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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전쟁기념관 건립이 기존의 유엔기념공원과 상승효과를 가짐으로써 한국의 국가위
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부산이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수호의 성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
음을 고찰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한보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부산이라는 도시는 함축적으로 갖
는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이 교통하는 대로라면 부산은 그 한반도의 관문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
다. 6.25전쟁 중에는 최후의 교두보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전후 경제건설 시기
에는 산업발전과 대외무역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통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부산은 6.25전쟁의 자유와 평화수호의 유산과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
된 참전용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환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 6.25전쟁기념관을 갖게 된다면,
자유와 평화 수호의 성지로서 부산시가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6.25전쟁, 지정학, 유엔기념공원, 부산전쟁기념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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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완 한 것임
- 123 -

한국보훈논총 2017년 제16권 제3호 (통권 44집)

Ⅰ. 서 론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국난극복의 역사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타 도시
에 비해 월등하다.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관문으로서의 항구도시 부산은 도대로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국난극복 역사의 중심에 있어왔다. 특히동족상잔의 6.25전쟁
당시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부산은 6.25전쟁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서 반격의 여건을 조성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부산을 통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도달하고
반격의 힘을 충전할 수 있었다. 유엔군의 모든 군수물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연명할 수
있는 모든 해외원조와 보급물자가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 서울을 잃
었을 때도 부산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전생을 수행할 수 있었다.
피난민들도 부산을 재기의 발판삼아 삶을 여위할 수 있었다. 6.25전쟁이 끝나고 고향
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가지 못한 피난민들을 통해서 부산은 한민족의 지역적 다양성
을 포용하는 부산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을
통해서 한민족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모여서 상
호작용하는 공간이 됨으로써,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도시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부
산의 개방성과 국제성은 전쟁 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무역하며 해외로 뻗어나
가 수 있는 좋은 모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6.25전쟁이래의 역사만 보더라도, 부산에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지구촌 최초이자 유익한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된 것은 자연스
런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21세기 지구촌시대에 국제사회와 더불어 인류문명에 새롭게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그 출발의 실마리를 부산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할만하다. 6.25전쟁
의 참화를 극복하고 지구촌 10대 무역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유엔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
쟁에서 함께 싸운 유엔군 전사자들이 부산에서 영면하는 한, 이들의 조국들과 대한민국과
의 우호관계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견고히 이어질 당위를 가지게 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나누어 주고 빚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이들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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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여 상호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부산 유엔평화공원에 영면하는 유엔군
전몰자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실현과 21세기 지구촌 평화
번영을 위한 길에, 유엔참전국가들과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다면, 6.25전쟁이라는 지구
촌 비극이 맺어준 인연이 오히려 지구촌 평화번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다음 세
계에게 지구촌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부산에 6.25
전쟁기념관을 건립하여 유엔기념공원과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한다면, 자유와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구촌 발전에 더욱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당시 누란에 처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을 해온 5개국을 포함하여 유엔군을 구성하는데 아낌없이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과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과 지구촌 공
동번영의 인류사적 사명을 함께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 논
문은 이론이나 그 이론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부산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역사경험을 통해서, 부산에 6.25전쟁기념관이 건립되면 대한민국의 국
가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6.25참전국가 들과의 우호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구촌 자유
와 평화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앙정부나
부산시의 정책으로 추진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음에서는 먼저, 부산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의미를 개관하고,
6.25전쟁 당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6.25전쟁 당시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부산의 역할 및 부산전쟁기념관이 들어서기에 좋은 부산의 환경들과 함께 유엔군 참전용
사와 관련된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부산 6.25전쟁기념관 건립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와 가치
1. 과거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와 가치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조우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부산은 그 한반도 지정학의 핵심이다.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통해 해양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을 경유하여야만
한다. 반대로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향하기 위해서 먼저 상륙하는 지점이 바로 부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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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조우하는 한반도라는 대로(大路)의 관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1592년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우고 대륙을 향하여 출정하
였던 일본이 조선이라는 대륙을 향한 대로에 들어서면서 첫발을 내디딘 지역이 부산이다.
