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용사 유해발굴과 호국영웅 선양 방안”

I. 들어가며
필자는 1998년 창설된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단”에서 “전사자 유해발굴담당장교”로 근
무했다.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최초로 부여한 보직이었으며, 최초로 착수한 업무였다. 국방
부는 2000년 6월 25일 6·25전쟁 50주년을 전후해 6·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
의 명예선양과 후손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양하는 각종 행사와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을 대대
적으로 시행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도 그 중 하나의
사업이었다.
정부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5년 미국정부는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인식되고 있던 6·25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면서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1) 이에 정
부는 1998년 건군 50주년기념 행사 종료 후 ‘건군50주년행사위원회’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환했다.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6·25전쟁이 발생한 날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을 선정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6·25전
쟁5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한 후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기념사업의 시행을 주도하는 국방부는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단’을 설치하고 고(故) 양인
목 중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국방부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단’의 임무는 기념사업을
조정·통제하고, 국방부 사업을 주관하며, 기념사업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조직이 구성되자 기념사업단은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각급부대로부터 아
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참전단체와 예비역 단체 등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적합한 사업
제안을 요청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부의 주도사업 10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34
건,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위임사업 42건 등 총 9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그때 국방부는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전우 찾기, 전사망자 유가족 찾기,
참전용사 명예선양, 전쟁영웅 현양행사,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사업 등을 선정했다. 당시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부분으로 한시적 이벤트 성격의 사업이었
기 때문에 여타 사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과 정신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때의 결정이 궁극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1) 미국 정부는 2000년 3월 국방부 예하에 ‘한국전쟁50주년기념사업회’를 설치해 2003년 11월까지 43개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했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1995년부터 “한국전쟁50주년기념사업 기획단”을 설
치해 운용했다.
2)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6·25전쟁50주년 기념사업계획』, 2000, pp.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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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당시의 경험과 그 후부터 현재까지 관련업무를 계속해온 경험을 기초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역사와 과정을 호국용사의 명예선양과 연계해 분석한 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6·25전사자 유해발굴
1.‘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호국용사의 유해를 무엇 때문에 전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수
습하지 못한 채 전투현장에 남겨 두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한편
“이미 6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이제야 발굴한들 무슨 의의가 있는가?”라며 그
가치에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다. 따라서 2000년부터 국방부가 참전용사의 명예회복 차원
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의 의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
쳤음에도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호국용사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
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하며, 유가족의 피맺힌 60여년의 한(恨)
을 풀어 드려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의 의의로 볼 때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책무라고 아니 할 수 없
다.
국가가 6·25전쟁 중 수습하지 못했던 전사자의 유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25전쟁 50
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2000년부터 3년간의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된 유해
발굴사업은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영구적인 사업으로 전환하
여 계속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고 관련 법령을 제
정해 유해발굴사업을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0년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4년까지 8천4백여 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고 그 중 일부
는 신원을 확인하면서 전사하신 영령과 유족의 한(恨)을 풀어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찾아야 할 13만여 명의 미수습 전사자 대다수가 찬이슬과 비바람 속에서 조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15년간의 성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비
추어 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적 관심 속에 사업이 활성화되
고 있어 머지않아 더 많은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다. 비록 10여 년의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해마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그 경험
과 기술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어 향후 활약이 기대 된다.3)
3) 최용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2003,

2. 6·25전쟁 중 전사자 유해 처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간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그 전쟁으로 <표1>과
같이 62만여 명에 이르는 국군장병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전사자 중에서 13만여 명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찰관과 학도병의 인명피해가 발
생했으며, 전투요원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99만여 명이나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21개 우방 국가에서 파병된 유엔군의 인명피해도 15만여 명을 넘는다.
<표1>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

․

․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망

전 부상

실종 포로

총 계

776,360

178,569

555,022

42,769

국군

621,479

137,899

450,742

32,838

유엔군

154,881

40,670

104,280

9,931

※ 전·사망에는 부상, 실종, 포로 중 사망한 숫자를 포함했으며, 포로는 교환포로와 추가 송환포로
를 포함한 숫자다. ※ 남한의 민간인 피해는 사망 244,663명, 학살 128,936명, 납치 84,532명, 행방불명
303,212명, 부상 229,625 등 990,968명이다.
자료 : 국방부, 『2010국방백서』, 2011, p.249.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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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 전사자는 <표1>과 같이 전사자로 분류된 137,899
명과 실종․포로로 분류된 32,838명 중 일부다. 실종·포로 중에서 포로 송환에 의
해 귀환한 포로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포로를 제외한 실종자는 23,000여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종자 중에서 전사자로 추정되는 숫자를 합할
경우 6․25전쟁 시 국군 전사자는 모두 16만여 명에 이른다.
그 중 유해를 수습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숫자는 29,325위에 불과했다. 유
해를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는 국립현충원에 위패만을 모시고 있는데 그 숫자가
135,000여 위나 된다. 따라서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후 2014년 현재까
지 수습한 전사자 유해 8천4백여 구 이외에 13만여 구가 아직도 산야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25전쟁 중 13만여 위에 달하는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창군된 지 2년이 되기도 전에 원하
지 않은 전쟁을 준비 없이 치렀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군은 기습남침을 시작하기 전 소련으로부터 T-34전차 200여대와
전투기 및 폭격기 등 최신형 무기를 지원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대륙에서 전투경
험을 쌓은 5만여 명의 조선족 병력을 전환 받았다. 반면 남한은 단 한대의 전차
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T-34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대전차무기조차
갖지 못했다. 부대훈련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태세도 미흡했다. 따
라서 전쟁 직전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표2>와 같이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4)

<표2> 6·25전쟁 직전 남․북한 군사력 비교

4) 최용호,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육군군사연구소, 2013, pp.22~25.

구
병

육군
장비
해군
공군

분

남 한

북 한

력 (명)

103,827

201,050

전 차

·

장갑차

27

54

곡사포

91

552

박격포

960

1,728

경비함

36

30

242

보조함

·

110

비행기

22

226

※ 남한의 비행기 22대는 연습 및 연락기였으며,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자료 : 국방부, 『2010국방백서』, 2011, p.242.

