한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7].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오해전작권 전환에 대한 오해

이렇듯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는 동맹의 전략 변환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는 이 용어 자체가 기반을 두는 두 개의 전제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의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전쟁이 발발하

면 한국군이 미군의 전시작전권 휘하에 놓인다는 전제는 틀렸다. 작

전권 전환 후라면 한국 정부가 전시에 자국 군대에 관한 일방적인 권

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도 마찬가지다. 이 두 전제는 한미 연합 체

제의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작전권이 동맹국 사이에서 행사되는 방식

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광복 이래 한국군에 대한 독자적인 지

휘 권한을 유지해 왔다[8]. 지난 70년간 여러 부분에서 표면상 유엔

사 또는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하에 있었지만, 한국의 정부와 여

하 단체가 행사한 지휘권만으로도 한국의 야전부대가 제한 없는 작

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1994년부터 한미 동맹의 전시 지휘부인 연합사령부에는 평시

의 사령본부와 구성군 사령본부의 인력을 제외하면 배정된 병력이 없

다[9]. 한국의 미군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휘 및 통제를 받지만, 한국

군은 미국이 아닌 한국의 지휘 및 통제를 받는다[10].

셋째, 1978년 이래, 휴전 협정이 수포가 되어 한반도 내에서 적대행

위가 재개하면 휴전선 전방에 배치된 미 야전군, 한반도 외에 배속된 

미군의 증강 병력, 한국 야전군 대다수가 연합사령부의 쌍방 통제하

에서 작전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11]. 흔히 전작권이라는 용어로 이 

통제 체제를 설명하지만, 다국적인 전시 작전 체제는 해당 정부가 행

사하는 지휘 권한의 영향력과 국가적 권고 사항이라는 두 요인 때문

에 일방적 지휘 체제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12].

넷째, 한미 위임 협약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합사의 사령관을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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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 정부는 부사령관을 임명한다 [13].

다섯째, 군사위원회는 모든 전략 지시 및 작전 지침을 연합사 지도부로 전

달한다. 한국과 미국 어느 쪽 정부에도 군사위원회를 도외시하고 단독으

로 행동할 권한이 없다[14]. 전략 변환의 세 가지 변화형(STP, SA2015, 

and COTP) 모두 연합군의 전략 지시와 지침 하달 시 군사위원회라는 효

율적 체제를 통하도록 명기하고 있다[15]. 최종적으로, 조건부 전작권 전

환 계획(COTP)은 동맹의 전략 변환 방향을 안내하는 현행의 상호 협상

안이다. COTP는 연합사령부와 군사위원회의 핵심 기반을 유지한다. 나아

가 한국인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임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며, 양국이 

동의한 통제권의 전환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연합 방어 시의 지도력 강화

를 위해서라도 한국이 다수의 전력을 도입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지시한

다[16].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

다. 전시 상황이 될지라도 현재 연합사령부와 동맹 체제에서 시행되는 것

을 벗어나는 수준의 작전권 전환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을 예정

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의 공직자들은 이 용어를 계속 사용

한다. 여기서 빚어지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전시 상황 중 일방적인 통제권

을 쥐는 나라가 사령관의 국적과도 같다는 오해에서 시작한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임명한다면 전시에 미국

이 NATO의 군사력 전권을 쥔다는 뜻이 된다. NATO의 현행 규정은 한미 

동맹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과연 전시

작전권이 미국 정부와 연결성이 있다고 볼지는 미지수다. 

1978년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가 상호적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관

계의 양상에 대한 개념 자체는 1978년 전의 종속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

다. 이 관점을 유지한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개념은 머잖아 한미 동

맹의 제도적 한계에 맞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부 공직자들

은 작전권의 전환을 미국에 대한 의존성의 극복으로 보며, 미군이 제한하

는 군사적 행동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와 같은 시야를 지닌 

이들은 미국 장군이 지휘하는 현 연합사령부를 한국의 국가 안보를 보전

하고 수호해 온 필수적 기관이 아닌 자주국방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인사들은 작전권의 전환이라는 말에 회의적이다. 이

제껏 미국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상대적인 통제권만을 

유지했고, 한반도 내에서 발발 가능한 심각한 군사작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서, 미래지향적인 연합사령부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다수 미국 공직자

들이 보기에는 미군이 한국 사령관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과 같다. 그들

에게 이런 일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연합사의 조직 구조 

및 그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적 자문의 기제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전략적 변환의 이점전략적 변환의 이점

그러므로 양측 모두 이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각자의 핵심 이익과 조응하

기보다는 그에 배치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오해는 관

련 인사들이 동맹이 꾸준히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이점을 보지 못하게 한

다. 한국은 더욱 독립적인 국방 태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와 아

태지역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도 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제3국으로 인한 우발적 사

태를(북한과의 잠재적인 갈등은 물론) 고려해서 자문의 수준을 높일 필

요가 있으며, 한국도 특히 일본 등 여타 우방국에 미국이 이행하는 협

정상의 책무를 더욱 명확하게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3자와의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비록 때로는 한국이 동맹의 전략적 전환에 따르

는 전략적 함의와 총체적인 안보 책무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같은 흐름에서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한국과 한미 동맹이 변화

를 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정확한 명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략적 변환의 과정에서 유부정확한 명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략적 변환의 과정에서 유

발될 수 있는 혼란을 줄임으로써, 한미 양국은 현 시행 계획 내발될 수 있는 혼란을 줄임으로써, 한미 양국은 현 시행 계획 내

의 중요 목적들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집중할 수 있다.의 중요 목적들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집중할 수 있다.