상륙하고 점령하여 그 곳을 발판으로 전체 한반도를 세력권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가 부
산이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본국으로 철수하기 까지 임진왜란 내내 부산이 일본군의 점령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경제건설을 이루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
다. 가까이 위치한 일본의 앞선 기술과 자본은 물론이고 일본으로의 수출입의 통로역할을
했던 곳이 부산이다. 전근대적 역사에서도 부산은 해양세력인 일본과의 교역에서 늘 요충
일 수밖에 없었다. 대마도를 통해 조선과 통교하고 무역하기를 원했던 일본을 교린정책(交
隣政策)에 의해 구슬리고 관리하던 왜관도 부산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산이 한
반도라는 대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다.
만일, 부산이 갖는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1950
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넘으면서 동시에 후방인 부산에 상륙하여 점령하였었다면, 전
쟁의 향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인천상륙작전과 6.25전쟁이 새로운 국
면으로 접어들게 한 낙동강방어선의 사수는 부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
습남침으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 했던 김일성은, 한반도 내에서 부산이 가지는 지정학
적 의미를 간파하지 못한 것을 패착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북한이 좀 더 치
밀하게 계획하고 집중하였었다면, 서울의 조기점령과 함께 부산도 조기에 점령했을 가능성
은 어렵지 않게 가정할 수 있다. 당시 ‘백두산 함’이라는 중고 전투함1) 한 대를 구비하고
있던 한국의 해군을 뚫고 부산에 상륙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6.25남침과 동시에 부산에 상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되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갖는 부산의 지정학적인 중
요성을 북한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쟁 초기
북한의 부산에 대한 공격을 한국 해군은 필사의 각오로 잘 막아낼 수 있었다.
2017년 4월 20일, 최경학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미국 버지니아
힐튼호텔에서 미국 참전 군인들을 중심으로 개최된, 6.25전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
1) 미국 롱아일앤드 킹스 포인트 해양대학에서 학생 실습용으로 쓰다가 폐기하려던 Whitehead 호였다.
2만불에 팔려던 것을, 협상하여 1만 8천불에 샀다고 한다.
https://namu.wiki/w/%EB%B0%B1%EB%91%90%EC%82%B0%ED%95%A8 (검색일: 2017년
6월 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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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부산에 상륙할 수도 있었음을 발표하였다.2) 이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
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해군은 ‘백두산 호’라는 해군 전투함을 구비하고 있었다. 비록
미국 뉴욕 주, 롱아일랜드의 한 대학에서 학생 실습선으로 쓰다가 폐기하려던 것을 구입한
것이었지만, 당시 한국 해군의 전투함으로 운용했다.
최경학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 구입과정은 해군역사에서 기록될만 하다. 당시 자금마련
을 위해, 장병들이 봉급을 갹출한 것은 물론이고 해군장교 부인들이 삯바느질을 하여, 1
만 5000천 달러를 모금했다고 한다. 이렇게 마련한 백두산 호가 1950년 6월 25일 밤
부산으로 침투하려던 북한의 무장함을 막아내었다. 38선을 넘은 북한군이 육상에서 거침
없이 한국을 점령해 갔지만, 결국 낙동강 방어선에 막혀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
은 부산에서 ‘백두산 호’를 통해 바다를 통한 북한의 침투를 막아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타당할 것이다.
만일, 전쟁 초기에 부산이 북한에게 점령되었다면,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전
세역전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해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보급이 차단됨으로써 반전의 기회를 가졌었던 것처럼, 한국
은 6.25전쟁 초기에 부산을 지켜냄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뒤집을 수 있
는 시간을 벌고, 교두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대륙세력
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막중할수록, 부산은 한반도 지
정학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2. 미래 부산의 지정학적 가치와 의미

역사를 통해 본 부산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와 가치는 미래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지정학은 기본적으로 위치와 공간에 의해 규정되는데(Starr, 2013: 17-38), 부산의 위
치와 공간은 미래에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정학
적 중요성도 미래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서양의 지정학과 유사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동양에도 있다. 중국의 병법고전인 삼심육계(三十六計)의 제23계인 원교근공(遠交近
攻)이 그것이다. 원교근공의 교훈을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어울리게 재해석한다면, ‘가까
운 이웃과는 서로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며, 멀리 있는 이웃과는 적극적으로
2) 최경학, “끝나지 않은 전쟁 6.25를 기억하고 배우는 미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8/2017060803012.html (검색일: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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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여 사귀기를 힘쓰라’ 정도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이웃한
국가는 서로 갈등하고 공격하기가 쉽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들과는 훨씬 수월하
게 교류하기가 쉽다는 원칙적인 의미는 변치 않는다.