사전에 치밀한 전쟁준비를 갖춘 후 기습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은 소련제 T-34전차 등 최신
형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맞서야 할 국군 장병은 돌진해 오는 북한군의 전차
를 파괴할 무기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다. 초전부터 전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
에 없었다.
단위부대들이 붕괴되고, 재편성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대는 부대원의 명단을 유지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5) 중대장은 물론 소대장이나 분대장 등이 대원들의 얼굴을 익히기
도 전에 전사한 신병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상황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전사자의 시신을 체
계적으로 처리할 만한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다. 옆에서 싸우던 전우가 쓰러지면 소부대
단위로 약식 절차에 따라 가매장하거나 그럴 여유마저도 없을 경우 동료의 시신을 그대로
남겨둔 채 후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50년 8월이 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7월 한 달 동안 계속됐던 지연전을 멈추고 낙동강
일대의 방어선을 점령했다. 그때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낙동강방어선
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전사자의 시신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천연장애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진일퇴를 거듭한 나머지 부대교대
도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낙동강방어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던 다부동
일대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50년 8월에 국군 제1사단이 수행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장병은 2천 3백여 명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 역시 부대원 또는 전사자의 명단으로 집계한 것은 아
니다. 제1사단이 1950년 7월 말 낙동강방어선에 도달했을 때의 병력 수에 8월 한 달 동안
전입된 숫자를 더한 후 9월 16일 반격에 참여할 때까지 살아남은 장병을 제외한 숫자로
추정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국군 제1사단을 공격했던 북한군의 전사자도 5천6백여 명으로
추정 되었다.
그로 인해 다부동 일대의 산야에는 피·아를 구분하기조차도 힘든 전사자의 시신이 널려 있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 육군본부에서 현장조사를 나올 지경이
5) 고(故) 최승갑 일병의 사례 : 2000년 4월 다부동 전투 지역에서 유해와 함께 이름이 표시된 삼각자가
출토됐다. 신원확인 결과 유해의 주인공은 고(故) 최승갑 일병이었다. 병적카드에 기록된 그의 소속은
국군 제17연대였다. 그러나 제17연대는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최승갑 일병은 부대
가 재편성을 반복하는 가운데 제1사단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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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8월 말 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 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신령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미군들은 시신을 치워주지 않으면 진지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틸 정도였다.6)
전사자 유해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6·25전쟁 이전부터 있었
다.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국군이 창설되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 38도선 일대
에서 발생한 북한 인민군의 도발과 각 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수립 후 2개월 만에 발생한 여순10·19사건(1948. 10. 19~27)
과 그 이듬해 개성 북방에서 발생한 송악산전투(1949. 5. 4~6. 24)의 경우는 거의 전쟁과
도 같은 수준이었다.7)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사자 시신은 현장에 임시 매장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화장한
뒤 영현을 서울시 중구 장충동, 현재의 장충단공원에 있던 장충사에 안치해 관리했다. 장
충사는 지금의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있었다.8)
장충사에 봉안된 전사자의 영현이 계속 늘어나자 그때 처음으로 육군본부는 육군묘지 설치
방안을 검토했다. 개성지구 전투가 마무리된 후인 1949년 말부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는
서울 근교에 육군묘지를 설치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육군묘지 설치를 위한 활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대신 낙동강 일대까지 후퇴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전사자의 시신 중 화장된 일부의 영현을 부산 동래의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범어사와 금정사에 안치하기 시작했다.
전사자의 영현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묘지등록대’가 육군본부 직할 병참기능부대로 창설
된 것은 낙동강 방어전투가 거의 종반전에 접어든 9월 5일이었다.9) 묘지등록대 본부에 중
앙봉안소도 설치되었다.
당시의 당시 육군본부 병참조직은 직할부대들과 1개의 병참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51년 2월에는 제179병참단과 제279병참단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부
대들로 편성되었다. 그 시기에 ‘묘지등록대’는 <표3>과 같이 ‘제2201묘지등록중대’로 명칭
이 개칭되면서 제279병참단 예하부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표3> 1951년 육군본부 병참조직 편성

6) 백선엽 회고록,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p.78.
7) 국방부, 『6·25전쟁사1: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451~475, 500~510.
8) ‘장충단’과 장충단공원 : 서울 중구 장충동 지금의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위치했던 장충단은 을미사
변(1895)과 임오군란(1882)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쌓은 재단이었다. 일제는
장충단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는 ‘박문사’를 지었다. 해방 후 박
문사는 장충사로 개칭되었다. 그 후 영빈관을 지으면서 장충사는 철거되었다. 따라서 장충단공원은
역사적으로 호국 영령들과 관련이 깊은 성소였다.
9) 묘지등록대가 창설될 당시 육군본부 병참조직은 직할부대들과 1개의 병참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1951년 1월 16일 ‘국본일반명령(육)제12호’에 의해 제179병참단이 창설되었다. 이어 1951년 2월에는
육군본부 ‘병참단’이 제279병참단으로 개칭되면서 병참부대는 제179병참단과 제279병참단 그리고 직
할부대들로 편성되었다. 제179병참단은 보급지원을 담당하고, 제279병참단은 보급지원을 제외한 영
현, 정비, 세탁, 폐품 수집 등 근무지원업무와 전쟁포로들에 대한 보급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 육군
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55. ;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전투근무지원』, 육군본부 군사연구
실, 1994, p.231.

육 군 본 부

육
군
병
참
학
교

제
1
0
6
0
보
급
중
대

제179 병참단
기지창고 중대

제279 병참단
정비중대(2개)

피 복 창

수집중대(2개)

보급중대(5개)

세탁중대

근무대대

제2201묘지등록중대

자료 :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년, p.60.

