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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기에 대규모로 발생한 상이군인 집단에 주목

하고 있다. 1950년대는 상이군인의 자활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재활치료 및 의수족 보급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으며, 위 대책들을 중심으

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시행되었던 자활대

책의 한계점과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한국전쟁 당시

상이군인의 자활을 위해 도입되었던 재활의 개념이 상이군인의 삶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였다.

상이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그 대가로 자신

의 몸을 희생하였고 1950년대 초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이승만 정부

는 상이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정양원을 설치하여 그들을 수용하였

지만 정양원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상이군인을 위한

연금 정책도 미봉책에 그쳤다.

이후 상이군인들의 불만이 왜관사건으로 표출되었고, 국가는 그 사건

을 공산당의 모략과 반국가적 행위로 묘사하여 그들의 요구 사항을 묵살

하였다. 그럼에도 상이군인들의 불만의 깊이를 확인한 정부는 직업보도,

연금제도, 합동결혼식, 귀농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활 대책을 추진하지 않

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정책이 아니었기에, 사실상 한국전쟁 상

이군인들은 자활이란 명분 아래 방치되었다.

한국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생긴 그 공백을 그나마 해외에서 주목하였

다. 한미재단과 UNKRA를 중심으로 진행된 해외 원조는 상이군인의 자

활을 위해 재활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활치료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발전

시켰고, 최신식 의수족을 도입 및 보급하는 등 상당 부분에서 성공적인

의학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상이군인의 삶은 ‘의학’만으로는 ‘재활’될 수 없었다. 더욱이 해

외 원조로 재활치료가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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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보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수족

보급마저도 꾸준히 지원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의수족마저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결과였

다. 무엇보다 치료중심의 재활은 상이군인 스스로가 매 순간 직면해야

하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당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을 바꾸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

주요어 : 한국전쟁, 상이군인, 원호정책, 정양원, 왜관사건, 재활, 의수족

학 번 : 2018-2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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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문제의식

  한국전쟁은 전 국민이 동원된 전쟁이었지만 특히 상이군인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는 경험을 직접하고 그 기억의 상흔을 안은 채 

살아가야만 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 부상자 수가 적게는 14만 명, 

많게는 45만 명까지 추정된다.1) 상이군인은 그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평생 전쟁의 기억과 싸우며 살아가야 했다. 그들은 몸에 새겨진 경험과 

상처로 인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상이군인들 중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대학 졸

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2) 어느 한 실명 상이군인은 서울대학교 문

리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고,3) 어떤 상이군인

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기도 하였다.4) 다리는 절단되어 없지만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였고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기도 하였다.5) 

  하지만 본 연구는 1950년대 상이군인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 시스

템이 수반되지 못한 시대에 집중하여,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상실과 국

가의 후속대책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 복구마저 여의치 않았던 상이군인

들을 주목하였다. 특히 수많은 유형의 상이군인들 중 절단 수술을 경험

한 상이군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갔다.  

  상이군인들의 구체적인 대규모 발생과정과 그들의 치료 경험을 서술하

고 국가의 여러 대책과 이에 대한 상이군인들의 대응 과정을 고찰하였

1) 국방부 군산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2) “大卒傷痍勇士(대졸상이용사) 百四名(백사명)의就職(취직)” 조선일보. 1957.03.21.
“廿八日下午盛大(입팔일하오성대)히擧行(거행)서울大學第(대학제)11回卒業式(회
졸업식)”조선일보.1957.03.29.
「권영국, 원종수, 최규서 인터뷰」, 김규민. 2020.

3) “失明勇士扈君渡美留學(실명용사호군도미유학)” 조선일보.1957.06.14.
4) “失明勇士(실명용사) 扈昇煥君(호승환군) 出版(출판) 祝賀會(축하회)” 경향신
문.1956.09.17.

5) 「권영국, 원종수, 최규서 인터뷰」, 김규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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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한국전쟁을 통해 상이군인의 ‘자활’을 위해 도입된 ‘재

활’의 개념이 어떻게 상이군인에게 적용되었는지 고찰하였으며, 이 개

념이 상이군인을 통해 ‘치료’ 중심의 재활치료로 확장되어 어떻게 국

내에 정착되어 갔는지를 서술하였다. 나아가 재활을 위한 의학적 치료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상이군인의 발생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등장한 본격적인 

‘장애’ 문제였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와 의학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에도 문제시 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과 협소한 사회적 

인식의 역사적 기원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선행연구

  상이군인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이군인의 상이등급 구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

고 그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정길호가 쓴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권영복과 

정철호가 쓴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있다.6) 

  두 번째는 보훈정책과 상이군인을 연관 지어 다룬 연구이다. 김강녕은 

「국가상훈법과 보훈정책」을 통해 보훈정책 역사를 설명하고 있으며, 

김봉국과 남찬섭은 각각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 원호정치」와 「한

국의 60년대 초반 복지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의 관련성

을 중심으로」를 통해 1950년대 보훈정책 및 원호정책에 대해 분석하였

고, 박은영은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을 

통해 미군정기 소극적인 원호정치에서 수요가 폭발함으로써 국가차원에

6) 정길호,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제1호, p.255-275, 2005.
권영복, 정철호,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
안」, 한국보훈논총 ,vol.15, no.4, 통권 41호, p.679-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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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간에게 떠 넘겨졌다가, 박정희 시대에 다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

였다. 그러나 상이등급에 관한 연구와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적

인 접근으로 상이군인들의 삶까지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

다. 

  세 번째는 상이군인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박정석은 상이군인

들의 생활에 집중하여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 경험’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해갔으며, 장문선과 김태열은 ‘참전 상이군인의 심리적 특성’

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임하의 연구는 전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중심으로 경험에 집중하던 기존의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 참전 상이군인

의 고통과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상이군인의 경험과 생애에 관

한 구술자료 수집도 이어지고 있다. 그의 연구는 상이군인들이 매일 마

주하는 전쟁의 상흔이 한국사회에 남긴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김아람은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1950~60

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을 통해 상이군인들에 대한 원호대책 중 하

나였던 합동결혼에 대해 다루어 당시 상이군인 정책의 한계를 짚어냈

다.7)

  상이군인들의 전쟁 경험 이외에도 치료 경험과 기억에 초점을 맞춘 연

구도 진행되었다. 천희숙이 기술한 ‘한국전 참전군인의 부상 경험’이 

있다. 또한 정근식, 김보미, 소현숙, 백승덕은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상이