이러한 한반도와 부산의 지정학적인 특징은, 부산에 6.25전쟁기념관이 건립되면 기존
의 유엔기념공원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하고 있는 유엔군 전사자
들의 모국이 대부분 대한민국과 공간적으로 이웃하지 않고 모두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들
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정학적인 원칙이나, 동양적인 원교근공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
들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들은 서로 상대국에게 갈등과 피해를 입힐 염려 없이, 6.25전쟁
에서 생명을 나눈 혈맹으로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쟁 참전 유엔군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지구촌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다. 세월이 지나 이곳에 영면하는 유엔군 전사자들이 싸웠던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기 때문
에, 정치외교적인 현실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유엔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거나 성역화 하
면, 6.25전쟁에서 적국으로 싸웠던 여타의 유엔회원국 들과 안전보장이상회의 상임이사국
인 중국과 러시아를 부정하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과 공산권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절대 대수의 회원국
의 심심양면의 지원을 받은 유엔군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지구촌 최초이며 유일한
유엔묘지로서의 부산유엔기념공원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1955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문 제977(X)호 채택을 통해서, 유엔이 부산의 유엔기념공원(당시의 유
엔묘지)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미 그 부지를 영구적으로
유엔에 기증하기로 국회에서 결정한 대한민국과 유엔이 1959년에 “유엔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한 협정”을 맺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기
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MCK) 유엔기념공원을 공식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존중과 평화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논리적인 모순
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지구상 하나뿐인 유엔의 묘지로서 부산유엔기념공원을 인식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
다.3)
3) 김선미(2013: 30)는 유엔기념공원의 관리주체가 국제관리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유엔과 무
관하다고 본다. 하지만, 부산유엔기념공원이 유엔의 공식적인 묘지이냐 하는 문제는, 대만(중화민국)이 유
엔회원국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로 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일부로 대접받고 있지만, 그 주권을 중국이 침해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임이 부정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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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한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구촌
의 젊은이들이 유엔군의 깃발 아래 젊음을 초개와 같이 던진 6.25전쟁이 지구촌 자유와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고할 수 있다. 4만여 이상의 지구촌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
쳐 지킨 대한민국과 아직도 수 천의 전사자들이 영면하고 있는 유엔기념공원과 함께, 부산
의 6.25전쟁기념관이 이들의 정신과 희생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주도적으로 발
전시켜 가야할 책임이 오히려 부산과 대한민국에 있다 하겠다.