묘지등록대가 창설되었다고 해서 전사자의 유해를 처리하는 제도가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묘지등록대가 창설되면서 화장(火葬)문화가 새롭게 정착되기 시
작했다.10) 그때부터 사단 단위로 전사자 유해를 화장하기 위한 ‘화장트레일러’가 도입되어
병참대에서 화장장을 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투 현장의 모든 유
해를 수습해 화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투가 치열한 현장에서는 임시 매장방식의 유해수
습도 계속되고 있었다.
묘지등록대가 창설된 이후 전황이 호전되면서 화장된 유해를 본가에 봉송하거나 그 중 일
부를 부산 동래의 범어사 또는 금정사에 안치했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따
라서 얼마만큼의 유해가 어디에서 화장되고,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또는 본가에 봉송된 유
해와 사찰에 봉안된 유해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길은 없다. 확
인이 가능한 경우는 차후 대구 달성공원에 설치된 중앙봉안소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2만9천여 위에 불과하다.11)
전쟁 초기 전사자에 대한 위령제 또한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다. 전황이 워낙 급박하게 진
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보다는 현장에서 단위부대 차원으
로 거행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1952년 4월 6일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위령제가 부산 동래의
범어사에서 열렸다.12)
당시의 전황은 현재의 휴전선 일대에서 고지쟁탈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각종 기
간시설의 복구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기능은 여전히 임시수도인 부
산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이어 1952년 9월 28일 육․해․공군 합동위령제가 부산 범어사에서 거행됐다.13) 육군본부가
10) 화장과 매장 :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일반적인 장례문화였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화장을 배척하고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일제 강
점기에 다시 화장으로 선회했다. 일부에서는 항일의식의 일환으로 화장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해방되던
시기에는 화장이 매장과 같은 수준의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김시덕, “화장 문화 확산에 따른
전통 상례의 변화”, 『장례문화연구』 제5권 제1·2호, 한국장례문화학회, 2008, pp.19~41.
11) 묘지등록대와 매화장보고서 : 묘지등록대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던 육군본부에서 국본 일반명령(육)제
62호에 의해 창설됐다. 현재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1950년 9월 17일 작성된 6·25전쟁 전사자 ‘매
화장보고서’를 존안하고 있다. 따라서 묘지등록대는 창설 직후부터 전사자 매화장보고서 작성에 착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승만연구회, 『사진으로 보는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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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문헌자료에 의하면 이때의 위령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주관 하에 열린 두 번째 행사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찰 관계자, 참전용사 등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
이 범어사를 방문한 사실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위령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범어사 또는 금정사를 수차
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본부는 1952년 9월 27일 ‘국본일반명령(육)제180호’에 의해 제179병참단을 제1병참단
으로, 제279병참단을 제2병참단으로 개칭했다. 이때 ‘제2291묘지등록중대’를 ‘제81영현중
대’로 개칭했다. 이어 1953년 1월 8일 제81영현중대는 제2병참단 직할부대에서 제2병참단
제13대대의 예하부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14)
하나뿐이던 영현중대는 1953년 2월 20일 ‘국본일반명령(육) 제42호’에 의해 제1병참단 예
하에 제82영현중대를 창설하게 되어 두 개의 영현중대로 확대되어 영현업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휴전 직전에 제82영현중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전환한 뒤 제1병참단 예
하 제11보급대대에 제83영현중대를 창설함으로써 육군은 모두 3개의 영현중대를 운용하게
되었다.15)

3. 6·25전쟁 이후 유해 발굴과 영현관리
1) 중앙봉안소 이전 및 합동위령제
6·25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봉합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부산의 범어사와 금정사에 안치된
국군의 영현은 31,057위였다. 협소한 두 사찰에 3만여 위나 되는 영현을 안치하기에는 무
리가 있었다. 특히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범어사와 금정사에는 공비의 출몰이 잦아 영현의
훼손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시설이 아닌 일반 사찰에 전사한 장병의 영현을 장기간 봉안하고
있다는 명분상의 문제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명무실했던 부산의 중앙봉안소를 대신
할 새로운 중앙봉안소를 설치해 범어사와 금정사에 안치되어 있던 영현을 이송하기로 했
다.
정부가 선정한 새로운 중앙봉안소는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에 위치하고 있던 대구 ‘시립박
물관’이었다. 정부는 이 박물관을 인수해 중앙봉안소로 개조한 후 부산 범어사와 금정사에
안치되어 있던 3만여 위의 영현을 이송하기 시작했다.16)
3만여 위의 영현을 부산에서 달성공원으로 이송하는 데는 화차 3량을 이용해 7일 간에 걸
쳐 이루어졌다. 그때 대구역에서부터 달성공원에 이르는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이 도열해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의 넋을 위로 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10월 16일에는 휴전 이후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육․해․공군 합동위령제가
중앙봉안소에서 열렸다.17) 이어 1955년 4월 23일에도 같은 규모의 합동위령제가 거행되었
13)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47.
14) 제1병참단에는 제11, 제12대대가 편성되어 있었고, 제2병참단에는 제13, 제15대대가 편성되어 있었
다.
15) 최용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2003, pp.65~71.
16)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118.
17) 대구 시립박물관 : 일제는 1914년 현재의 달성공원에 신사(神社)를 건립했다. 이어 신사의 부속시설
로 현재의 테니스장 부지에 국체명징관(國體明徵館)을 건립했다. 해방 후 대구시는 신사와 국체명징

다.18)

2) 영현중대 및 봉안소 운용
정전협정 체결 직전 육군은 총 3개의 영현중대를 운용하고 있었다. 육군본부 직할 제82영
현중대, 제1병참단 제11보급대대 예하의 제83영현중대, 제2보급단 제13보급대대 예하의
제81영현중대였다.
그 시기인 1955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사자 유해를 수습해 봉안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
하게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제81영현중대에서 운용하는 ‘제5봉안소’가 서울 장충단에 설
치되었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유목동에는 DMZ 일대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제83영

현중대가 운영하는 ‘현충대’를 설치했다.
한편 1956년 6월 말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제82영현중대가 해체됨에 따라 영현중대는 제
81중대와 제83중대만 남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5월 16일 집권한 군사정부는 그 해 11
월 제2군사령부 소속으로 제85영현중대를, 제1군사령부 소속으로 제86영현중대(대구)와 제
87영현중대(강원도)를 창설했다. 이 처럼 군사정변의 와중에 3개의 영현중대를 한꺼번에
창설한 것은 군사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사자 영현수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정부의 전사자 영현수습을 위한 조치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이듬
해인 1962년 말 창설된지 1년 밖에 안 된 제85·86·87영현중대를 모두 해체하고 제81영현
중대를 육군본부 직할중대로 전환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때부터 영현관리는 이원
화되어 제81영현중대에 의해 장충단공원에 위치한 제5봉안소가 운용되고, 제2군사령부의
제83영현중대에 의해 대구의 중앙봉안소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3) 국군묘지 조성 및 안장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육군은 육군묘지 설치를 위한 활동을 중단했지만 그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었다. 38도선에서부터 낙동강방어선까지 후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전사자가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전사자 묘지 설치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묘지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답사팀을 편성해 제1차로 대구 일대,
제2차로 경주 일대를 답사한 결과 형산강의 상류인 경주시 천북면 지역을 육군묘지 후보
지로 잠정 선정했다. 육군묘지 후보지를 대구 및 경주 일대로 국한한 것은 낙동강방어선
전투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어 육군 수뇌부의 현장 확인 결과 선정된 후보지가 지
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는데다가 침수 우려가 많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육군묘지
설치는 일단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952년 5월 6일,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이 건의한 묘지 설치문제를 다시 논
의했다. 이 회의에서 육군묘지를 설치하게 될 경우 해·공군에서도 각각 묘지를 만들게 되
어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육군묘지 설치를 일단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안으로 3군이 통합된 국군묘지