양국이 협력하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며 안보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COTP를 양국의 노력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공식 명칭으로 바

꾸어서 향후 직면 가능한 문제에 대처하는 좋은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

다. 명칭을 정확하게 바로잡고 전략 변환의 여파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한미 양국이 현재 계획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조직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현재 성문화된 전략 변환의 방향은 한국을 독립적인 자

국 수호로 이끄는 동시에,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자유세계 공동의 자주

국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군사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가시적으로 진보하도록 유도한다[17]. 전

략 변환의 이 단계가 달성되고 나면,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자체 방어

를 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이

바지를 하는 한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션 크리머는 현역 미 육군 대령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시타델 군사

대학을 졸업하였고, 1995년에 ROTC를 통해 보병 장교로 임관하였다. 

군인으로서 26년간 다양한 지휘 및 참모 활동을 수행했으며, 그 가운

데 11년 동안 한국에서 복무하거나 한국의 안보 문제에 관여하며 한국

군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안보학 과정에서 미 

육군군사대학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현재 한미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

로 재직 중이다. 

위 견해는 저자의 의견이며, 미국 정부나 미 국방부, 미군의 공식 정책 

또는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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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2021)’ 은 

KEI가 의뢰하고 YouGov (시장 및 여론 조사업체, 영국)에서 8월30일

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반도 관계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미국인

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설문 조항은 2020년과 동

일하나 2021년의 변화에 따른 수정사항과 추가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표하기 위한 1000명의 응답자 표본이 세심

한 평가 기준으로 추려 졌으며, 국제 현안에 관심 있는 140명을 추가적

으로 오버 샘플링 하여 일반 국민 표본층의 응답을 강화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국제 현안에 관심이 높다고 대답한 사람은 509명이었으며, 

오차 범위는 +/- 3.25 이다. 

주요 설문 결과주요 설문 결과

미국인 3명중1명은 한미 군사 동맹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미국인 3명중1명은 한미 군사 동맹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함.생각함.

- 모든 동맹국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미국인들은 

2020년 22%에서 2021년 18%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동맹조건을 개

정한 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인 수는 2020년 22%에서 2021년 27%

로 상승.

- 다수의 미국인 (35%) 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미군의 해외 

안보 임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  미국인 중 20%

는 오히려 해외 안보 임무를 더 지지 하게 되었다고 응답.

- 미국인 50%는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 특히, 

이러한 반응은 아태지역 현안 및 국제 시사 뉴스에 관심이 많은 응답자

들에게서 더 높게 (60%) 나타남.

미국인 10명중 1명은 북한이 군사적 용도의 핵 사용 능력을 포미국인 10명중 1명은 북한이 군사적 용도의 핵 사용 능력을 포

기하는 것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함.기하는 것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함.

- 약 50%의 미국인들은 자국이 핵 사용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반면, 북한의 핵 기술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8%에 그침. 2명중 

1명의 미국인은 어떤 나라도 군사적 목적의 핵 사용 능력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 41%의 미국인들은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를 위한 북한과의 합의에 

이르기 이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년과 동일하게 올해에도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는 것에 미

국인 약 50%는 찬성. 그러나 그 비율은 전년도53%에서 48%로 하락함.

- 공화당 지지자 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더 호의적임 (공화당 38%, 민주당 60%).

- 국제 현안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2020년(55%)보다 2021년(63%)에 더 

호의적으로 응답.

아래 차트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 재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주한 

미군 전우회는 각종 행사, 출판, 프로그램, 줌(Zoom) 화상 세미나, SNS

등을 통해 제대 군인들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전우회 회원들, 후원회, 

청취자 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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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다. 혈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대중국 견제 전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비대칭적으로 높은 경제적 의존도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역할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은 지금까지 살얼음판 같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에 암묵적인 명품처방이었으나, 더 이상 

국제정세와 미국 전략경쟁의 양상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태세다.

 미중 전략경쟁은 전통적 안보를 넘어 무역, 기술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지역도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차원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지난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는데 이때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대만 통일 등을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하며 내부결속을,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다가 무역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략경쟁에 

돌입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탈동조화(decoupling) 경향을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및 전략물자 공급망까지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기조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NATO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등으로 동맹 및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2021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최초로 중국을 “공동의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 to alliance security)”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G7정상회의에서는 한국 및 쿼드 회원국들과 함께 

공동성명에서 신장,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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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견제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들이 대개 중국과 깊은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국과 포괄적투자협정(CAI) 체결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다. 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법치,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규칙 중심의 질서)를 근거로 미국과 중국을 견제에 

동참하고 있고 최근 유럽의회는 중국과의 투자협정 비준을 중단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중국과 지정학, 경제, 그리고 대북관계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관계다. 미국이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과 협력을 더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은 

이런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반면,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약 

25%에 달하는 한국은 2016년 미군과의 공조로 사드(THAAD)를 

배치한 뒤 대대적인 중국의 경제보복을 겪은 뼈아픈 정치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때의 경제적 손실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수십 조 

원에 달한다. 즉, 미중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다.

한국에는 그다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첫째, 미국 혹은 중국 한 쪽에 

완전히 가담하는 것, 둘째, 종래의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계속 미중 

사이에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는 것, ‘제 3의 길’을 찾는 것 등이다. 첫 

번째 대안은 어떤 선택이든 한국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고, 두 번째 

안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명확한 입장과 미중 갈등에서의 

공조 및 기여를 요구한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은 이른 바 제 3의 길이다. 

한국의 안보는 이제 인도-태평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비슷한 딜레마를 겪는 주요 연안국들의 전략을 

관찰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는, 이른 바 

중견국외교를 돌파구로서 추진해야 한다. 