군인들의 치료 경험과 노동 경험 및 생애에 집중하여 상이군인의 구술을 

7) 박정석, 「상이군인 및 유가족들의 한국전쟁 경험 - 전남 영암군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30집, 2000
장문선, 김태열, 「베트남 참전 고엽제 환자와 한국전쟁 참전 상이군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예비 연구-로샤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
권, 제9호, 2009.09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임하, 「적을 삐라로 묻어라」, 철수와영희, 2012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33, No.33, 2011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 함께, 2010
이임하, 「상이군인들의 한국전쟁 기억」, 史林, Vol.0, No.27, 2007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역사문제연구소, 2015
정근식, 김보미, 소현숙, 「전쟁의 상처와 치유-전쟁미망인과 상이군인의 전후 경
험」, 국사편찬위원회 , 구술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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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정미경과 김승용이 ‘한국전

쟁 참전군인들의 전쟁과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여 상이군인의 경험과 기억을 연구에 담았다.8)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개 상이군인에 대해 합리적인 상이등급

의 구분, 정책적 접근, 치료의 경험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 당시 상이군인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당시 자활 정책을 중심

으로 그들의 삶에 집중한 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

이군인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의료적 치료와 의수족 보급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리고 상이군인의 갱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재활의 개념이 상이군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상이군인을 둘러

싼 자활대책과 재활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한계를 분석하였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던 상이군인들의 증언, 회고

록, 언론보도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전쟁의 경

과에 따라 그리고 전후 사회적 대응에 따라 당시 상이군인이 경험한 바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왜관사

건을 전후로 하여 상이군인들의 치료 경험과 원호정책을 구체적으로 비

교하였다. 특히 정책을 비교하는 데 있어 당시 논의과정을 살피기 위해 

8) 천희숙, 「한국전 참전 군인의 부상경험」, 국군간호사관학교 제 21 논문집, 2003.
정근식, 김보미, 소현숙, 「전쟁의 상처와 치유-전쟁미망인과 상이군인의 전후 경
험」, 국사편찬위원회,구술자료, 2014.
백승덕, 「상이등급 7급 상이군인의 생애와 경험, 구술 김태봉, 구술 문수영」, 국
사편찬위원회, 2015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
정미경, 김승용, 「한국 전쟁 참전 군인들의 전쟁과 삶에 대한 의미」, 비판사회정
책 제58호 243-27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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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이용하였다. 

  한국전쟁은 UN이 최초로 참여한 전쟁으로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조에는 상이군인과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1950년대 

발행되었던 해외언론 기사와 UNKRA의 문서를 참고하였다. 

  의사학적인 측면에서 의수족 정책 및 실제 착용과 관련된 상이군인들

의 경험을 조명하기 위해 ‘1960년 상이군경 조사’, ‘장해자 조사보

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이군인들을 직접 인터뷰해 그들의 증언을 사료로 활용

하였다. 상이군경회에 연락하여 상이군경회 간부들의 주선 하에 상이용

사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였다. 더불어 1950년대 의수족 보급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지보조기협회장 조일호와 중앙보훈병원 보

장구 부장 안동영도 인터뷰하였다.

제2장 한국전쟁 당시 의료상황과 상이군인의 

치료경험

  전쟁 초기 한국군은 연일 패전을 거듭하며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개전 초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남한은 5개의 육군병원, 1개의 요양병원

에서 2,250 병상 밖에 운영하지 못하였다. 남한은 이에 ‘야전 의무

단’을 창설하여 전투부대를 근접 지원하고 후송차나 미군의 헬기로 부

상병을 후송9)하였지만 야전병원 및 국군병원은 부상당한 상이군인들로 

넘쳐났다. 상이군인들 중에는 호송을 당할 경우 운이 좋다고 여겨졌지

만, 미처 호송당하지 못하고 포로가 된 육군도 다수 존재하였다.10) 후방

9)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18
10)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 강택심, 김삼동, 김용철, 김점석, 안봉권, 이협구, 한병군」, 국사편찬위원
회, 2011, 「안봉권 편, p10,17」,「김점석 편, p.34-35」
오후 되니까 환자들이... 간호원이고 의사고 한 사람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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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송을 당하는 와중에도 늘 불안감에 시달렸다. 당시 6.25전쟁에서 

제네바협정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군은 게릴라와 저격수를 동

원해 앰뷸런스 표시의 지프, 수송 트럭 등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였다.11) 

가까스로 입원을 하더라도 게릴라들의 습격은 지속되었다.12) 

  한국전쟁 초기에는 서울 시내 의대 부속병원, 민간 종합병원 및 학교 

건물을 강제로 개조하여 부상자를 수용하였으며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국 

곳곳에 병원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외과병원을 창설하고, 주요 

병원과 요양원을 경상도로 옮기며 전상자를 치료하였다.13) 육군의 중심

병원이었던 제1육군병원도 부평, 대구, 전주, 마산, 부산, 양산, 대구로 

피난을 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하였다.14) 전상자를 치료하고 수용할 장소

가 마땅치 않아 가까운 학교, 사찰에도 수용하였다.15) 

  당시 남한의 의료서비스는 매우 열악하였다. 1950년 전국 종합병원의 

수는 20곳, 전국 병원 수는 30곳에 불과하여 총 병상 수는 4,486개뿐

이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여 의료 활동을 하던 의사 수는 3,500여 

웅성웅성하는 거야. 좀 있으니까 환자들이 알고, 이 병원의 직원들이 전부 다 도
망 가 버리고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 수도육군병원이 4층인데 거기에 환자는 꽉
들어차 있는데 볼 사람이... 병원진은 다 철수해 버리고 없는 거야. 저녁에 한 7시
쯤 되니까 환자들이... 차가 막 무한정 들어온다고 하는데,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내다보고...
「상이군인 원종수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11)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29, 조귀례 회고록, 『전장의하얀천사
들』, 한국문화사, 2007, p.111-118

12) 조귀례 회고록,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97-98
13)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18-27
14)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23
육군의 중심병원이었던 제1육군병원은 부평에서 대구(50.6.28.) 대구에서 전주
(7.3.) 전주에서 마산 (7.16.) 마산에서 부산(8.1.) 부산에서 양산8.11.) 양산에서 대
구(9.15.)로 옮겨졌다. 즉 2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5번을 옮겼을 정도로 전
장은 급박하게 돌아갔으며 전상자를 안전하게 수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
었다.