관을 대구 시립박물관으로 개조해 1947년 개관했다. 그러나 6·25전쟁 중 유물의 도난사건이 발생하
면서 박물관은 거의 폐관 수준에 있었다. 육군본부, :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121.
18)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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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1952년 5월 26일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3군 합동
답사반이 편성되었고 그 해 11월 3일 국군묘지설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1952년 11월부
터 1953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7차에 걸쳐 10개 지역을 답사했다. 그 결과 현재의 동작
동 국립묘지 일대를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했다.
이듬해인 1954년 3월 1일 국방부는 부지 정지공사에 착공해 3년간에 걸쳐 묘역 238.017
㎡를 조성했다.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 업무를 관장할 ‘국군묘지관리소’가 발족되었다.
이어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 제1144호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국군묘지 운영 및 관
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군무원의 영현을 안장하기 시
작했다. 그 후 연차적으로 1968년 말까지 광장 99.174㎡, 임야 912.400㎡ 및 공원행정지
역 178.513㎡을 조성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 전사자 유해수습을 위한 노력
앞서 영현중대의 창설과 함께 추진된 전사자 유해 처리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각급 부대와 지역
주민에 의해 임시 매장되었거나 화장 후 영현상태로 보관 중인 전사자에 집중되었고, 실제 전투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미수습 전사자 유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는 없었다. 그렇다고
전투현장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1959년부터 육군 차원에서 영천지역을 위주로 한 몇 차례의 제한된 조치가 있었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육군본부는 1959년 6월 5일 영현중대로 하여금 영천일대의 유해를 수
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 해 7월 40여 명으로 편성된 유해수습요원이 경상북도
영천 일대에서 1차로 전사자 유해 300여구를 수습해 화장한 후 대구 달성공원에 위치한
중앙봉안소에 안치했다.
이어 1959년 11월 3일 육군본부의 두 번째로 유해수습 지시에 따라 그 해 12월부터 1960
년 1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유해수습요원 30여 명이 영천일대에서 다시 300여 구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19)
세 번째의 유해수습은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1960년 2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상북도
영천 신평지역에서 실시되어 30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수습한 뒤 화장하여 대구 달성공
원에 있던 중앙봉안소에 안치했다. 이어 1960년 10월 의정부 호원리에 합동 매장되어 있
던 유해 59구를 발굴해 서울 동작동 국군묘지에 안치했다.20)
1960년에 발생한 4·19와 다음해 5·16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육군본부 차원의 전사자 유해수습 노력이 재개된 것은 1965년이
었다. 육군본부 직할 제81영현등록중대는 그 해 7월 19명으로 편성된 유해수습 요원을 음
성, 여주, 이리 등에 파견해 총 47구의 유해를 수습했다.21)
1965년 이후 유해수습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7년 12월 9명으로 편성된
유해수습 요원이 경상북도 포항 영일 일대에 산재해 있던 유해 15구를 수습해 국군묘지에
안치했다. 그때의 수습은 지역주민의 진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추진되었던 몇 차례의 전사자 유해수습 역시 일부지역을 대상
19)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322.
20)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322.
21)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p.549.

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계획에 의한 수습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 또는 전자한 장병의 가족 등의 신고와 진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 후 2000년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정부차원의 유해발굴사업에 착수할 때까
지 공식적인 유해발굴 및 수습은 기록 및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후 1980년을 전후해 6·25전쟁 당시 20대 전후의 나이였던 참전세대들이 현직에서 은퇴
하기 시작하면서 전우회 차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주요 전투별로 구성된 전우회는 자신
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전적지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사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
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로 1990년에 결성된 ‘다부동전투전우회’는 1994년 다부동 전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면서 육군 제50사단의 지원 아래 다부동 전투 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이긴 하
지만 전사자 유해수습을 함께 추진했다.
전사자 유해수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2년 8월 개최된 정기 추모제에서 6․25전쟁 당
시 국군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참전용사들이 행사에 참석한 제2군사령관
(대장 이필섭)과 제50사단장(소장 김인종)에게 다부동지역 전사자 유해발굴을 건의하면서
부터였다.
그 결과 1994년 9월 다부동 전투 전우회원인 김명중, 황대형 참전용사의 현장 증언 및 안
내를 받아 숲데미산에서 영동농업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도병의 완전유해를 수습한 것
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총 8회에 걸친 발굴로 미군유해 1구를 포함해 완전유해 2구와
205점의 부분유해를 수습했다. 발굴된 미군유해는 1995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한편 ‘구국용사충혼비’로 명명된 다부동 전투 참전기념비 제막식이 1995년 6월 24일 다부
동전적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이 기념비 제막식 행사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당
국 관계자와 전우회 회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다부동 전투 전우회 부회장으로 1994년 유해수습과 참전기념비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황대형 참전용사는 그 후 2000년 4월 다부동 지역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자 노구를 이끌고 발굴기간 중 20일 이상을 함께 동참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동안 먼저 간 전우의 유해를 한 구라도 더 찾겠다”는 신념으로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그때의 심경을 피력했다.22)
다부동 전투 전우회의 활동 외에도 각급부대 차원의 유해수습과 함께 황규만(예비역 준장)
의 사례와 같이 개인적으로 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 또한 적지 않았다.23)