독일,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외교백서 등 저마다의 화법으로 

인도-태평양을 지역으로 인식하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자국이 

가야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지역 내 전략적 

안보이익이 무엇인지 규정했으며 공통적으로 규칙 중심의 질서,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근거로 안보 이외에도 경제,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청사진을 천명했다. 심지어 전통적 

비동맹 국가이자 쿼드 회원국인 인도도 최근 국경을 맞대고 대치중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역’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7

년 일본에 의한 대중국 견제 때문이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호응을 하며 2021년 세계 안보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보정치적 의미를 넘어 GDP, 해상교역량, 

인구, 경제의 역동성, 디지털화 등 다양한 면에서 규모와 잠재성을 

인정받아 세계 주요국들의 중심 어젠다로 부상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떠한가? 인도-태평양의 요충지에 입지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레버리지로 미국과 유럽, 호주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서 러브콜을 받으며 지정학적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생소하며 대부분의 외교, 안보 역량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안보위협을 

고려하더라도 신장된 국력에 비해 한국의 국제정치에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뚜렷한 지역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의 차기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겨냥한 종합 외교, 안보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그 방책 중 하나로, 가칭 “인도-태평양 

전략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국익을 새롭게 규정하고, 비슷한 처지의 주요 연안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들의 미중 갈등에서의 생존전략을 관찰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보 철학이 

정립될 때 비로소 첨단기술, 해상무역, 환경 등 안보와 얽혀 있는 

요소들에 대한 한국의 미래 청사진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곧 다양한 관찰과 발빠른 대처가 뒷받침되는 

중견국외교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접점이 있는 신남방정책이 있다. 

정책기획처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위원장으로 사실상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전술한 미중 경쟁과 국제정치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한국의 국익을 확대하기에는 지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며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도-태평양 전략 위원회는 위원장을 장, 

차관 급으로 격상하고 위원들을 독일, 호주, 인도,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전략에 능통한 관료 및 학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치열한 토론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기민하게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전략을 수립할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을 막론하고 세계가 인도-태평양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도 더 늦기전에 서둘러야 한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재의 

시급한 안보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제정치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 모두 대비할 수 있을 때 한국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익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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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준(Moon, Kyung Jun)은 35방공포여단 카투사로 군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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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의 역할: 제1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치러야 했던 비용을 생각하면, 냉전이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을 거의 동원하지 않고 발생한 분쟁이었다는 발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린다.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베트남전 

은 1955년 11월 1일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과 함께 종결된 무력 갈등이다. 이는 

제 2 인도차이나 전쟁(6.25라고도 불리는 한국전쟁이 제1 전쟁)이며 

공식적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치른 전쟁이다. 

이 연재에서 한미 관계의 배경은 다루지 않는다. 이 전쟁의  명분에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세세한 지정학적 갈등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정치-군사적 위기 및 격동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는 전문적 자료를 동원해 

베트남전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여타 자료들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최근까지도 미국이 가장 오래 치룬 전쟁이라 칭해지는 이 분쟁의 

사회적 여파는,  오늘날에도 한국과 미국의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역사는 베트남전이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권을 남베트남 

및 그 주요 동맹국이던 미국과 맞붙여 길고도 뼈아픈 손실을 낳게 

한 분열이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진행 중이던 냉전이 

이 갈등을 심화시켰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추정 사상자 수가 

연구마다 크게 다르지만, 미군 사상자의 예닐곱 배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300만여 명이 죽었고 그 

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미군 가운데 5만 8천 명 이상이 전사했고 30

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이도 

14000명에 가깝다. 미국 내 반전의 분위기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3년 미군의 철수를 지시한 후에도 한동안 미국 국민을 날카롭게 

갈라세웠다. 1973년 1월 27일, 베트남의 종전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합의 

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된 파리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이로써 미국과 

남/북 베트남, 베트콩(민족 해방 전선)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베트남에 개입하던 미국의 고통도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전쟁 

자체는 1975년 공산당군이 남베트남을 장악하면서 종결되었다. 그 결과 

다음 해인 1976년 베트남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통일되었다.

대한민국, 베트남전에서의 결정적 역할 수행대한민국, 베트남전에서의 결정적 역할 수행

특히 베트남전 종전은 한국의 첫 해외 군사 파병의 끝을 의미하기도 

했다. 종전 후 60일에 걸쳐 4만 명의 병력이 한국으로 귀환했으며 1973

년 3월 23일 본국 송환이 완료되었다. 참전했던 용사들 모두, 거의 10년 

간 한국이 약 5천 명의 장병을 잃을 만큼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동안 입었던 저마다의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폐해를 안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었던 한국은 남베트남에 35만여 명을 파병할 

정도로 베트남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 개입의 정점에 달했던 

1969년에는 5만 명의 장병과 1만 5천 명의 민간인 노동자 및 기술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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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러 C. 웹(Schuyler C. Webb) 박사



반전 분위기 속에서 확대되는 전쟁의 규모와 미군이 기한 총력에 대해 

참모들이 우려 섞인 조언을 했음에도, 존슨 대통령은 1965년과 66년 에 

10만의 병력 파병을 승인했다. 이에 한국도 베트남에 전력을 할당했다.  

한국군의 조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고, 베트남전을 국제화하려는 

존슨 전 대통령은 한국의 참전을 핵심 조각으로 활용했다. 미군 

사령부가 베트남에 관련된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한국군이 필수적 

고려대상이었다. 1965년 10월 한국군의 사단급 파병(구체적으로 말해, 

한 육군 사단의 2/3에 달하는 인원과 1개 해병 여단)은 곧 베트남에서 

미군의 동맹국 병력 가운데 20% 이상이 한국군임을 뜻했다(44개 대대 

중 9개가 한국군 대대였으며, 호주는 1개 대대만을 파병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로만 보면 베트남 내에 구축해 놓은 막강한 병참본부 덕분에 

미군 전력이 한국군 전력의 거의 9배에 달했다.          