15)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92
이병길, “한국전쟁 때 통도사에 육군 병원이 있었다.”, 울산저널, 2020.06.25
울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한국전쟁 부상병들이 남긴 낙서가 발견됨으로서 일반
사찰까지도 상이용사들을 수용하는 육군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이군인의 수가 많아 부산 범어사에서도 상이군인을 수용하였다.
http://www .usjournal .kr/news/newsview .php?ncode=1065580283086570
(2020.10.30)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8028308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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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불과하였으며16) 당시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수는 907명밖

에 되지 않았다.17) 

  전쟁에 참여하였던 한 상이군인은 엑스레이와 같은 장비는 UN군이나 

미군 병원에 있다고 소문만 무성할 뿐 육군 병원에는 없었다고 회상하였

다.18) 게다가 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80퍼센트는 자신의 전공에 맞

게 입대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상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전

무했다.19) 당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 권이혁은 위경련에 급한 대로 

모르핀을 주사했는데 “난생처음 명의 소리를 듣고 머쓱했다”고 회고했

으며20) 정신과 의사 이정균은 “책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수술을 진행했

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21) 

  열악했던 한국 의료서비스를 돕기 위해 6.25 전쟁 당시 미국과 다섯 

개의 연합국가에서 의료지원을 해주었고22) 특히 미국의 MASH(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이동식 외과병원)는 전선에서 또는 최후방에

서 ‘생명 구하기’에 힘썼다. 미국의 헬리콥터는 1951년에는 5,040명, 

1952년에는 7,923명, 1953년 휴전 직전까지 4,735명의 전상자를 후송

하였고 미국, 영국, 덴마크에서 온 5척의 병원선도 의료전선에 투입되었

다. 특히 덴마크가 파견해준 유트란디아 병원선과 미국의 병원선에서는 

한국의 젊은 의사들에게 단기 연수를 수행하였고,23) 당시 파견된 병원

16) Howard A. Rusk , 『Medical Help for Korea』, J.A.M.A., May, 30, 1953,
p.476

17) 신규환, 서홍관 「한국 근대 사립병원의 발전과정-1885년~1960년까지」, 의사학,
제11권 제1호, 2002, p.107

18)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 김점석 편」, 국사편찬위원회, 2011. p.34

19) 문태준, 「한국전쟁이 한국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제9권 제2호, 2000, p.254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37

20) 권이혁 회고, 『또 하나의 언덕』, 신원 문화사, 1993
21)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56 재인용
22) 당시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에서 의료지원을 해주었다.
박지욱,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 의사학 제19

권 제1호(통권 제36호) 2010.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http://www.koreanwar60.go.kr/20/2002000000.asp#n2

(2020.10.30)를 참고하였다.
23) 서울대학교의 이찬범, 경북대학교의 이성행, 이화여대의 유승화가 유틀란디아호

http://www.koreanwar60.go.kr/20/2002000000.asp#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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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최신식 의료기술을 갖은 배로, 미군 병사들은 호주머니에 “부상당

하면 유트란디아로 후송 요망”이란 메모지를 넣고 다닐 정도였다.24)

  위 국가들의 의료지원으로 전쟁이 거듭될수록 군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중 사망환자, 절단환자 비율이 차차 낮아져 갔지만,25) 이런 후송체계와 

병원선에서의 최신식 진료를26) 경험한 국군은 거의 없었다.27)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국군이 받은 의료 서비스는 전무했다.

  미국인 상이군인의 경우 유공이 인정되면 대학 교육을 받을 때 4년간 

지원을 해주었고, 직업훈련을 제공해주었으며, 자동차, 보상금 10,000달

러, 연금 월 360달러를 지급받았다.28) 반면에 한국군의 경우 텐트에서 

땅바닥에 모포를 덮은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29) 6.25 전쟁 시기 

한국군 전사자 14만 7천여 명 가운데 2만 3천여 명만이 병원에서 사망

하였다. 나머지 12만여 명은 전장에서 그리고 후송 중에 실종되거나 사

망하였다.30) 

에서 2개월간 흉부외과 연수를 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개흉술(開胸術)이 불가능
했지만 유틀란디아호에서의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폐 손상과 혈흉(血胸)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켜 흉부외과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업적을 이뤘다.
김상태, 「한국전쟁과 한국의학」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41006&memberNo=18911
27&vType=VERTICAL (2020.10.30)

24)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32 인용
25)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35-43
26) Albert E. Cowdrey, 『The Medic's War』, 2005
7월21일 대전 부근에서 24사단 34보병연대의 토마스 반타(Thomoas J. Banta) 일
병이 저격수로부터 왼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지프가 그를 대대 의무대로 데려갔
고, 30분 안에 기차로 대전 MASH로 후송되었다. 여기에서 하루를 기다린 후 비
행기로 일본에 후송되어 오사카의 118기지병원을 거쳐 도쿄의 육군병원에서 치
료를 받았다. 일주일 후 그는 캘리포니아의 페어필드에 있었다.
MASH가 2~3개 사단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미군은 한국군과 다르게

MASH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환할 수 있었다. 한국 전쟁 중 MASH

가 치료한 환자의 수는 12만 7천여 명에 달한다.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39 재인용
27)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학교,
2017, p.26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33

28) New York Times, March 23, 1953.
29)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학교,
2017, p.26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41006&memberNo=189112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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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군인들은 병원에서조차도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였다.31) 한

국전쟁 초기 포탄과 총탄에 대한 중상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주로 절

단 수술이었다.32) 그리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의료 수준이 뒷받침되

지 못하여 남한의 의료진은 “탄환, 파편, 복합골절, 동상에 의한 부상을 

절단 수술로만 보았다.”33) 미 군사고문단의 의사들은 국군병원의 의료

행태를 시찰하고 국군 군의관들을 절단의 천재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다.34)

  하지만 열악했던 당시 의료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최선의 방법이었

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뒤에는 부상자 비율이 줄다가 그 해 겨울 중

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부상자 수가 증가하였다. 동상 환자의 수가 

증가하여 분원 하나가 동상 수술 전담으로 지정되었다.35) 당시 절단 수

술을 집도하던 의료진은 절단 수술을 미트볼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도 하였다. “정상적인 수술로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다른 

환자가 옆방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부상이 더 중대할 경우 

30)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33
VOA뉴스, [숫자로 보는 세계] 6.25 전쟁과 관련된 통계, 2011, 6.24.
https://www.voakorea.com/world/article-625-124496254 (2020.10.3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https://www.withcountry.mil.kr/mbshome/mbs/withcountry/subview.jsp?id=withcount
ry_060301000000 (2020.10.30)

31) 전반적으로 모든 구술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
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구술 이협구(p.47), 한병군(p.43)편에서는 그들
이 경험한 병원에서의 생활이 좀 더 상세히 묘사되어있다. 그들은 입원 도중 동
료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매일 듣고,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가족의 면회를 거부한
채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총기난사를 하려는 동료를 막는 등의 지옥 같은 입원생
활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 강택심, 김삼동, 김용철, 김점석, 안봉권, 이협구, 한병군」, 국사편찬위원회,
2011
김태봉, 문수영, 「상이등급 7급 상이군인의 생애와 경험 구술」, 국사편찬위원
회, 2015