5) 2000년 이후 유해발굴과 영현관리

22) 황대형 참전용사 증언 : 황대형(1931년 출생) 참전용사는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 제3중대 화기소대
분대장으로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다. 현재 다부동전투전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서울 용
산구 전쟁기념관 430-1호실에서 필자와 두 차례(2012년 8월 7일, 9월 25일)에 걸쳐 다부동 전투 상
황과 1994년 전·후 전우회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23) 황규만(예비역 준장)의 사례 :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에 치중되어 6·25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
병에 대한 관심은 점차 잊혀졌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6·26전쟁 당시 소대장으로 기계·안강전투에 참전했던 황규만(준장, 예) 참전용사는 자신의 부
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전사한 인접부대의 소대장 김소위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10여
년이 지난 후인 1963년 수차례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김소위의 유해를 수습해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고 전사한 장소에 묘비를 세웠다. 안장 당시까지 전사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는 묘비에
‘김 소위’라고만 새겼으나 이름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이름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찾음
으로써 전투 당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 황규만, 『도음산(384고지)-40년의 기도-(육군소위 김
의 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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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6·25전쟁 중 수습하지 못했던 전사자의 유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3년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설정해 두고 시작
된 6·25전쟁 기념사업 중에서 유해발굴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0년부터 예상외로 많은 유
해들이 발굴되고, 고(故) 최승갑 일병 등 3명의 신원확인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단’은 200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해발굴 및 안
장사업’은 기념사업단 해체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보고했다. 또
한 2002년 국방자문위원회에서도 유해발굴사업을 영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학계와 언론에 의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2003년 4월 국무조정실 통제 하에 있던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
단’에서 유해발굴사업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그해 7월 국무
총리 주관 하에 열린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호국보훈사
업으로 선정해 계속해 나가기로 의결했다.24)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담당관실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예하 전사자 유해발굴과로 편제화 했다. 그 후 2005년 6월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에
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영구사업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해발굴사업을 범 국가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방
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와 유사한 전담부
대를 창설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25)
이에 육군본부 전사자 유해발굴과장(대령 박신한, 초대 국유단장)을 T/F장으로 한 가칭
“국방부 유해발굴단 창설T/F”를 편성하어 조직편성 방안, 예산편성, 가용시설 검토 등 창
설업무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5월 대통령령 제19479호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이 제
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0일부로 85명 규모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유해발굴사업은 국방부 예하 육군본부 차원의 사업에서 정부차원의 사업
으로 격상됨은 물론 국유단이 국방부의 직할기관으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게 되
고, 관련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유단이 창설
된 이후부터 유해발굴사업은 그동안 육군본부 예하의 1개 과가 전담해 수행하던 시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표4> 조직과 사업수행 체계의 변화

24)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훈처, 국방·행정자치·교육과학·문화체육부 등의 정
부 부처가 참가해 나라사랑 및 보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회의다.
25) 미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 미 태평양사령
부 소속의 특수부대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수행한 모든 전쟁 지역에서 전사자들의
유해수색 및 발굴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령관은 소장급이며 육·해·공·해병대, 군무원 등
450여 명으로 편성되어있다. 부사관이 대부분이며, 장교 17%, 박사급 전문인력 40여 명을 가진 전문
화된 조직이다.

구

분

기 간

사업 태동기

사업 기반 조성기

사업 도약 및 발전기

2000. 4. ~ 2003. 7.

2004. ~ 2006.

2007 ~ 현재

• 육본 6·25전쟁
기념사업담당관실 • 육본 유해발굴과
조 직
• 충북대 중원문 • 육본 유해발굴반
화연구소(업무협약)
• 2003. 4. 국무조정실
• 국 무 총 리 령 「호국보훈 정책추진
「6․25전쟁 50주 기획단」유해발굴 지속
사업근거
년기념사업 위원 추진 결정
회 규정」
• 2003. 7.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 지속 추진 결정
• 유해발굴 및 안장 • 유해발굴 및 신원 확인
사업중점 • 주요 전투지역
• 유가족 DNA 채취
위주 발굴
발굴
• 증언 및 제보 위주
•
증언 및 제보 위주
준비
• 전투사 등 자료연구
• 잠정 유해발굴팀 • 유해발굴반
발굴·
• 지역부대 지원 • 지역부대 지원병력
수습
수
병력
• 현장 육안감식 • DNA검사
행
신원
• 슈퍼임포즈기법 • 유가족 DNA 채취
단
확인
• 부분적인DNA검사 (채혈)
계
• 신원확인 및 미 • 신원확인 및 미확인
후속 확인 유해 처리 분리 유해 처리 분리
조치 • 신원 미확인 유해 • 신원 미확인 유해
DNA샘플 채취 보관

DNA샘플 채취 보관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 국방부유해발굴
감식단령(대통령령)

• 영구적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 DMZ 및 북한지역 확대 추진
• 6․25전사자 유해소재 분
석지도
• 연도별 발굴 계획
• 2009~2013 유해
발굴 활성화 시행
* 군단단위 집중 발굴
DNA D B 구축
유가족 DNA 채취
(구강 내 상피세포)

•
•

·

• 미확인 유해 유해보관실
보관
• 연1회 합동봉안식 거행

자

료 : 국방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2013년, p.38.

국유단은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3월 사단급 부대에 잠정 발굴요
원을 편성해 운용하는 시험적용을 거쳐 그해 7월 작성된 전사자 유해발굴활성화 종합계획
에 의거 2009년부터는 군단급 단위부대에 잠정 발굴팀을 편성해 운용했다. 한편 2008년 3
월「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명실공
히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받게 됐다.
2009년 1월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청사가 서울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개관되었
다. 신축된 청사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보관할 수 있는 유해보관실과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감식이 가능한 최신장비가 구비된 중앙감식실이 마련됨에 따라 그때부터 비로
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3월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
어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유해발굴사업은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사업
으로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수행체계는 <표4>와 같이 사업 태동기, 사업 기반 조성기, 사업의 도
약 및 발전기 등 3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단계별 변천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수행 체계의 변천과 함께 유해발굴 조직의 변천도 뒤따랐다. 2000년 4월 최초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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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해발굴사업은 발굴된 유해를 안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이후 전사사 신`
원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감식과 유가족을 찾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

6 25기념
사업담당관
실

•

육본
11명

• 파견형식
발굴병 8명

• 대대단위

<표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조직 변천
육본
유해발굴
과

• 육본
5명
• 군지단
18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 설
2007년

1차 증편
2008년

2차 증편
2009년

3차 증편
2012년

4과 85명
계획조정과
발굴과
감식과
지원과

5과 134명
계획과
조사과
발굴과
감식과
지원과

5과 179명
계획과
조사과
발굴과
감식과
지원과

5과 199명
계획과
조사과
발굴과
감식과
지원과

발굴지원

자료 : 국방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2013년, p.52.

전사자의 유해를 감식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과학적 감식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
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 채취를 필요로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대국민 홍보활동과 민원업무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업범위의 확장에 따라 조직의 규모도 <표5>와 같이 점차 확대 되었다.
연도별 유해 발굴현황은 <표6>과 같다. 사업초기부터 2006년까지 7년간의 국군 유해발굴 실적은
1,183구였다. 그 후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된 2007년부터 발굴 숫자가 대폭 증가되기 시작했다. 이
어 야전군의 군단급에 임시 발굴단을 편성해 유해발굴을 확대하는 유해발굴 활성화계획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은 매년 1천 구 정도를 발굴했다.
한편 국군의 유해발굴이 증가되면서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발굴도 대폭 증가되기 시작했다. 북한군
과 중공군의 유해는 피·아 고지쟁탈전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6·25전쟁의 특성으로 인해 국군 전사자
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북한군 및 중공군의 유해가 함께 발굴된다.
2000년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년까지 발굴된 유해는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는
1,189구에 달한다. 발굴된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송환을 제의했으나 당사국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에 조성된 적군묘지에 안장
하고 있었다.26) 적군묘지는 정부가 제네바협약 정신에 따라 6·25전쟁 이후 전국에 산재한
적군의 유해를 모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해 조성했다. 1996년 남방한계선에서 5㎞ 떨어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에 5,204㎡(1,577평) 규모로 조성했다. 그곳에는 6·25전쟁 중 사살된
북한군과 중공군 유해와 함께 6·25전쟁 이후 대침투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무장공비의 유해
가 묻혀 있다.