요약하면, 전쟁에서 목숨을 함께한 혈맹들이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직
접적인 갈등관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유엔참전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촉진할 수
있고, 지구촌 평화와 자유의 성지로 부산과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하는데,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6.25전쟁기념관은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Ⅲ. 부산의 역할과 환경
이제, 6.25전쟁 최후의 보루로서의 부산의 역할과 전쟁의 역사와 유산을 고스란히 간
직하고 있는 부산의 환경 및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산에
6.25전쟁기념관이 건립되면 기존의 유엔기념공원과 상승효과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유와
평화의 성지로서의 부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제고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1. 6.25전쟁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

부산은 6.25전쟁 기간 동안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고, 전쟁
물자와 해외원조물자는 물론이고, 각종 재화와 용역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창구이며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전시는 물론이고 전후재건과 경제발전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자, 대전과 대구에 이어 수도를 부산
으로 이전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자 잠시 서울로 환도하였다가, 1.4후퇴
이후 다시 부산으로 옮긴 이후에는 휴전(1953년 7월 27일)이 성립하여 8월 15일에 서울
로 환도할 때까지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 내내, 해방 후 그나마 취약했던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은 황폐화 되고, 국토
는 국제사회의 현실과 비교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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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폐화 되어갔다. 그러나, 낙동강방어선이 유지됨에 따라, 이러한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데는 부산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임시수도로서 국가의 조직을 살릴 수 있었고, 전
쟁물자는 물론이고 전쟁을 수행할 국민들과 피란민들을 먹여 살리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
었던 것은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산은 유엔군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창구였을 뿐 아니라, 6.25전쟁을
수행하고 전후 재건과 경제발전을 이룩하도록 뒷받침 해준 발판이었다. 전시 피난의 마지
막 보루였을 뿐 아니라, 전후 대한민국 재건의 디딤돌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통일과 국제사회에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해, 부산광역시는 6.25전쟁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부산의 각 유적지를 정리하고 개발
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은, 많은 조
선인 징용자들의 학대와 희생을 감춘 채, 일본 근대산업발전의 효시역할을 하였다면서 ‘군
함도’4)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한 일본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훨씬 국제사회
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일본의 군함도라면, 6.25전쟁은 하 나라의 존망이 달렸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유엔의 정신을 피와 목숨으로 실현에 옮
긴 최초의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2. 6.25전쟁 기념관 적지로서 부산의 환경

2차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갈구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이 구현된 것이 유엔이라면, 자유
와 평화의 가치를 유엔이 피와 목숨으로 현실에서 실행에 옮긴 곳이 한반도이다. 부산은
그 한반도에서 흘린 그들의 흔적과 얼을 간직한 곳이다. 지구촌 유일의 유엔묘지인 유엔기
념공원이 있다. 부산의 산재한 6.25전쟁과 유엔군 및 다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흔적
들을 발굴하고 보존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 도시가 부산이다. 이러한 6.25전쟁과 대한민국
을 지원한 유엔에 관한 흔적과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부산은,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 구현
과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지구촌이 협력하고 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갖
추고 있다.
4)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현 나카사키시에서 남서쪽으로 18km 정도에 위치한 군함 모양의 무인도로서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이 탄광을 개발하여 큰 수익을 올렸던 곳이다. 1940년대 많은 한국인 징용
자들이 끌려가 강제로 노역하면서 희생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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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수도기념관5)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에 위치해 있다. 본래 1926년 경상남도 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경남도지사 공관으로 건축되었다. 6.25전쟁 중 정부를 임시
로 부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 관사로 쓰였다, 휴전 후 수도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다시 경
남지사의 관사로 사용되었다. 1983년 경상도 도청을 창원으로 옮기면서 1984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

2) 유엔기념공원(UNMCK: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6)
1951년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로서 ‘재한유엔기념묘지(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한국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 3월 30일 한국어 명칭을 ‘재한유엔기념공원’으
로 변경하였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유엔군과, 전쟁 후에도 한국에 묻히기를 소망한 유
엔군 참전 군인들의 유해가 묻혀있다.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하여 4월에 완공되어, 개성, 인
천, 대구, 대전, 밀양, 마산 등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 11월에는 한국 국회가 현 유엔기념공원의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
하고,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5년 12월 15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
977(X)호를 채택함으로써, 유엔은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1959년 11월에는 유엔과 한국 간에 “유엔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 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이 관리하
다가, 1974년 UNCURK가 해체되면서, 관리업무를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 국
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MCK)에 이임되어 현재에 이른다.

5) 임시수도기념관,
https://tour.busan.go.kr/board/view.busan?menuCd=DOM_000000105002000000&boardId=
TOUR_CULTURE&dataSid=9547 (검색일: 2017년 8월 1일)
6) 유엔기념공원의 웹사이트 중 다음의 유엔기념공원 연혁을 요약하였다,
http://unmck.or.kr/kor_un_01_1.php (검색일: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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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향하기 (Turn Toward Busan)
‘부산 향하기’ 행사는 2007년 6.25전쟁 참전용사인 캐나다인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가 처음 제안하여 시작되었다.7) 해마다 11월 11일 오전 11시가 되면, 6.25
전쟁을 기억하는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전사한 11개국의 유엔군 영령들이 묻혀있는 부산
을 향해 묵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2007년 처음 시작했는데, 2008년부터는 한국의 국가보
훈처에서 주관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再訪韓) 초청 행사와
병행하여 거행되고 있다.