32)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70
33)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70 인용
34)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이순, 2011, p.247
35)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105

https://www.voakorea.com/world/article-625-124496254
https://www.withcountry.mil.kr/mbshome/mbs/withcountry/subview.jsp?id=withcountry_0603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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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희생시켰다”고 회고하였다.36) 동상 환자 전

문 병원에서 당시 수술에 참여하였던 간호장교 조귀례도 절단 수술에 대

해 “익숙한 솜씨로 무를 썰 듯, 과일을 깎듯이 하였으며 수술실에는 잘

린 손가락, 발가락이 양동이에 수북했다”며 당시를 기억하였다.37)  

  밀려들어오는 부상병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절단 수술은 당

시 의료진의 수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를 경험

하는 부상병의 입장은 달랐다. 게다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황과 밀려드

는 전상자로 인해 당시 절단 수술은 비의료진이 수행하여 환자들에게 불

필요한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1950년 10월 19일, 지뢰를 밟아 발목이 날아간 환자의 다리 절단 작업을 잘 못한 김

일병이 군의관 류 대위의 호된 기합을 받고 있었다. 하퇴부의 중간쯤에 머큐로크롬으로 

표시한 곳을 자르라고 지시했는데 경험이 없는 그가 그냥 나무토막 자르듯 절단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군의관이 메스로 피부를 5센티미터쯤 떠서 걷어 올리고 뼈가 하얗게 

드러난 부분을 다시 자르라고 지시한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 사지가 묶인 채 욕설을 퍼

부으며 몸부림을 쳐대니 수술대가 들썩거린다. 의무병이 맞고함을 지르며 허리를 묶고 

머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수술부 선임하사관이 자르고 피부를 내려 봉함하니 수술은 끝

났으나 환자는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다리 내 놓아라” 울부짖고 있었다.38)   

  부상병들은 절단 수술을 받은 경험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정신을 잃었던 부상병의 경우 절단 수술이 끝난 후에

야 자신의 달라진 몸을 뒤늦게 발견하였다.39) 눈을 다치고 결국 의안을 

36) Albert E. Cowdrey, 『The Medic's War』, 2005,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p.244 이순, 2011 p.234, 재인용

37)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105-106
38) 박남식, 『실낙원의 비극』, 문음사, 2004
박남식은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 소속 의무병이었다.

39) 천희숙 「한국전 참전 군인의 부상경험」, 국군간호사관학교 제 21 논문집,
2003. p.79
위 논문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정을 상실했다. 그리고 감정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확
인하고 자신들의 이전과 다른 모습과 미래에 대해 상실감으로 절망하였다. 대부
분의 부상자들은 당시의 통증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멍해졌다”고 증언하였다.
서만일 『상이군인 박원호 어르신의 부산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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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게 되었던 상이군인 이협구는 당시 파편이 눈에 박혀있었는데 5

일 동안 그대로 방치된 채 지혈만 해주었다고 회상하였다.40) 또한 상이

군인 원종수도 일주일동안 방치된 채 수술을 받지 못하여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41) 절단, 적출 수술의 과정을 막론하고 모든 

부상병들은 공통적으로 신체 일부의 상실에 대해 극도의 불안함을 표현

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삶에서 마주해야 할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42)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 대부분 절단하라는, 환자로서 받아들이기 어

려운 방법만이 제시되었다. 절단하지 않고 인내하다가 덧나거나 상처가 

악화되면, 결국 절단을 하거나 적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술이 완료된 후에도 상이군인들은 환자로서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 

첫 번째로 화장실을 만들 공간이 없었다.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상병들의 배변 문제는 의료진들에게 큰 

문제였다.43) 두 번째로 부상자들은 부상 부위의 통증을 매일 고통 받았

다. 대부분이 파편창이거나 총상이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치료는 필수

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상병들은 장기간 페니실린을 맞는 것44)에 대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
C04219137 (2020.10.30)
박원호 상이군인은 당시 절단 수술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미군들이 처
음부터 다리가 떨어졌는가 그런 거는 기억이 잘 안나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전방에서 후송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잘라내고 그러니까.”

40)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 이협구 편」, 국사편찬위원회, 2011, p.43 의료진에게 지혈만 받은 채 복도
에 담요를 하나씩 깔고 5일 동안 누워있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후에 눈을 제
거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41) 서울 수도육군병원에 들어왔는데 그날 이제 치료 못 받고, (중략)..그래가 그 옆
에 사람들이 “이 비린내가 어디서 나노?” 하면서 나를 이제 깨우면서 모포를 들
추니까 피가 다 흘러가지고 완전히 피에 막 잠겨 있던 거야. 그래서 원장이 왔는
데 드레싱 하면서 보면서 혈관이 터진 모양인데 이 회진 끝나고 나서 수술하자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는 소식이 없는 거라...
「상이군인 원종수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42) 천희숙 「한국전 참전 군인의 부상경험」, 국군간호사관학교 제 21 논문집,
2003, p.82

43)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87-88
44)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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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통과 공포를 느꼈다.45) 반면에 어떤 부상자들은 자신의 상처가 너

무 아파 모르핀을 놓아 달라고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욕설을 퍼 붓기도 

하였다.46) 세 번째로는 치료 외적으로 파리로 인한 구더기와 이가 부상

병들의 환부에 생겨났다.47)

  그때 일어나 보니까 이게 잘라져 있더라고...(중략)... 이거 다쳤을 때는 하나도 안 아

팠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약간 정신이 있는데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내가 놀란 것은 그때가 3월 달인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막 다리에서 구더기가 막 

나와요. 구더기가. 그래서 깜짝 놀랐지, 나야. 다리가 다 썩었다고 말했지. 왜냐하면 다리

가 썩어가지고 이동식 병원은 천막이 더우니까 거기에서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구더기

가 막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보더니 그건 다리가 썩는 게 아니

고 구더기가 생겼다고, 제거해 주고, 구더기가 생길 때에도 마음은 안 좋았죠. 아니 다리 

속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생각을 해 보라고. 다리에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썩어 가

지고... 48)

  마지막으로는 식량 조달의 문제였다. 소년병 김인환은 당시 처참했던 

병원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로 : 강택심, 김삼동, 김용철, 김점석, 안봉권, 이협구, 한병군」, 국사편찬위원
회, 2011. 「김삼동 편 p.96,98」, 「김점석 편. p.34,35」
엄태권, “야전병원의 여성참전용사들”, 경주신문, 2019.06.27
http://m.gjnews.com/view.php?idx=64944 (2020.10.30)

45) 천희숙 「한국전 참전 군인의 부상경험」, 국군간호사관학교 제 21 논문집,
2003, p.82

46) 서만일, 『상이군인 박원호 어르신의 부산 정착기』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
C04219137 (2020.10.30)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고 하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되게 심한 사람들은 수면제
를 놓거든요. 노란색 약인데 그거 전부 미제입니다. 그거는 잘 안 줄라고 하지요.
간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잘 안 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놓으면 먹고
자거든요. 그러면 밤 되면 아파 죽는다고 막 병원이 떠나가요. 다리 없는 사람들
은 바닥에 기어 다니고 그래요. 마 사정하면 11시쯤에 2개 이상은 안 주어요. 2개
정도 먹으면 환자들이 먹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시쯤에 먹으면 한 5시
까지 자거든요. 그게 낫는 게 아니고 약의 힘에 자는거죠. 모르핀 놓듯이 놓으면
은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모르핀이라는 거는 한국 전쟁 때 그게 막 들어오거든
요. 한국군들은 별로 그것도 없었어요. 미군들한테는 그게 많았는데.”