<표6>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6) 최용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2003, pp.20~62.

구 분

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678
344
211
226
152
173
203
195
534
837
1,278
1,443
1,388
1,042
731
921

국군
소 계
8,489
334
202
165
118
138
141
93
378
673
1,139
1,331
1,302
992
666
817

및
국군
8,476
333
199
164
118
138
138
93
378
673
1,137
1,331
1,301
990
666
817

유엔군
유엔군
13
1
3
1
0
0
3
0
0
0
2
0
1
2
0
0

자료 : 국방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2013년, p.290.

북한군
소 계
1,189
10
9
61
34
35
62
102
156
164
139
112
86
50
65
104

및
북한군
684
10
8
54
23
22
25
75
122
83
67
65
43
19
32
36

중공군
중공군
505
0
1
7
11
13
37
27
34
81
72
47
43
31
3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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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국용사 명예선양을 위한 과제
1. 유해발굴사업과 호국용사의 명예선양
실용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죽은 자의 사체(死體) 및 영현(英顯)의 의미는 예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을 폄하(貶下)하는 사람은 많
지 않다. 특히 조국을 수호하다가 산화한 호국용사의 유해와 영현을 수습하고 모시는 사업
에 관한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만의 사
례가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국력을 호국용사의 유해발굴과 영현을 관리에 투자
해 국민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애국심의 핵심기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
이다. 미국은 국방부 예하에 국방부차관보를 담당국장으로 하는 100명 규모의 전쟁포로/
실종자관리사무국(DPMO, Defense Prisoner of War/Mossing Personnel Office)을 운용
하고

있으며,

그

예하에

전사자

찾기(Personnel

Recovery)와

행방확인(Personnel

Accounting)을 전담하는 실행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감식을 위한 기구로는 하와이에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합동전쟁포로
/실종자확인사령부(JPAC,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를 운용하고 있다.
JPAC는 현역간부 300명과 군무원 140명, 병사 10여명 등 45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령관은 통상 해군 소장이 보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부터 미국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력에 비례해 볼 때 미
국에 버금가는 분야에 따라서는 또는 미국을 능가하는 규모의 유해발굴감식단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출발은 늦었지만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유해발굴이 유해가 발굴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 못한다. 전사자의 명예선양
과 후세를 위한 나라사랑 교육과 연계되어야 그 의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 한구의 유해를 발굴하더라도 그 유해가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의 신원을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유해발굴 현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보
존하여 후세들의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전쟁사 및 전투사에 반영해야 한
다. 다섯째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 관리다. 아무리 적군의 유해라 하더라도 유해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
2000년 국방부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최초로 시작할 당시까지만 해도 신원확인의 문제는
뒷전이었다. 일단 산야에 노출된 채 버려져 있는 유골들을 수습해 한 곳에 모시는 것이 급
선무였다. 그러나 발굴 초기 최승갑 하사의 유해 식별되면서부터 신원확인의 중요성이 부
각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DNA에 의한 과학적인 검사기법이 도입됐다. 2000년부터 2012년
에 이르기까지 13년간 발굴된 국군유해 7천여 구에 대한 신원확인 실적은 <표7>과 같이

총 79구(1.2%)에 불과하다.
수습된 유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는 유해
와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유품이 함께 발견된 경우다. 둘째는 유해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유품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다.
수습된 유해와 함께 인식표, 사진 또는 이름을 기록한 유품(수통, 숟가락, 반합, 만년필 등)
이 발견된 경우에는 유가족을 찾아 유해에서 채취한 DNA와 유가족의 DNA를 비교하는 유
전자 감식법을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27)
<표7> 연도별 신원확인 실적(단위 : 구)
구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적

79

3

1

9

2

3

2

2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

9

13

10

6

8

11

자료 : 국방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2013년, p.44.

유해발굴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
에서 채취한 DNA와 유가족의 DNA를 무작위로 비교하는 순수 유전자 검사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치아를 포함한 두개골이 수습된 경우에는 3D 스캐너를 사용해 유해의 손상부위
를 정밀 3차원 데이터에 의해 복원한다. 이어 골절 및 특이 유해를 복원한 다음 축적된 3
차원 데이터를 활용, 유해 및 특이 유품을 복원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한
다.
3D 기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추정되는 인물이 생존 시에 촬영한 사진과 두개골을 영상으로
중첩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슈퍼임포즈(Super Impose)’기법28)이 활용되었다.
슈퍼임포즈기법은 X-RAY에 의한 3차원 입체분석으로 안면을 재구성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2000년에 수습된 고(故) 최승갑 일병의 경우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과 발굴
된 유해를 중첩시켜 비교하는 슈퍼임포즈기법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DNA감식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DNA검사를
통해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슈퍼임포즈기법은 DNA검사 대상을 압축하기 위한
보조기법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해 활용되고 있다.
DNA감식은 <표8>과 같이 1차로 모계혈통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mt-DNA를 이용해 감식
하고, 2차로 부계혈통에 적용하는 Y-STR을 이용한 감식이 이루어진다. mt-DNA를 이용
27) DNA(Deoxyribo Nucleic Acid) 검사 유형 : mt-DNA(mitochondria DNA) 감식은 주로 죽은 지
오래된 생물(유해)의 조직(뼈, 치아 등)에서 유전자를 식별해 생존해 있는 친․인척의 유전자 구조와 비
교로 해 같은 혈통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자확인 방법 등에 적용하
는 기법으로 모계혈통을 대상으로 한다. 전사자의 형제·자매, 이모 등과 2세대 자녀가 모계혈통 검사
의 대상이 된다. n-DNA(핵유전자)감식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 기법으로
Y-STR 검사와 Autosomal STR 검사가 있다. 그중 Y-STR 검사는 부계혈통에 의한 검사로 남자에
게 만 있는 Y염색체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사자의 형제, 아버지 형제의 4촌~8촌, 전사자의 직
계 남자가 대상이다. Autosomal STR 검사는 여자 자녀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검사다.
28) 슈퍼임포즈기법 : 슈퍼임포즈란 물건과 물건을 이중으로 겹치게 한다는 사진 상의 용어로 사자(死者)
의 두개골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전 사진을 중첩시켜 여러 부위가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여 신월
을 확인하는 감정기법이다.