 

1960년대 중반 전쟁이 지속되며 전투는 격렬해졌고 참전한 병력의 수는 

많아졌으며, 장비와 탄약 등 물자로 인한 지출도 꾸준히 늘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서 베트남 땅의 상당 부분이 전쟁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재앙에 

휩쓸렸다. 한국이 판단하기에 베트남의 상황은 만약의 우발사태가 

전개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획과 조정이 필수적일 정도로 

심각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1964년까지는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조직화가 1962년 

중반에야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1964년과 65년 전투 병력의 파병이 

다시 고려 대상이 되었을 때, 미국 지도부는 한국군에서 최소 1개 사단 

정도를 파병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1963년 12월부로 다시 

문민 정부가 된 이후 한국 법의 적법성을 유지하면서 파병을 승인하려면 

별도의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었으나, 박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닥칠 경우 파병한다는 결심을 재고한 바 없었다. 군사력을 보태기 시작한 

이래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꾸준히 남베트남으로 

전력을 보냈다.    

베트남에 1호로 파병된 부대는 비전투부대였다. 1964년 태권도교관단과 

이동외과병원이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땅을 밟았으나, 첫 

가시적인 공헌은 1965년 파병된 비둘기 부대가 이루어냈다. 건설병과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된 비둘기부대는 베트남 전역에서 진지 재구축 

임무를 수행했다.   

1965년 중반, 미국의 베트남 분쟁 개입 수준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1965년 7월 워싱턴에서 10만의 전투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적 순간이, 미국이 전면적이고 전력적인 

군사개입을 통해 베트남 전쟁을 미국화하기로 한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당시 미 국방부는 북베트남인과 베트남군의 갈등을 통상적인 양상의 

전쟁으로 전환시킬 결심을 한 듯하다. 이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제 

1단계(베트남 원조 군사 사령부)의 도입을 선포했다. 1단계에는 군사적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44개 대대 규모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2

단계에서는 적군이 재래식 전투를 받아들일 의사를 표할 경우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공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7월의 

작계로 미루어 보면 2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27개 대대의 추가 

병력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1965년, 북베트남군의 놀라울 정도로 

빠른 침투 속도와 침투해 오는 병력의 수는 기존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군사학자들에 따르면, 한국군은 한국의 국익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병되었던 정치화된 군대였다.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을 취하면서도, 

미국과 남베트남의 명시적인 우군으로서 체면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수행한 독립적인 작전 통제는 다국적 연합군의 

병렬 지휘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현대화된 유능한 군인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의 

능력을 증명했고 베트남전 중 연합군의 전력에 특기할 만한 기여를 

했다. 한국군은 소규모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비록 미국의 전투 방식과는 

달랐지만, 베트남전에서는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1969년 베트남화가 

시작되고 미국과 한국 간에 불화가 생겨나면서 한국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원인도 동기도 희미해졌다. 각국과 그에 속한 각 군대에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미국, 남베트남, 한국 간 대립의 골은 깊어갔고 

그 결과 더는 총력을 연합하기도 어려워졌다. 한국군은 전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한국과 한국군에게 남은 

동인은 참전에서 오는 경제적인 이익이었다. 딱히 이렇다 할 결정적인 

승리는 없이 베트남화 단계에서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국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기강은 다소 해이해졌다. 베트남전이 정글 

속의 한국전쟁이라고 칭해짐에도 역사 속에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면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노고가 잊혀져가는 것은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50년도 전, 공산주의의 공세를 막아내고자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전력을 베트남 땅으로 떠나보낸 한국이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재물의 2부에는 한국군에 대한 평가 및 베트남전에 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다루며, 1부와 2부를 요약한 결론이 수록됩니다. 

슐러 스카이 웹(Schuyler “Sky” Webb) 박사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임무를 지원하는 셀레스타 애널리틱스(Celestar 

Analytics) 유한책임회사의 자문 위원입니다. 

Endnotes

1 The term "Vietnam Conflict" is primarily a U.S. designation that 
acknowledges the U.S. Congress for not declaring war on North Vietnam.
2 The official U.S. Government start date for the Vietnam conflict is 1 
November 1955 when the first U.S. military advisers arrived in Vietnam; 
however, the first combat troops were deployed in 1965 that is considered 
the actual st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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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이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이라면, 베트남 전쟁(1964-1973)

은 한국의 잊혀진 전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하여 5,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으며 중부 

해안을 공산주의의 지배로부터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베트남 전쟁이 이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게 된 것은 

남베트남이 한국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1975년 공산 진영의 승전 

이후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가능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전에 전쟁 관련 역사적 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검열과 오늘날 대중 매체 및 대중 문화의 

전반적인 무관심을 들 수 있다. 

본 시리즈의 제1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광범위한 개입을 

요약했다. 제2부에서는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군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요약,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북한군 개입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보강한다.  