47) 천희숙, 「한국전 참전 군인의 부상경험」, 국군간호사관학교 제 21 논문집,
2003. p.82

48)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10.28.

http://m.gjnews.com/view.php?idx=64944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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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병원에서 주는 밥은 안남미 쌀로 

그 양이 너무 적어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웠다. 안남미 쌀밥은 찰기가 없어서 입으로 불

면 날아갈 것 같았다. 의식이 없는 중환자의 밥을 어떤 이가 몰래 가져다 먹어버리는 사

건까지 발생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이 부족하니 인간의 본성인 양심까지 없어지는 것 

같았다.49)

  전쟁이 거듭될수록 입원환자 중 사망환자 혹은 절단환자의 비율은 낮

아졌다.50) 하지만 개인이 경험한 고통의 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외 원조와 첨단 의료기술과 의료장비가 한국에 

도입51)되었고 높은 수준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들은 매일같이 몰려드는 전상자를 마주 보

며,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였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였다.52) 수많

은 상이군인들은 희망을 상실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가족과 등을 

지기도 하였다.53)   

49) 김인환, 『소년병 김인환 회고록』 부상군인의 참상- 경주 제15육군병원, 잃어
버린 210일, 군포시민신문, 2015.10.8.

https://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838&section=sc13&section2=%EC
%8B%9C ,%20%EC%86%8C%EC%84%A4,%20%EC%88%98%EA%B8%B0
(2020.10.30)

50)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37
51) 역설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해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재활의학, 마취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혈액은행과 중앙병리연구소도 창설되었으며 더불어 수혈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서울대병원역사문화센터, 『한국근현대 의료문화사』, 2009, p.295, p.314

52) 한 교실에 50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팔과 다리가 잘린 환자도 있었고,
복부가 관통 당한 환자 등 중상자가 많았다. 어떤 환자는 군의관이 치료를 위해
배 가죽을 들추고 치료를 하는데, 배 안의 창자가 다보여도 의식이 없어 통증을
못 느끼는 듯했다. 이런 중환자를 교실바닥에 눕혀 놓고 치료를 하니 올바른 치
료가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죽어서 나가는 환자도 많았다. 교실은 신음소리로 날을 지새는 지경이었다.
김인환, 『소년병 김인환 회고록』 부상군인의 참상- 경주 제15육군병원, 잃어버린

210일, 군포시민신문, 2015.10.8.

https://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838&section=sc13&section2=%EC
%8B%9C ,%20%EC%86%8C%EC%84%A4,%20%EC%88%98%EA%B8%B0
(2020.10.30)

53) 거의 모든 상이군인들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자살시도

https://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838&section=sc13&section2=%EC%8B%9C,%20%EC%86%8C%EC%84%A4,%20%EC%88%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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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정부의 초기 자활 대책

    

1. 원호정책(援護政策)의 강화와 상이군인의 영웅화

  

  상이군인 문제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해방 이후 남한

은 4.3사건과 여순사건을 겪으며 상이군인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당시 

4.3사건과 여순사건에 연루되었던 좌익세력에 대해 "짐승", "비인간", "

악마"라 칭하였고,54) 그들에 의해 부상당한 용사들을 영웅화, 신화화하

였다.55) 정부는 상이군인을 독려하고 원호에 필요한 원호금을 모으기 

위해 ‘육탄10용사’사건을 영웅화하기도 하였으며,56) 이는 곧 전국적

으로 퍼져나갔다.57) 그리고 군사원호강화주간을 통해 원호금을 얻기도 

를 한 상이군인들도 있었다. 구술에 참여하였던 한병군, 이협구, 깡패였다가 목사
가 된 이천구는 자살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권영국 상이군인은 세코
날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당시의 비참한 심정을 증언
했다.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 강택심, 김삼동, 김용철, 김점석, 안봉권, 이협구, 한병군」, 국사편찬위원
회, 2011. 「김용철 편 상세목록1차 1차3번(1.부상과 치료)」, 「이협구 편, p.5
8」, 「한병군 편, p.43-45」
강정훈 『천한자와 귀한자-한얼산 기도원 원장 이천석 목사 간증기』, 대화출판
사, 1979, p.73-79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54)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p.381-385
55) "極協調要望李公報處長談", 동아일보 1950.06.18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 정치」, 역사문제연구소, 2016, p.472-478

56)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연세대학교 석사논
문, 2016, p.15 (주석62번 재인용)
육탄10용사 사건은 송악산 전투에서 고전해야 했던 한국정부 측이 군의 사기를 높이
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 과장한 것이었다. 1949년 5월 4일 ‘하사관 중대 중대장’의 토
치카 폭파 명령에 7명이 허리에 다이너마이트를 두르고 토치카와 함께 폭사했다. 남
한 정부는 ‘육탄10용사’ 신화를 만들어 홍보했으나, 5월 4일에 투입된 병력은 9명이었
으며 이 중 2명은 북한에 투항하여 살아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하였다. (정병준, 한국
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p.344-348 ; 노영기, 한국군의 이념 변
화: 육군의 “반공화”를 중심으로 , 梨花史學硏究 38, 2009, p.171)

57)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연세대학교 석사논
문, 2016. p.15 (주석 63번 재인용)
5월 17일 신성모 국방장관은 10용사에 대해 “그들의 유가족에 대해 우리 전 국



- 15 -

하였다.58) 

  당시 상이군인들은 ‘악마’에 대항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그

들에게 지급되는 원호비는 국민들의 기부금 형식으로 이루어졌다.59) 이

에 1948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원호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

왔고,60) 1949년에는 내무치안위원장이었던 나용균 의원이 원호비 문제

를 언급하였다.61) 하지만 전쟁 직전이었던 1949년은 북한과 남한의 교

전이 급증하였던 시기로,62) 원호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63) 이에 이승