18

제39차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

한 감식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2004년부터 남성 유족을 대상으로 Y-STR 감식
이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 Autosomal STR 검사도 추가되었다.
유가족의 DNA정보를 획득하기 위서는 유가족의 DNA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샘플용 채혈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2000년~2003년)에는 유
해와 함께 신원확인의 단서가 되는 유품이 발굴되었거나 증언을 통해 매장 유해의 신원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경우 관련된 유가족에 대해 선별적으로 DNA시료를 채취하였다. 따라서
2003년 10월까지 3년 동안 DNA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은 389명에 불과했다.

<표8> DNA 검사방법 비교

n-DNA

mt-DNA

Autosomal STR

(미토콘드리아

Y-STR (Y염색체 짧은

유전자 검사)

연쇄반복유전자)

유전 양상

모계

부계(남자만 해당)

1세대 부모 각1/2

개인식별력

상대적으로
낮음(97%내외)

mt-DNA보다 높음
(99.7%)

매우 높음 (99.99%이상)

98% 이상

50%정도

50%정도

구 분

검사성공률
분석 방법

조절부위의 염기
서열분석

(상염색체 짧은

연쇄반복유전자)

자료

짧은 연쇄반복(STR)의 유전형 결정

: 국방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2013년, p.30.

그 후 유해발굴사업이 지속 및 영구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4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19
개 군 병원에서 유가족에 대한 DNA시료 채취가 시작되었다. 한편 시간이 경과될수록 전
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의 DNA시료를 채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
면서 2009년부터는 군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보건소에서도 DNA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는 채취와 보관이 불편한 채혈방식에서 특수채취 KIT을 이용해 구강 내 상피세
포(입안의 분비물)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전보다 간편하게 유가족의 DNA시
료 채취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연간 2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입
대하는 우리의 병역제도를 고려해 현역장병 중 전사자 유가족을 식별해 DNA시료를 채취
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부터 유가족의 DNA시료 채취장소를 일반인의 접근성이 제한된 군병원 위주에서 전
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채취방식을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으며, 채취대상으로 현역 장병
을 추가함에 따라 유가족의 DNA시료 채취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채취된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는 데이터베이
스(DB)에 저장해 발굴된 유해의 DNA정보와 무작위로 비교함으로써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07년 2월 충북 영동군에서 벌목공사 중에 발견된 고(故) 강태수 일병의 경우가 신원확인
에 참고할 단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오로지 축적된 DNA자료의 비교를 통해 신원이 확인
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의 아들이 2007년 5월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채혈에 참가함으로
써 채취된 유전자에 의해 2008년 3월 26일 그의 부친인 고(故) 강태수 일병의 신원이 최

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유가족의 DNA시료 채취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신원확인에 필요
한 단서가 극히 제한되는 6·25전사자 유해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 사레는 점차 증
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유해발굴 현장의 공개와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주 대상 즉 핵심 타켓(target)은 ‘청소년층’이 되어야 한다. 기
성세대들이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가 봐도,
독일가도, 과거 베트콩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베트남의 기성세대들도 청소년층의 나라
사랑 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청소년층의 나라사랑 정신이 부족하다.”라는 과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
든 나라의 공통과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나라사랑 정신을 대폭 늘려야 한
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요즈음의 청소년들은 ‘나라사랑정신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라사랑정신’이라는 고
따분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바로 책상 앞에 엎드려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1분만 지나면
잠들어 버린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는 첫째로 그들의 입시와 진학에 도움이 되는 주제다. 둘째
는 그들의 스팩(SPEC, specification)에 도움이 되는 주제, 셋째 재미있는 주제다. 따라서
나라사랑 교육은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주제와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사항 주제는 역사교육에 포함시켜 모두 입시에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
이다. 그렇다면 둘째 그들의 스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과 재미있게 하는 방식을 결
합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좋아
한다. 문제를 풀고, 한 계단, 한 계단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게임방식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다.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다. 게임을 진행해 가면서
무의식중에 나라사랑 정신이 함양되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청소년을 버스에 태
워 유해발굴 현장으로 데려간다.
현장에서 당시의 형상과 흔적을 보여 주며 상황을 엣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들
려준다. 청소년은 따분한 교과서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현장교육을 선호한다. 백문이불
여일견(百聞而不餘一見)이다.
미국의 많은 교육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강의실에서 10시간 씩 10번 가르치는 것보다
‘게티즈버그(Gettysburg)전투’29) 현장을 한 번 체험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다. 우리도 깊이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한 구의 유해를 발굴해 내는 것 보다 유해발굴 현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

29) 게티즈버그(Gettysburg)전투 :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 때인 1863년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남군의 공격을 북군이 방어한 전투로 남북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전
투였으며, 남북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게티즈버그전투에서 전사
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링컨의 연설이다. 그때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
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민주주의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
현한 용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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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가 발견 될 경우 유해를 즉 각 발굴하기 보다는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한 다음 최종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유해발굴 현장의 공개와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
6·25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그분들의 목숨
바쳐 수행한 공훈역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다. 그런 사실들을 역사의 장으로 끌어내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아울러 그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사랑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유해발굴은 그런 의무와 사명을 이행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과
정을 통해 참전용사의 공훈이 역사의 장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79명의 참전용사에 대한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2000년 4월 맨 첫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최승갑 하사의 경우도 한 편의 드라마였다.
2000년 4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전투지역을 발굴할 때였다. 무명고지(해발
369m) 정상부근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의 개인호에서 완전유해 1구가 유품과 함께
발굴되었다. 발굴된 유품에는 호루라기, 연필, 라이터, 만년필, 장화, 페니실린 약병, 목도
장 등과 함께 한자로 崔承甲(최승갑)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플라스틱 삼각자가 포함되어 있
었다.
식별된 고(故) 최승갑 하사의 병적기록을 통해 유가족으로 그의 처와 딸을 찾았고, 딸이 보
관하고 있던 그의 옛 사진과 유골을 비교하는 슈퍼임포즈기법으로 합성한 결과 그의 신원
을 확인할 수 있었다.30)
고(故) 최승갑 하사의 유해는 2000년 7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러한 사연은
2003년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최승갑 하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야기는 많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책 한 권이 된
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우리나라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에 수출되면서 국부를 창출하기도 했다.
최승갑 하사 이후 신원이 확인된 참전용사 모두가 최승갑 하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분
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할 경우 나라사랑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유해발굴
현장과 연계시킬 경우 새로운 현장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관관상품이 될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
인 활용과 개발이 요구된다.31)