베트남 전쟁 이전의 사건 베트남 전쟁 이전의 사건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앞서 1954년부터 베트남에 

파병을 해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지상군’

을 파병하는 것 이상으로 개입했다. 한국군은 공산주의와의 잔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아 의욕이 넘쳤으며,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0년대 초반 국내 정세의 불안정, 빈곤 및 냉전으로 인한 대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만 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은 연이은 민주화 운동과 이전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1961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93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600,000명 규모의 한국군은 

미군의 군사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한국군은 중부 해안 지역에서 

남베트남을 보호하고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지배를 막음으로써 작전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쟁 기획자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갖춘 한국군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군에 대한 평가한국군에 대한 평가

적군의 존경은 차치하더라도,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많은 미군 병사의 

존경을 받았다.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군은 중부 해안 지역에서 남베트남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지배를 막음으로써 작전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분석가는 베트콩 게릴라에 대항한 한국군의 

광범위한 작전 성공으로 인해 베트콩이 한국군과의 교전을 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쟁 기획자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갖춘 한국군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미군 관계자들은 

한국군이 살상능력, 조직력 및 전문성에 있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연합군의 여타 연합국 병력을 능가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 편, 한국군과 

함께 했던 다른 지휘관들은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국군은 헬리콥터와 

포병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했으며 작전 후 너무 긴 휴지기를 가졌다”고 

전하며, 한국군 2개 사단을 ‘우수한 미군 여단 하나에서 기대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Melvin Laird 국방장관은 분쟁 상황에서 

한국군의 유용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미군의 철수 기간 중 

한국군의 전시 유용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국 지도자와 눈에 띄는 갈등을 빚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베트남 원조 미군 합동 지원사령부(Joint-Service 

MACV)의 일부로서 미 해병대와 다양한 교류를 했다.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후 최초로 수행한 해외 작전이었으나, 그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유능한 전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미 해병대는 

버지니아주 콴티코 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청룡부대의 모든 

장교들을 훈련시켰다. 전쟁 중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유기적 항공 자산이 

부족했으므로, 대체로 모든 한국군 중대에 미 해병대원이 함께 하며 이들의 

교전, 근접 항공 지원, 헬기 수송 및 재보급을 조율했다.

한국군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국군의 

전술은 구정 대공세(Tet Offensive) 이전의 공격적인 전술과 달리 포위망식 

기지 구축을 포함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전술로부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전술은 미군 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군 감축을 계획하던 시기에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참전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여론과 정부의 지지가 낮아지고 전쟁에 

참여할 의지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자료는 일반적으로 

한국군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 전쟁 북한과 베트남 전쟁 

북베트남과 북한(DPRK)은 냉전 시대의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 중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주고 받았다. 전쟁 기간 

동안 북한은 베트남 공산 진영을 비교적 큰 규모로 지원했으나 그닥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의 북베트남군 지원은 수십 년에 걸쳐 인정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개입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보다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다. 2000년에 베트남과 북한은 

미군 항공기와의 전투 임무에 북한 조종사가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정확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의 역할: 제2부 
슐러 C. 웹(Schuyler C. Webb)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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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알 수 없으나, 한 베트남 신문 기사는 최대 100명의 북한 

조종사가 전쟁에 참전했다고 보도했다.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북베트남에 제한된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남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작전을 관찰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는 두 개념 중 하나를 뒷받침한다. 한 가지는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 수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재의 부족한 이해가 그저 북한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여론 조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한국 여론 조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

한국의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베트남의 한국 

참전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전쟁에 대해 미묘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인(80%)

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7%)이 참전 결정에 대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박정희 정부가 언급한 베트남 전쟁 참전의 근거(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침략 억제)와 달리, 절반을 약간 넘는 수(54%)가 해당 

파병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약 4분의 

1(27%)은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파병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 이유로 군대를 파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과반수(58%)는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가적이었다. 한국군의 참전이 

미국-한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

분의 2 이상(68%)이 해당 경험이 한미동맹에 ‘매우’(20%) 또는 ‘

다소’(48%)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결론결론

이 주제를 연구한 한국 학자는 많지 않지만, 대중화된 연구의 경우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한국 지도자인 박정희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을 영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꼭두각시였거나, 또는 이익을 위해 전쟁에 파병된 박정희의 

‘용병’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반문하기 위해 한국의 일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는 그들의 전쟁 경험을 기록했다. 그러나 참전 

용사 협회를 제외한 일반 대중의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의 복지, 특히 전쟁 중 미군이 

사용한 전술적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의 영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때때로 시위를 진행하지만, 이런 경우 이외에는 

참전 용사 자체가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베트남 참전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적 성공을 촉진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도 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경험한 경제 및 정치적 유산 이외에도, 한국의 

해외 파병 전환은 여러 열망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력해 보인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제대로 인식하고 돌아봐야 할 때이다.

전쟁에 대한 기여를 통해 한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에 

초반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야심 찬 경제 개발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기간 중 한국의 GDP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군의 양해를 

활용해 한국군 현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계 군사력 6

위인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한미 관계의 

관리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양국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국가적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역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다. 본 한국의 대규모 파병에 대한 역사적 종합 

분석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의 경쟁적인 정치적 평가 이상의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독자에게 교훈을 제공한다. 

베트남 전쟁의 광대한 역사 기록학에 한국의 관점을 기록함으로써, 

본고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또 다른 관점과 견해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고는 베트남 전쟁과 연합군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고자 한다.

베트남 전쟁이 양국에 미친 정치, 외교,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더 

많은 논의점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벌어진 가장 중요한 세계적 사건 중 하나였다. 또한 

현대의 남북한이 서로와 미국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___________________ 

슐러 스카이 웹(Schuyler “Sky” Webb) 박사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임무를 지원하는 셀레스타 애널리틱스(Celestar 

Analytics) 유한책임회사의 자문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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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대장(예) & KDVA 인턴 

라운드테이블 모임

2021년 9월 13일 줌 화상회의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모임에서, 

KDVA 이사장/ 회장이신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은 한미동맹과 

세계에 대한 미국의 기여, 청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성취감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KDVA 인턴들의 

여러 질문에 답했다.