만 정부는 본격적으로 1949년 10월 사회부에 군사 원호국을 설치함으

로써 상이군인과 전몰군경에 대한 원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1950

년 4월에 상이군인과 전몰군경 및 유가족을 위한 ‘군사원호법’을 마

련했다.64) 

  군사원호법은 크게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로 나뉘었다. 생계부

조는 생계가 어려운 상이군인과 전몰군인의 유가족에게 의료, 조산, 생

업 등의 부조를 도와주는 정책이었고, 직업보호는 취업에 대한 우대 정

민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자유를 느끼지 않도록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걷은 기부금으로 상이군인들의 원호를 추진하였
다.
“壯(장)하다! 不滅(불멸)의 靈魂(영혼) 十勇士 戰歿將兵葬儀式嚴守(십용사전몰장병
장의식엄수)”, 경향신문, 1949.05.29)

58) 軍事援護週間設定에 對하야 , 赤十字 창간호, 1950.05, p.35-36
"軍警援護로 滅共統一十日부터 卄日間 多彩한 行事", 경향신문, 1952.06.10

59)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2016, p.17

60)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2016, p.18(주석 66번 재인용)
"기부금 사태 만난 시민, 무리함 알므로 適宜 시정하겠다", 자유신문, 1948.12.21.
; "야간의 叛徒 來襲 약탈과 과중한 軍警 援護費로 고통, 현지 주민은 정부의 적
극 구제 要望", 자유신문, 1949.02.21. ; "農地改革實施苦待 中央集權制에 不滿 農
村은 衣食住에 不安", 남조선민보, 1949.02.12. ; "首都廳告示 寄附金强要者는 强盜
罪로 處斷", 동아일보, 1947.10.09. ; "地方行政의 矛盾性", 동아일보, 1949.06.01. ;
"전라북도 沃溝郡의 공과금 외 기부금 징수 조사 결과, 1가구당 24종목에 약
5,000원 부담으로 집계", 군산신문, 1949.06.03. 등

61) 결국 그 해 11월 기부금 징수를 방지하는 ‘기부통제법’이 발의되었다.
62)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게, 2006
63) 國會臨時會議速記錄 , 1949.05.31
64) 「군사원호법」 (법률 제127호 1950. 4.14제정, 1950.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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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의미했다. 그리고 상이군인들과 유가족은 수용보호를 통해 입원 치

료나 위탁 요양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달 후에 발생한 6.25전쟁은 4.3사건과 여순사건과 양상이 매우 달

랐음65)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군사원호법’을 그대로 유지해 나갔다.66)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는 상이군인과 국군을 영웅화시키는 작업과 

원호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킴으로써 원호 정책을 강화하였

다.67)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군인들의 영웅적 보도와 맞물려,68) 상이군인

들을 위한 민간단체의 보상 및 위문을 격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

다.69)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5월 16일 상이군인 제대식에서 

65) 국회정기속기록에 따르면 1950년 3월에 군사원호법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전사
자 1948명, 전상자 2819명, 군인 불구자 376명 순직자 75으로 총 4842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에는 상이군인의 수가 7만 390명으로 불
구자가 8000여명, 경상자가 5만 6천여 명, 그 외 경관이 4천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회, 제64호, 1951.03.28
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4회, 제6호, 1952.10.23

66)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 정치」, 역사문제연구소, 2016. p.480
67)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 정치」에서 김봉국은 이승만이 원호를 “국민과
정부의 중대임무”로 규정함으로써 “후방주민의 전시체제로의 결속”과 함께 “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이승만
체제와 전시동원체제의 근간을 흔들어놓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
다.

68) "東西戰(동서전)선 我軍英雄(아군영웅)적抗戰(항전)", 동아일보, 1950.12.05
"共同防衛(공동방위)를强化(강화)", 조선일보, 1950.12.17
"美(미)해兵隊(병대)의龜鑑(귀감)"어머님 나를 또다시 一(일)선으로보내주시요"韓
國戰線(한국전선)에핀母子愛...", 동아일보, 1950.12.23
"自由守護(자유수호)의 英雄(영웅)들 無名(무명)의 戰友(전우)들을 차저서
(1),(2),(3),(4),(5),(6),(7),(8),(9)號(호)" 『滅共(멸공)의英雄(영웅)』, 조선일보,
1951.06.01

69)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이 아닌 민간단체에서의
기부에 그치는 정도였다. 당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UN 및 미군이 한국
상이군인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사, 경찰국장이 받은 금일봉을
소년단에게 주었는데 소년단이 이를 다시 상이군인들에게 주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一線將兵(일선장병)의戰友愛(전우애)
傷痍兵(상이병)에精誠(정성)의慰問金(위문금)”, 동아일보, 1950.10.28
“한부양분회 상이군인을위문”, 동아일보, 1950.11.19
“賞金(상금)을傷痍兵(상이병)에”, 동아일보, 195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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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들을 치하하는 담화문으로 발표하였다. 

  제일 영광스러운 죽음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아가 순국하는 

죽음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비록 그 몸이 죽기까지는 이르

지 못했으나 죽을 자리에서… 겨우 생명을 보존한 상이군인들이니 그들은 우리나라 사

람들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70)

  이승만 정부는 “상이군인을 살아있는 자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

람이라고 지목했다.”71) 상이군인은 영웅으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승만 정부는 언론을 통해 원호사업이 범국민적인 참여가 

주요한 사업임이므로 동시에 전 국민은 원호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72) 게다가 언론도 “불구자가 된 용사들의 생계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중대임무”라고 보도하였

다.73) 범국민적인 원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조되었다.74) 동시

에 정부는 상이군인들을 위해 정구대회75), 상이군인 원호주간, 강조주간

을 지정하여,76) 그들을 위로하고, 대통령 본인도 양말을 증여하는 등,77) 

70)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상이군인제대식에 보내는 치사, 공보처, 1953,
p.169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제33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
소, 2011, p.298

71)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298
72) 社會部(사회부), 社團法人(사단법인) 大韓軍事援護會(대한군사원호회)
設立(설립) 許可(허가)에 關(관)한 件(건) , 1950 (보건사회부 사회국 사회과
사회단체 허가 관계철)에 따르면 군사원호법에 따라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으며 전 국민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73) "援護(원호)에 힘쓰자", 동아일보 1951.6.15
74) "救護金三千萬(구호금삼천만)원 國防部將兵(국방부장병)이據出(거출)", 동아일보,
1951.06.03
“鎭海女中(진해여중)의丹心(단심) 缺食(결식)하고献金(헌금)”, 동아일보,
1951.06.04
“援護(원호)에힘쓰자(사설)”, 동아일보, 1951.06.15
“避難婦人(피난부인)들이 百萬圓(백만원)을寄託(기탁)”, 동아일보, 1951.07.09
“援護誠金各界(원호성금각계)□답至(지)”, 동아일보, 1951.07.25

75) “傷痍軍人庭球大會(상이군인정구대회)”, 동아일보, 1951.06.29
76) “傷痍軍人(상이군인) 援護週間(원호주간)”, 동아일보, 1951.06.17
“軍事援護(군사원호) 强調週間(강조주간)”, 동아일보, 1951.06.23

77) “傷痍軍人(상이군인)에洋(양)말 李大統領(이대통령)이贈與(증여)”, 195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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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을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하였다. 