5. 전쟁사 및 전투사에 반영

30) 고(故) 최승갑 하사는 병적기록에 독립 제17연대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전투사의 기록에는 제17연
대가 다부동 지역에 투입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최승갑 하사는 부대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제1사단
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3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이용석 조사과장은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이 시작될 당시 육군본부의 유
해발굴 담당장교로 필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해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유해발굴 13년의 경험을 모아 『죽은 자들의 증언』을 편찬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용석, 『죽은 자들의 증언』, 인사이트앤, 2013. 참조

어느 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우연히 발굴된 유물에 의해 역사를 고쳐 쓰는 경우가 종종 생
긴다. 전쟁사나 전투사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전쟁사나 전투사의 기록상
에 전투가 없었던 지역에서 유해가 발굴된다면 전쟁사 및 전투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등 전쟁사에 기
록이 남아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해가 발굴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소규모 전투는 곳곳에서 수행되었으며, 당시 전쟁사 및 전투사는 모든 전투사를 기록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유해발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전투사를 재구성하면서 전쟁사 및 전투사의
기록을 보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6.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발굴과 식별 및 관리
2009년 유해발굴 활성화 계획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매년 1,000여 구의 전사자유해가
발굴되면서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대폭증가하기 시작했다. 발굴되는 북한
군 및 중공군의 유해가 60여 년 전에는 적군의 입장에 있었지만 일단 현재는 각각 자신의
조국 또는 정치적 집단을 위해 희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단
적군의 유해라 하더라도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우 대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적군 묘지를 조성해 그들의 유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적군의 유해를 관리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발굴되는 유해가 국군 또는 유엔군의 유
해인지, 북한군 또는 중공군의 유해인지를 식별하는 피·아 식별의 문제는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과정에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군과 북한군은 인류학적 측면에서 동족인 한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을 점령한 북한
군은 많은 민간인을 동원해 의용군으로 편입시켰다. 심지어 국군 포로까지도 인민군으로
편입시킨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인류학적 측면에서 국군과 북한군의 유해는 차이가 없다.
나아가 같은 아시안계로 분류되는 중공군의 경우도 식별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60여 년 전에 발생한 동족간의 전쟁에서 전사한 유해를 대상으로 피·아를 식별
하는 기술은 미국의 JPAC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동족
인 국군과 북한군, 인류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중공군의 유해를 식별하는 기술은 국유
단 스스로 터득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다. 이를 위해 국유단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피·아 식별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유단이 구축한 피·아 식별체계는 하나의 요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
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발굴된 유품, 전술상황, 발굴 당시의 정황 및 제보자
의 증언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먼저 발굴된 유품의 경우 당시 착용했던 복장의 단추, 소지품, 소총과 탄약 등에 의해 피·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군이 노획된 북한군의 장비나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유품만으로 정확한 피·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당시의 전투상황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 발굴지역의 지형 및 부대 배치, 공격
및 방어 전술 등의 전술적인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간단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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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간에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피·아가 뒤섞여 전사한 경우도 많았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 및 발굴 당시의 정황 및 제보자의 증언 등에 의해 피·아
의 참전여부, 전투정황, 전투결과 등 가능한 많은 단서를 찾아서 이를 신중하게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국유단은 당시의 전술상황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해 전술상황과 함께
발굴된 유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아를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군사전문가 및 관련학계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초
빙 유해감식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마지막까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렇지만 식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상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적군의 유해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배경이
다. 추가적으로 중국군의 유해를 중국군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송환하는 문제도 신중을 기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425구의 중공군 유해를 조건 없이 중국 측에 송환한바 있다. 그들
유해는 중국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유족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랴오닝(遼寧)성의 열사릉에 임시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중국의 문화는 병사가 원정 중에 외지에서 전사할 경우 현지에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
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중국군의 경우 북한의 강계에 열사릉이 조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전사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장남 마모안닝(毛岸英)의 묘지도 그곳에 있다.
마오(毛)의 며느리 유송림(劉松林)이 매년 참배한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의 혈맹의 상징으
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들의 유해를 조건 없이 돌려 줄 것이 아니라 볼모로 잡아 놔야 한다. 대신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부관리, 유족, 관광객들이 방한 시 참배하게 해야 한다. 한·중 교류의 중요한 소
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적 대안
호국용사의 유해발굴을 통해 우리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을 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국론통합의 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승화시
켰다. 아울러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후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는 귀중한 기회로
활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국가적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
책적 과제를 모색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공약사항 중 하나는 나라사랑정심 함양과 함께 책임총리제의 구현이

다. 두 가지 공약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바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는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32)를 상설기구화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예하에 사무국을 두
고 분기1회 또는 반기 1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 의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권한을 총리실에 부여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는 호국보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하
게 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결의하고 집행해야 하다.
첫째, 발굴된 국군용사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DNA기법을 발전시키고, 유가족의 샘플채취를 확대함은
물론 참전용사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고 발굴해 유해발굴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둘째, 유해발굴 현장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발굴
현장이 산악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유해발굴 현
장만큼 유용한 나라사랑 교육현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유해발굴 현장을 청소년은 물론 각계
각층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한다.
셋째, 신원이 확인된 참전용사 전원은 모두가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그분들의 유해
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스토리텔링화해 그분들의 호국정신
과 희생정신을 후손들의 나라사랑정신 고취를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해발굴 현장을 보존해 유해발굴현장을 연결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또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전쟁사 및 전투사에 반영해야 한다. 유해발굴 결과에 따라 기존의 전쟁사 및 전투사
가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국유단과 군사편찬연구소가 보다 긴밀히 협
조하여 유해발굴결과에 의한 내용을 전쟁사 및 전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군 및 중공군의 유해 역시 국군의 유해에 준해서 예우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해의
상태에서 피·아의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군 유해송환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외교적 관점에서도 상대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고려할 때 적군의 유해까지 예우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까지의 정책적 제안이 유해발굴과 관련된 참전용사 명예선양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질정과 함께 후속연구가 계속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32)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훈처, 국방·행정자치·교육과학·문화체육부 등의 정
부 부처가 참가해 나라사랑 및 보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회의체다. 현재는 비상설
회의체로 유해발굴감식단 설치령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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