첫 번째 질문자는 정치학과 국제 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재학중인 황세영 인턴이었다. 황세영 인턴의 관심 분야는 남북 

관계•한미동맹•통일이며 해당 주제와 관련해 KDVA에 여러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황세영 인턴: 대한민국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군께서는 황세영 인턴: 대한민국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군께서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차기 정부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차기 정부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브룩스 대장(예):브룩스 대장(예):

진보와 보수 진영의 주요 양대 정당 사이에 열띤 경쟁이 펼쳐지리라 

봅니다. 어떤 후보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을 

가졌을테고 대북 관계에 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동북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이 나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상 안정, 신뢰와 

자신감, 굳건한 경제, 한국군 전력의 현대화와 같은 국내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도 여전히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안정적이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워싱턴 D.C. 소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아시아학 

석사과정을 진행중인 정보영(Sarah Jeong) 인턴의 질문이다. 

정보영 인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접근 정보영 인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접근 방식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접근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어떤 것일까요?

브룩스 대장(예)브룩스 대장(예)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맹으로서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적대국가인 북한과 화해를 꾀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의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북한과 

정보영(Sarah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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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맹 사이의 종전 선언을 통해서만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한 

미군의 해체나 제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가 

해체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휴전 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간관 

관계로 전환되는 첫 단계입니다. 이에 저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로부터 더 나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유나 인턴은 올해 8월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를 졸업하고 

현재 인천에 있는 아시아 의료 혁신 센터(CMI Asia)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유나: 저는 갓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조유나: 저는 갓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브룩스 대장(예):브룩스 대장(예):

조유나 인턴과 같은 청년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얻되, 

아울러 성취감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청년은 

성취감, 즉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턴 여러분에게 KDV에서 자원봉사를 할 의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경돈 인턴은 주한미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자랑스런 예비역 카투사로 

취미는 파워리프팅이고 내년에도 파워리프팅 경쟁에 출전할 계획이다. 

김경돈 인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일부 대한민국 국민은 김경돈 인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일부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핵무장이 전쟁 억제를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핵무장이 전쟁 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 한반도 안보 환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브룩스 대장(예):브룩스 대장(예):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우선 한국은 한국전쟁 

이외의 여타 분쟁에서도 미국을 지지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강력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국민, 그리고 군 사이에 유대감과 더불어 매우 높은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군의 주둔은 한국이 세계에서 10

번째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주한 미군과 유엔 

파견국들은 한국의 성공을 이끌어온 한 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간의 

동맹이 이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갖는 일이 쉬운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불안, 내부 테러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아울러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북한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는 셀린 마흔(Celine Mahne) 인턴이었다. 셀린 마흔 

인턴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이전에 윌슨 센터와 이스트 웨스트 

센터에서 인턴을 한 바 있다. 

셀린 마흔(Celine Mahne) 인턴:  퇴임 후 학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셀린 마흔(Celine Mahne) 인턴:  퇴임 후 학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이 종종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종종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혹은 군이 종종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혹은 군이 종종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브룩스 대장:브룩스 대장:

한국군, 미군 그리고 한국과 미국 학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현 

상황을 개인의 관점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해석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상황을 미국화하거나, 한반도 상황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국화하는 식의 실수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이 

한국군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중 일부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동맹이란 함께 움켜쥔 여러 개의 화살과 같습니다. 한 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두 개, 세 개가 함께 모이면 부러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줌(Zoom) 참여자의 질문이다. 다음은 줌(Zoom) 참여자의 질문이다. 

참여자: 중동에 대한 미국의 큰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미국의 참여자: 중동에 대한 미국의 큰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가요? 관심이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가요? 

브룩스 대장(예):브룩스 대장(예): 

미군이 주둔할 때는 항상 한 발은 중동에 다른 한 발은 인도태평양에 두곤 

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중동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인도태평양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줌 웹 세미나 2부는 KDVA 인턴 프로그램(KIP)에 대한 토론이며 줌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질문 1: 동맹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질문 1: 동맹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고 가르쳐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알려주고 가르쳐주어야 할까요? 

정보영 인턴:  특히 우리 세대가 한미동맹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KDVA 소셜 미디어에서 ‘대한민국 101’이나 ‘한미동맹 

101’ 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령대,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한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그렇게 해보기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 2: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질문 2: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황세영 인턴: 대한민국 국내 정치는 동맹을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둘러싼 논쟁처럼 말이죠. 한국이 동맹 문제에 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동맹 문제에 대해 강한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26주한미군전우회(KDVA) 한미동맹 저널 : 2021-4



대한민국과 FTA(자유 무역 협정)
황세영(Se You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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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 줄여서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그 밖의 장벽을 없애고 서로 배타적인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현지 시장과 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됩니다. 무역 장벽은 보통 관세와 무역 할당량 

형식으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호주 쇠고기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따를 경우 18년에 걸쳐 

38.5%에서 19.5%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FTA는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정책 등과 같은 분야도 포함합니다. 나아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우며, 판로를 촉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살 

수 있게 합니다. FTA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은 시장에 더 

많은 상품이 출시되어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국가의 수출업자가 B 국가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진 

것을 알게 되면, 그 결과 B 국가의 소비자들은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TA를 체결할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FTA가 무역 장벽을 

낮춰 국가 간 교역을 늘리기 위해 고안되었음을 고려할 때, FTA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더 활발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업들이 보통 정부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FTA가 시행되면 국내 산업은 세계 시장의 침체와 경쟁력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호가 사라짐에 따라, FTA

가 국내 기업들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FTA는 정부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부가 

지역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단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는 보조금을 없앨 수 있고 그 자금들은 다른 부문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역 장벽의 철폐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FTA는 현지 산업 확장을 

위한 자본 투자를 늘리고 국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여러 나라에 달러가 유입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전문지식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현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굴, 시추, 제조 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글로벌 기업에게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이 자원 개발을 위해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다국적 기업은 현지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를 통해 

현지 기업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기술 이전입니다. 현지 기업은 다국적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후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현지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고용 기회 역시 늘어납니다. 물론 다국적 기업은 

현지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유 무역 협정의 장점을 제시했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서 반드시 다른 국가와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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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곳에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일자리 아웃소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 관세를 낮추면 기업이 다른 나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를 철폐하면 생계비 수준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동종 업계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제조업체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으로 인해 직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NAFTA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미국 시민에게 주지 않고 멕시코로 보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도용입니다. 개발도상국 중에는 개인의 특허, 발명, 

신규소유권 등을 보호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법률이 있더라도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종종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용합니다. 결국 

그러한 회사는 저가/저품질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신흥 시장의 

다수가 농업에 의존하는 전통 경제입니다. 그러한 소규모 가족 농장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농업 기업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농장을 잃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실직, 범죄, 빈곤이 악화됩니다.