2013년에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등 7개국이 동참하
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의 현지에서 재외공관 주최로 참전협
회와 연계해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빼빼로데이’라고 알
려진 날인 11월 11일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이들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유엔군으
로 참전한 비슷한 연령대의 세계인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한국국과 세계의 젊은이
들이 잘 알게 된다면, 한국과 젊은이들이 21세기 지구촌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의기투합할 것이다.
‘부산 향하기’행사는 한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와 목숨을 나누어준 유엔군
파병국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과 교류를 촉진하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대부분의 당시 파병국가들 보다 경제적
으로 부요하고 국제적 영향력도 커졌다. 이제 그 파병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지원과 협력
을 이어가는 것은 6.25전쟁 파병에 대한 보은의 한 방편도 될 것이다.
사실 세계인이 동시에 특정 도시를 향하는 행사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슬람교도들은
성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메카를 방문해 보는 것을 평생소원을 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종식과 함께 현대국제질서가 구축된 이래, 이슬람 종교의식을 제외하고는 세계인이
함께, 정한 시간에 한 도시(부산)을 향하여 묵념하는 최대의 행사가 ‘부산 향하기’일 것이
다. 왜 세계인이 부산을 향하여야 하는지, 조국이 아닌 전쟁터에서 조국이 아닌 국가의 자
유와 평화를 위해서 젊은 피와 목숨을 바친 6.25참전 유엔군 희생자들 부산에 누워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염원한 희생이 잠들어 있는 부산을 지구촌의
7)

Jun Ji-hye,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11/180_167869.html (검색일: 2017년 8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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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미래 협력자로서의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부산시가 노력할 당위
가 있다.

4) 전후 참전용사의 유엔기념공원 안장 시작
유엔군묘지로 시작한 유엔기념공원은 원칙적으로 6.25전쟁 당시에 전사한 유엔군 용사
들만을 안장해 왔다. 그러다가 2015년 프랑스 참전용사 베나르 씨를 시작으로, 전후 사망
한 참전용사들의 안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10대나 20대에 참전하여 낙동강 방어전투와 양평 지
평리 전투 등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이 많다.8) 이러한 현상은 부산이 지구촌 평화와 자유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성지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의 유엔군전사자를, 미군 36,940명, 영국 1,078명, 오
스트레일리아 339명, 네델란드 120명, 캐나다 312명, 뉴질랜드 23명, 터키 741명, 태
국 129명, 그리스 192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34명, 벨기에 99명, 룩셈브르크 2명, 콜롬
비아 163명, 에티오피아 121명, 노르웨이 3명으로 집계하고 있다.9) 전사자의 수는 각국
의 전사자 집계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참전국에서 집계한 숫자를 전해 받아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시기와 수행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2014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가 집계한 것에 의하면, 총 유엔군 전사자가 18개국의 3만 7천 902명이지만, 2015년 전
쟁기념관이 유엔군 참전국 대사관을 통해 집계한 것에 의하면 18개국에서 4만 790명에
이른다.10)
이 가운데, 유엔기념공원에는 전투병력을 파견한 16개국과 5개 의료지원국(스웨덴, 덴
마크. 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11)을 포함해서, 참전 21개국 중 11개국의 전사자 2300
여 명이 안장돼 있다. 한 때, 1만1천명의 유엔군 유해가 안장되기도 했지만, 이후 많은
8) “아들 같다던 이승철 마지막 배웅...프랑스 노병, 한국 땅에 잠들다”,
http://news.joins.com/article/17814696 (검색일: 2017년 6월 6일). “유엔군 참전용사들 제2고향 한
국에 묻어주오,” 연합뉴스 2016.05.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59400051.HT
ML (2017년 6월 6일).