2. 정양원(靜養院)의 설치

  상이군인을 영웅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원대 복귀가 불가능한 상이군인들이 대규모로 생겨났고 군병원에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안정을 취

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부족한 수용공간으로 상이군인들은 학교와 같

은 공립기관 이외에도 부산의 범어사, 울산의 통도사와 같은 사찰에 수

용되었다.78) 상이군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1951년 1

월 22일, 정양원(靜養院)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79) 정양원이란 야전

병원이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환자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휴식을 위해 보내지는 일종의 요양병원과 같은 곳

이었다. 상이군인들은 정양원에서의 회복을 마친 후 다시 원대에 복귀하

는 경우도 있었고, 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없는 군인들은 정양원에서 대

기하기도 하였다.80) 

  상이군인을 위해, 부산 동래에 정양원(靜養院)81)과 결핵 요양소를 설

78) 휴식기를 보내고 있었던 상이군인들의 낙서까지도 존재한다.
『월간통도』, Vol.464, 2020년 7월, p.24-30
http://tongdosa.or.kr/ebook/2007/index.html#p=28 (2020.10.30)

79) “제1조 군사원호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용가료 및 직업보도를 위하
여 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상이군인정양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상이군인정양원직제 [시행 1951. 1. 22.] [대통령령 제445호, 1951. 1. 22. 제
정]

80)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134-135
81) 1952년에는 1월 13일 동래정양원의 강당과 숙소, 직업보도(職業輔導)와 그 외
시설들을 확충하여 추가적으로 300여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靜養院擴充(정양원확충)”, 경향신문, 1952.01.13
또한, “1951년 3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은 동래정양원을 방문해 상이군인을 위로하
고 위문품으로 셔츠와 손수건을 나눠줬다. 당시 환자 수용 능력은 2000~4000명
수준이었다. 결국 환자가 많아져서 분원이 생겼는데 당시 환자를 수용할 공간으
로 사찰이 가장 적임이었다. 부산의 범어사와 양산의 통도사에 분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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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고,82) 군사원호법에 의거하여 부조금을 지급하였다.83) 1951년 3

월 3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동래정양원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

하기도 하였다.84) 이후 정부는 각 도에 정양원을 증설하여 그들을 수용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85) 그리고 각 정양원마다 직업학교를 

설치하여,86) 그들의 복귀를 꾀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의수족을 

구입해주고,87) “산업전사”로 만들어 “갱생의 길”88)을 열어주고자 

하였다.89) 대체로 상이군인을 전역시킨 이후에 의수족과 같은 보장구를 

지급해주었는데 1950년과 1951년에는 생산량이 많이 부족하여 상이군

인이 의수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

야 했다.90) <사진1>,<사진2>

기사 재인용
82) “傷痍軍人靜養院開所(상이군인정양원개소) 結核療養所(결핵요양소)도設置(설치)”,
동아일보, 1951.01.14
당시 부산 동래 정양원은 2000~4000명의 환자를 수용했다.

83) “보태여쓰시요!傷痍軍人家族(상이군인가족)에扶助金支給(부조금지급)”, 동아일보,
1951.02.09

84) “傷痍軍人慰撫(상이군인위무) 大統領(대통령) 親(친)히訪問(방문)”, 동아일보,
1951.03.03

85) “傷痍軍警靜養院(상이군경정양원) 各道(각도)에九個所(구개소)를增設(증설)”, 동
아일보, 1951.06.20

86) “職業學校(직업학교)를設置(설치)傷痍軍人援護本格化(상이군인원호본격화)”, 동아
일보, 1951.06.30

87) “時急(시급)한義手足購入(의수족구입)”, 동아일보, 1951.07.07
88)“傷痍軍人職業(상이군인직업) 輔導組合設定(보도조합설정)”, 동아일보, 1951.10.12.
“갱생의 길” 재인용

89) 社會部(사회부), 援護局(원호국) 所管(소관) , 國政監査答辯資料(국정감사답변자
료), 1953, p.11-15

90)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10.28.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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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철조망 앞에 선 국군상이용사91)   <사진2> 한국전쟁 6.25 당시 상이용사 전

역식,92)

  

  한국전쟁 당시 최초의 정양원은 제31육군 정양원이었다. 제31육군 정

양원은 전쟁이 발발한 1950년 12월 대전에서 창설되어 1.4후퇴 때 부

산으로 이동한 정양원이었다.93) 당시 제31육군 정양원에서 근무한 간호

장교 조귀례는 그때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름은 병원이지만 실상은 임시 수용소보다 못하였다. 임지에 당도해 보니 동래온천 

가까운 들판 한 가운데 천막촌이 있었다. 웬 천막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곳이 31정

양원이라 했다. 너무 기가 막혔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병원이 있나 싶

었다. 

91) 철조망 앞에 선 국군상이용사(1950. 10.). 눈빛출판사
1950년 당시 의수족의 생산력과 기술력은 상이군인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 수준
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증
언)

92) 한국전쟁 6.25 당시 상이용사 전역식, 진해 육군사관학교, 1951
당장 전역을 하더라도 의수족을 받기 위해선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이나 기
다려야 했었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10.28. 증언)

93)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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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가운데 짙은 국방색 천막 20여 개가 빙 둘러 처졌는데, 병원본부도 진료실도 입원

실도 모두 그 속에 있었다. 물론 의료진과 사병들 숙소도 천막이었다. 퀸셋94) 건물은 그

래도 마루도 깔리고 창도 있어 불편한 대로 참을 만하다. 그런데 맨땅에 비바람만 막는 

천막 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중략)... 환자들은 장,사병으로 구분된 병실의 임시 침

상에서 지내야 했고 의료진도 맨 땅에 야전침대 신세였다...(중략)... 제일 큰 고통은 화

장실 문제였다. 외딴 곳에 구덩이를 파고 거적을 둘러친 변소라는 곳은 남녀구별이 없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95) 