자유 무역 협정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단점은 열악한 근로 조건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적절한 근로자 보호 없이 신흥 시장에서 인력을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과 아동들이 종종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공장 근로에 투입되곤 합니다. 신흥 시장에는 환경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목재, 광물 및 기타 천연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연 자원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문제는 

결국 정글 지대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토착 문화의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개발이 고립되었던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토착 문화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많은 이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작은 국가의 

경우 수입 관세와 수수료로 인해 줄어든 수익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이 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체로 분명합니다. 

위에서 말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보호무역 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선책이 아닙니다. 높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다국적 기업은 최저 

비용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항상 그래왔듯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마도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일텐데, 여기에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의 

장점과 단점을 접어두고라도, 저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추가적인 FTA 체결을 멈추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부가 그 흐름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나라들이 FTA 체결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결국 이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세계 경제는 진정으로 자유 무역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것이 

점점 더 많은 FTA가 국가 간에 맺어질 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FTA가 거대한 지역 통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이후 지역주의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현재 

세계는 수많은 지역 경제 공동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EU), 

미주 자유 무역 지역(FTAA),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이 지역경제 

통합 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이런 움직임에서 배제되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EU와 남부 공동시장(MERCOSUR) 등과 

같은 지역 간 무역거래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한국이 알게 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이 FTA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 자신들도 추세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무역 협상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WTO 체제에서는 다자간 공동 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FTA는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와 직접 거래를 원하는 

기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외에, 한국 내부의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FTA 문제를 처음 논의한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협력 구상이 FTA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동북아에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의 병행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FTA

가 동북아 경제 협력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에 서명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FTA(EAFTA)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FTA 체결 후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안보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에콰도르, MERCOSUR처럼 협상을 

진행 중인 FTA도 있습니다. FTA의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안정적인 세계 시장 확보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바라면서 FTA 전선에서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FTA를 올바른 방향으로 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FTA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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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대장(예)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1일을 ‘한미동맹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주한미군 전우회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브룩스 회장/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념일로 한미 동맹의 날이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합

니다.  한미 동맹의 날은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 및 예비역 장병들을 기억하고,   공동의 가치와 경

험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

념일입니다.”

한미동맹의 날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 한

미 상호 방위조약이 맺어진 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해 매년 10

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양국 정부간의 

조약문서의 의미를 넘어, 양국 국민들이 서로간의 인적교류와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양국간의 문화 공유가 이루어지게끔 가

교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주한미군전우회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에 한미동맹의 날

을 공식 기록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모두, 특히 우리 회원분들, 

후원자분들, 협력단체들, SNS 팔로워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서 매년 10월1일이 되면  행사 개최, 한미동맹에 대한 응원 메시

지 보내기, 한미 참전용사 및 예비역 장병들에 대한 지원 및 예

우,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미동맹의 날에 대해 알려주고 

전파함으로써 함께 기념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미동맹을 기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안보/전략



놈 스파이비(Norm Spi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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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적 가치:

성공의 기반

영어로 ‘we go together’로 해석되는 한국어 표현 ‘같이 갑시다’는 

한국과 미국의 군 지도부가 양국간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같이 갑시다’는 단순히 군사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문구를 넘어 한국인이 가진 불굴의 

의지를 표현한다.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두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사회적 재건은 우연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가치에서 비롯된 불굴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  ‘아시아의 네 호랑이’라는 용어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지난 3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네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나 된다. 중국과 일본 역시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각각 2위, 3

위를 차지하며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수세기 동안 서구와 

교류가 적어 단일민족성을 유지했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 시장 경제의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 지리적•문화적 경계를 

극복하였다.         

20세기 한국을 집어삼킨 갈등과 고난의 시기에도 한국은 회복을 

넘어 번영을 성취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평균 기대 수명, 

교육, 1인당 소득을 포함한 주요 지표에서 엄청난 성취를 보이며 인간 

개발 지수(HDI)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한국의 탁월한 사업 감각, 

경쟁심, 근면한 직업 윤리 등이 성공의 비결이라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천년의 유교 철학, 안정, 근면, 성실,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가치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한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든 한국의 강력한 문화 정체성과 전통 가치를 지키는 

특성은 한국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의 강력한 동력이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인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화와 전통 가치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가족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한국을 나의 제2의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나는 수차례에 걸쳐 총 4년 동안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 한국은 내 아내가 태어난 곳이자 아내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미국인은 한국의 음식, 옷 , 문화에 대해 

금새 빠져든다 . 글자 그대로 한국의 전통 의상을 뜻하는 ‘한복’은 아마 

가장 친숙하고 대표적인 한국 문화의 상징일 것이다. 우리 가족은 여러 

해 동안 다양한 가족 행사에서 수없이 한복을 입어왔다.  