9) 국가보훈처, http://mpva.tistory.com/1128 (검색일: 2017년 8월 1일)
10) “6.25 유엔군 전사자 수 들쭉날쭉...최대 3천명 이상 차이,” 연합 . 2017년 7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135800051.HT
ML (검색일: 2017년 8월 1일).
11) 의료지원국에 대하여도 참전국과 같은 수준에서 교류하고 혈맹으로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통일을 지
향하는 21세기 지구촌 외교에 기여할 것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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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본국으로 이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의 전사자들이 부산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전후 사망한 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
원회(CUNMCK)’ 심사와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전후에 사망한 프랑스 참전용사 베르나르
씨가 2015년에 안장되기 전까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2,300명의 유해 중, 36명이 미
군 참전용사였다. 이들은 모두 전후 사망자들이다. 전시 사망자를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군 전사자에게 예외를 허용하였다. 미국은 전사자를 자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하
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유엔기념공원에는 전쟁중 사망한 미군 안장자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미군 참전용사에게만은 전후사망자라도 안장될 수 있도록, ‘유엔기념공원 국제
관리위원회(CUNMCK)’가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5년에 미국이 아닌, 프랑스 참전용사 베나르씨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전후 사망자로서는 처음으로 안장된 이후, 한국정부(보훈처)도,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
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희망할 때 정부 차원의 의전과 예우를 할 것” 이고 “참전
국과의 혈맹관계와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
장을 밝히기에 이른다.12)
한국정부와 부산시가 전후 사망하는 참전용사들의 염원을 잘 받들고, 국제사회에서 이
들의 정신을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부산은 자유와
평화의 ‘세계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 이외에 부산에 산재한 유적과
사례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 사례113): 프랑스 참전용사와 가수 이승철
6.25전쟁 이후 숨진 참전용사의 첫 안장식이 2015년 5월 15일 부산의 UN기념공원
에서 있었다.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와 미망인인 니콜 베나르 씨, 가수 이승철 씨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전후 사망한 프랑스 참전용사인 레몽 베나르 씨의 안장식 이 부산 유엔기념
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안장된 베나르 씨와 친분을 맺어오던 가수 이승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인은 이승철
씨를 파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리랑’을 불러주었다고 한다.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
전한 고인이 한국에서 배운 한국노래를 한국에서 방문한 가수에게 불러준 것이다.
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59400051.HTML (2017년 6월 6일)
13)“아들 같다던 이승철 마지막 배웅...프랑스 노병, 한국 땅에 잠들다”,
http://news.joins.com/article/17814696 (검색일: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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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베나르 씨와 이승철 씨는 2010년 9월 처음 만났다. 당시 해외 참전용사 초
청행사에 참석한 베나르 등 참전용사들에게, 이승철 씨가 자신의 공연노래를 담은 DVD를
선물하면서부터였다. 6.25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부친 때문에, 이승철 씨는 참전용사들
에게 각별함이 있었다. 2011년 4월에 두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만났고 친분을 이
어왔었다. 평소 집에 태극기를 붙여두고 ‘우리나라 국기’라고 할 만큼 한국을 제2의 조국
으로 사랑했던 베나르 씨는, 2015년 3월 1일 87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한국의
유엔기념공원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미망인 니콜 베나르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이 항상 원했던 대로 이곳에 오게 됐
고, 우리의 64년간의 결혼생활은 여기서 멈추지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
은 무척 힘들고 이전보다는 덜 행복하겠지만, 난 당신이 늘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열
정적으로 지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베나르 씨를 시작으로 전후에 유명을 달리한 참전용사들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이
이어지고 있다.14) 2015년 11월에는 영국 참전용사 로버트 매카터, 2016년 2월에는 미
국 참전용사 버나드 델라헌터, 5월에는 네델란드 참전용사 프란스 웨셀이 유엔기념공원에
묻혔다.
6.25전쟁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다.15) 전쟁기간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은 연병력
2,268,000 여 명이 참전하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연병력 3,138,000 여 명이 참전16)하
여, 유엔군만 4만 790명17)의 목숨을 바쳤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세계전쟁이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300여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14)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null&subSectionId=10100
00000&newsId=20161024000264 (검색일: 2017년 6월 6일)
15) 미군 전상자 총 13만 259명, 전사자 3만3686명, 부산자 9만 2134명. 포로 4439명. 중국 모택동의 아
들이 참전해 전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미국도 아이젠하워, 벤프리트, 워커 장군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유
명인사 자식이 142명 참전해서 35명이 전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8/2017060803012.html (검색일: 2017년
6월 10일) 참조.
16) 이중근, 『6.25전쟁 1129일: 1950. 6.25-1953. 7.27』 (서울: 우정문고, 2013): 1000쪽.
17) “6.25 유엔군 전사자 수 들쭉날쭉...최대 3천명 이상 차이,” 연합뉴스. 2017년 7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135800051.HT
ML (검색일: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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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218): 스웨덴병원 기념비 논문 쓴 의사 박지욱
박지욱(51)씨는 부산출신으로 제주에서 개원한 의사이다. 2007년 서면 롯데백화점에
서 우연히 ‘스웨덴 병원기념비’를 발견했다. 3년 후 국방부와 외교부, 스웨덴 현지를 수소
문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이라는
논문을 썼다.
사실 스웨덴 병원기념비는 2005년 9월 26일 보수하여 ‘스웨덴참전기념비’로 제막식을
가졌고,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었다.19)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받지는 못
하다가 부산출신의 의사인 박지욱 씨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면서, 이것이 의무부대 기념비
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당시 스웨덴은 6.25전쟁이 발발 하자 최초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1950년 9월 23
일에 부산항에 도착했다. 스웨덴이 파견한 의료진은 1,100명에 이르렀고, 전쟁이 끝난 후
에도 1957년 4월까지 존속하면서 부산지역의 의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20) 환자를
보는 의사인 박지욱 씨는 스웨덴참전비가 전시는 물론이고 전후에도 상당기간 부산지역의
의료발전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굴한 것이다. 세월과 함께 잊혀져가는 6.25전쟁
을 통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의 역사를 부산전쟁기념관이 되살리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IV. 부산 전쟁기념관이 갖는 의미와 비젼
부산광역시는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남구 대연동 일대에 전쟁기념관을 건립해서 세계평
화문화공원으로 만들고, 피란수도 부산의 상징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21) 부산시가 계획하는 전쟁기념관은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18) “스웨덴병원 논문 쓴 박지욱 씨, 서면서 마주친 기념비에 자극 2년 넘게 자료모아 논문 썼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22000366 (검색일:
2017년 8월 1일)
19) “스웨덴 참전 기념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11
60 (검색일: 2017년 8월 1일)
20) “6.25 부산 스웨덴병원을 아세요?”,
http://www.hankookilbo.com/v/2a0d313f49b04a6bb1897e769244ebcf (검색일: 2017년 8월 1일)
21)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28800051.HT
ML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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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과 비교하여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세계 유일의 전쟁기념관이 될 것이다. 그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독특한 이유 때문이다.