하지만 전통  옷, 음식, 관습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가치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내 처가의 뿌리 깊은 가치관에 놀랐고, 한편으로 

2020년 봄 여의도

한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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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을 느꼈다.  처가 식구들은 안정, 근면, 성실, 상호 존중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었다 . 이들은 1970년대 초 극심한 가난에도 

내 아내와 아내 형제를 양육하며 오늘에 이른 학문적, 직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강의 

기적’을 잘 보여주는 사례고 이들의 성공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구한 한국의 전통 가치를 지킴으로써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 가치는 한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위대한 

성공을 이룩한 토대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이어가는 한국의 

유산이 매우 자랑스럽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의 용광로라 불리는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가치를 환영하고 수용해주기 바란다.  

한국인들의 삶을 보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안정, 근면, 성실, 상호 존중은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 준 가치들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할 가치이다.  

저자 소개저자 소개

놈 스파이비( Norm Spivey)는 미 육군 방공포병 예비역 대령으로, 24년의 

군 복무 기간 중 한국에 4년간 복무하였다. 한국에 처가를 두어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 스파이비 대령은 방위 산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블로그 (www.

normspivey.com)에 기고문을 게재한다. 



대학에서 국제 관계를 전공하며 내 머릿속은 강대국 간 관계, 체재 

변화, 경제 붕괴와 같은 거시적 주제들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실제 

국제 문제의 전개는 이러한 거시적 그림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협력, 갈등, 세계 통합과 같은 거시적 변화 이면에는 영향력 있는 

개인 뿐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있다. 내가 전공한 

국제관계학은 주요 인사들의 영향력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일반 

시민이 세계 정세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개인 일화는 전문적 주제보다 더 개연성이 높고 정서적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평범한 개인이 국제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공직자는 미군이 

외국에 주둔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와의 미래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변인은 현지인에게 미국의 인상을 심어 주는 일반 미군 

장병들이다.

또 다른 예는 언론이 특정 주제를 보도할 때, 공식적인 사건 진술을 

넘어 해당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언론은 시청자로부터 더 많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반 시민과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시청자가 해당 사건에 

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가진다면 해당 주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옮길수도 있는것이다. 

KDVA 인턴십을 통해 전문적 주제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경험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KDVA 인턴십 프로그램 중 좋았던 경험을 하나 꼽으라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저명한 고위급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든, 기고문을 작성해 

출간하길 원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원하든, 의지만 있다면 

KDVA 인턴십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었다. 인턴 경험을 한미동맹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 경험으로 생각해도 좋다. KDVA에서 근무하며 

때로는 시간이 너무 많기도 하다가, 자유 시간이 거의 없기도 하는 등 

내 일정은 요동쳤지만, 1년의 인턴 기간, KDVA는 내 일정을 전적으로 

존중해주었다.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과 KDVA 인턴들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모든 이들이 KDVA 인턴십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유연한 일정 조절을 

꼽았다. 몇몇 인턴은 참전 용사, 전 유엔 대한민국 대사, 한미동맹에 

공헌한 이들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꼽았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신이 딛고 있는 

국가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KDVA 인턴 경험은 참전 용사들의 

유산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KDVA 인턴들은 단기/장기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연설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DVA 인턴십은 학업/

직장 생활 같은 본업에 집중하며 KDVA를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경력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인천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통제된 방법으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여, 장래 경험할 직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한미동맹저널에 게재할 기고문을 작성할 때, 개인적 일화를 담은 

이야기보단 전문적인 연구 주제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내 개인 일화를 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었다. 속으로 ‘한국의 대중, 대미 관계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낫지. 사람들이 내 한국 유학 경험에 관해 알고 싶어하지 않을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적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은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력과 이 영향력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주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셀린 마혼(Celine Ma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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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하여

주한미군전우회(KDVA)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교훈



홍수지(Suji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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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VA 인턴 프로그램에서의 일 년이 벌써 끝나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인턴십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르바이트, 학업을 병행하며 

인턴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KDVA는 

항상 내 일정을 존중하며 인턴신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배려로 

나는 학업을 잘 마쳤으며 인턴십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KDVA 인턴십은 내가 인생에서 내린 결정 중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코로나 19 사태로 내 생활방식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줌(Zoom)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혼자 사무를 처리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KDVA 인턴십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일하는 기회를 얻으며 내 생활방식은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자주 만남을 가질 순 

없었으나 다른 인턴들과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한 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미동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주한미군전우회(KDVA) 인턴 프로그램

많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많은 이들이 관심은 있으나 

한미동맹에 참여할 용기가 없을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KDVA 인스타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은 

계정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신기해 했으나 참여에는 주저하였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가 젊은 

세대를 한미동맹으로 이끈느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하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 사실이다. 나는 

만약 우리가 KDVA의 사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언젠가는 

언어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다. KDVA 인턴십은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한미동맹에 관해 여전히 배울 것이 많기에 이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며 KDVA의 활동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KDVA를 통해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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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하여

KDVA 인턴십은 인턴들에게 한미 동맹을 넘어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경력 개발과 네트워킹의 기회와 나아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DVA 2021-2022기 인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한미동맹 연구

- 한미동맹저널 및 KDVA 홈페이지/SNS(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기고문 게재

- KDVA 지도부 연구 보조 및 KDVA, 씽크탱크 등에 기고문 게재

- 학업 기관 및 전문 인력들과 협업 하 프로젝트 추진

KDVA는 2021-2022기 인턴들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열정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위대한 한미 동맹을 위하여”

M E E T  T H E  K D V A  I N T E R N S  -
K D V A  I n t e r n s h i p  P r o g r a m  ( K I P ) 
C l a s s  o f  2 0 2 1 - 2 0 2 2



Wish to be a donor?  Please go to https://kdva.vet/donations/.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14689, Lee Highway #266, Gainesville  VA 20156, USA 

contact@kdva.vet                                                                                                 
www.kdva.vet 

KDVA THANKS OUR SPONSORS AND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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