우선, 부산의 전쟁기념관은 기존의 ‘유엔기념공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일반
적인 전쟁기념과는 다른 독특성을 갖게 된다. 유엔기념공원은 안장된 6.25전쟁 전사자들의
모국인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MCK)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리적으로는 유엔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55년 12월 15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 977(X)호를 통해 유엔이 영구히 관리하기
로 결정한 후,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이 관리하다가,
1974년 UNCURK가 해체되면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MCK: CUNMCK)에 관리업무를 이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1959년 11월에 유엔
과 유엔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 간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관리 운용에 협력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즉,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
회 11개국과 한국이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있는데, 한국이 절반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1959년의 한국과 유엔과의 협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유엔이 관리하는 유엔군 묘소이기 때문에 국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11개국 뿐
만 아니라, 유엔으로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국제사회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새롭게 조성될 전쟁기념관은 기존의 유엔기념공원 내 혹은 인근에 건립됨으로
써, 서로 상승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젊은 넋들이 바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서 피를 뿌린 유엔군들이기 때문이다. 이것
은 세계인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
다. 그 의지를 힘입어 통일조건 조성에 유리한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의 전쟁기념관은 유엔기념공원과 함께 국제사회에 자유와 평화의 성지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전쟁당시 전사자만이 안장되어 있던 유엔기념공원 이
었지만, 2015년부터는 전후에 사망한 참전용사들 안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로한 참전용사
들이 유엔기념공원에의 안장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한국정부가 약속한 예우와 예식을 일관
성 있게 거행하고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부산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을 빠친 영령들이 잠든, 성지로서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다. 이는 부산이라는 한 도시가 아
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냉전과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로 분단과 반목을 이어오고 있는 한반도의 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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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당위성도 국제사회에 공유될 것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을 염원하고 노력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의 이미지는, 미래에 어떤 강대국도 한국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국제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참전용사들이
줄을 잇는 한 한국은 평화와 자유의 상징으로 국가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공고화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를 통해서, 유엔평화공원과 6.25참전 유엔군의 역사를 함께 보전하
는 전쟁기념관이 부산과 한국을 너머,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의 성지로 될 가능성
을 엿볼수 있다.

V. 결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은 유사이래 전란과 격동의
역사를 반복케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세력이 이어지는 대로(大路)라
면 부산은 그 대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16세기 일본이 명나라 정벌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할 때도 부산을 점령함으로 시작하였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보급과 생명선 역할을 한 부산을 사수하였기 때문이다.
1129일 동안의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대부분의 신간을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했
고, 후방의 병참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피난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유엔
참전국과의 연계와 교류를 통해서, 부산은 짧은 시간에 인구과밀의 대도시가 되고 국제화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전사한 유엔군들의 유해가 부산에 마련된 유엔군묘지에 묻히게 되었고,
한국정부와 유엔의 협조로, 영구히 유엔이 관리하고 한국이 그 토지를 영구히 유엔에 제공
함으로써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조성되게 되었다. 그 성격상 자
유와 평화의 상징이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다.
여기에 전쟁기념관이 건립되어서 6,25전쟁의 역사와 유무형의 자료 및 유물들을 발굴
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유엔기념공원과의 연계효과가 클 것이다. 유엔기념공
원과 부산전쟁기념관이 유기적으로 조화된다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자유와 평화의 이념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21세기 자유와 평화번영을 함께 구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한국전쟁 관련 유물이나 기록물 등이, 고령화 되는 참전용사들이
사망하게 되면, 사장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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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존하는 작업을 부산전쟁기념관이 할 수도 있다. 고령화 하는 참전용사들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후손들과 이웃 및 모국과 한국의 우호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촉매가
될 것이다. 부산전쟁기념관을 통해서 이들의 기억과 유무형의 유물 및 역사를 한곳에 모아
보존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지구촌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자유와 평화의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적지 않은 관광
자원이 될 것은 자명하다.
참전용사들이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과 기록들을 기증받거
나 발굴하여 자료로서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서, 한국은 함께 싸워 지킨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 투쟁의 희생들이 모셔진
부산은 자유와 평화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이미지 제고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휘둘리기 쉬운 지정학적인 짐
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인 여론을 늘 힘입을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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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lication of the Korean War Memorial in Busan to the Korean
National Prestige
Tae-Wan Kim

This study considers that launching the Korean War Memorial in Busan not only
enhances Korean national prestige status, but also facilitates Busan to be sacred city of
freedom and liberty, by a synergy with the existing 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The city of Busan implie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Peninsula on which
the Land and Sea Powers conflict. The city of Busan successfully executed the mission of
the last bridgehead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fter the war,
it had been a major trading port for goods and services and economic development.
It still preserves the Korean War legacy and history in the city, Busan, and international
citizens still maintain continuing concerns regarding the UNMCK. Thus, launching of the
Korean War Memorial in Busan would be a catalyst and a good chance for Busan to be a
sacred city and icon of freedom and liberty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
civilization.
Key words : Korean War, Geopolitics, UNMCK, Busan War Memorial,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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