  당시 31정양원은 임시 수용소보다 못한 실정으로 상이군인들에게 휴

식을 제공해주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정양원의 개선을 위해 정양원의 필

요성을 느낀 정부는 1951년 1월에 동래온천 중앙 상이군인 정양원(이

하 동래정양원)을 설립했다.96) 이승만 정부는 중앙 상이군인 정양원에 

대한 규정도 제정했으며 직업보도를 함과 동시에 상이군인에게 적절한 

직업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정양원은 서무과, 의무과, 교도과로 나뉘었는

데 의무과는 피수용자의 진료, 교정 훈련, 의수족의 조립과 알선, 약무 

기타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또한 교도과는 피수용자의 

갱생을 위한 훈육,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97) 

정양원은 원장과 부원장, 이외에 추가적인 공무원들과 의사, 간호사 약

제사를 포함하여야 했다.98) 정양원에서 생활하는 상이군인들은 정양원

94) 퀀셋 (Quonset) : 길쭉한 반원형의 간이 건물
95) 조귀례, 『전장의 하얀천사들』, 한국문화사, 2007 p.135-136
96) 동래온천중앙상이군 정양원은 중앙상이군인정양원, 동래정양원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 두 기사에서는 “사회부에서 설치하고 준비해오던 동래정양원이 완성되어 25
일 개소식을 거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다음날에 나온 기사에서는 “사회부
에서 신설한 상이군인중앙정양원식은 예정대로 25일 동래에서 거행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상이군인정양원과 동래정양원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靜養院開所式(정양원개소식) 오늘上午擧行(상오거행)”, 동아일보, 1951.01.25.
“靜養院開所式(정양원개소식)”, 동아일보, 1951.01.26.

97) 서무과는 기밀, 인사, 직인 관수, 문서의 수발, 편찬과 보존, 회계, 용도, 영선, 숙
사 배정, 창고관리, 후생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하였다.
상이군인정양원직제 [시행 1953. 4. 8.] [대통령령 제772호, 1953. 4. 8., 일부개

정] ,인용
98) 사무관 의무관 약제관 기좌 주사 의무사 약제사 기사 교사 서기 기원 간호부를
두기로 하였다.
상이군인정양원직제 [시행 1953. 4. 8.] [대통령령 제772호, 1953. 4.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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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또한 전조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때 강제로 퇴

원을 하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하였다.99) 

  1951년 6월에 상이군경 정양원을 각 도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

고,100) 다음 해 8월에도 각 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더불어 같은 

해 7월에는 천여 명 밖에 수용하지 못했던 기존의 동래정양원의 시설을 

확충하였다.101) 

  하지만 당시 1951년 신문기사에서는 정양원이 1억 8천만 원의 규모

의 대대적인 시설확충 공사가 있었다고 보도했으나,102) 실제 이를 경험

한 상이군인들은 다르게 설명하였다. “동래 온천에 있는 제31육군 정

양원”103)에서는 단순히 의족만을 보급104)해주고 직업보도는 받지 못

하였으며 음식과 약을 무료로 지급해주었지만 늘 부족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한 정양원의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다.105) 비

슷한 시기에 동래정양원을 경험한 김인환은 정양원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때가 11월경이었는데도 내의를 지급받지 못했다.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이라, 밤에는 

방이 추워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느 날 난로를 설치해줬는데 석유 난로였다. 그러나 연

료인 석유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밤에만 사용하기도 부족했다. 밤이 추우니 사람들

이 항상 욕탕에 몰려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99) 중앙상이군인정양원규정 [시행 1951. 3. 15.] [사회부령 제4호, 1951. 3. 15., 제정]
제9조

100) “傷痍軍警靜養院(상이군경정양원) 各道(각도)에九個所(구개소)를增設(증설)”, 동
아일보, 1951.06.20

101) “東萊靜養院擴充(동래정양원확충)”, 경향신문, 1952.07.19
“靜養院擴充(정양원확충)”, 경향신문, 1952.01.13

102) “東萊靜養院擴充(동래정양원확충)”, 경향신문, 1952.07.19
“靜養院擴充(정양원확충)”, 경향신문, 1952.01.13

103)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
으로 : 한병군」, 국사편찬위원회, 2011, p.42, 상이군인 한병군 말을 재인용

104)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
으로 : 한병군」, 국사편찬위원회, 2011

105)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로」에서 한병
군만이 초기정양원을 경험하였고 나머지 상이용사들은 왜관사건 후의 정양원만
을 경험하였다. 정양원을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약을 무료로
지급해주며 출입이 자유로운 요양원 정도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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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거의 전부가 중상을 입었던 자들로, 밤에는 신음소리가 가득

해 잠이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중략)...입원자 중에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그 다리

가 신경이 죽어 불구가 된 상사가 있었는데, 그가 실장이었다.  ...(중략)...

  실장은 취침마다 신경이 마비된 다리의 발바닥을 난로 불에 대였으나, 본인은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발바닥을 보고 큰 화상 입은 것을 알았다. 비좁은 방에 

많은 인원이 생활하니 이런 사고도 발생했다. 이 정양원에서도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배

고픔은 여전했다.106)

  또한 소년병 김인환은 당시 정양원에 보급되는 식량은 터무니없이 적

어서 밤에 실장을 필두로 하여 정양원 뒷산에 몰래 가서 장작을 팔아 굶

주린 배를 채웠다고 회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산 주인이 헌병대에 신

고를 하여 헌병대가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헌병대는 “민원이 발생하

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감”으로서 사건은 일

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도 ‘뒷산 나무 땔감 작업’은 계속

되었다고 회상하였다.107) 

  정양원은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최가 되어 운영되지 않았다. 상이

군인 중 한명이 실장을 맡았고 기본적인 난방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했

으며, 출입관리도 소홀하여108) 민간으로부터 장작을 훔쳐와 끼니를 채

웠다. 백선엽 역시도 당시 정양원에 대해 “급식과 생계지원은 꿈도 꾸

지 못한다”고 회상하였다.109) 

106) 소년병 김인환 회고록, 『고향 이웃을 만나다-부산 육군정양원, 잃어버린 210
일』 12회, 2015.10.30

https://mediagunpo.co.kr/sub_read.html?uid=944&section=sc13&section2=%EC%

8B%9C ,%20%EC%86%8C%EC%84%A4,%20%EC%88%98%EA%B8%B0

(2020.10.30)
107) 주석106
108)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

심으로」, 구술 안봉권, 이협구, 김용철, 강택심, 김점석, 한병군, 김삼동, 국사편

찬위원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한병군 편 p.46-48」 정양원 의사가 약

을 빼돌릴 수 있게 눈감아 주는 대신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고 회상하였다.
109) 백선엽, 『노병이 걸어온길』, 101회, 포로보다 못한 국군 급양실태 공개(1952
년) 편
“이 자료가 외국 종군기자들에게 흘러들어 가 미국 성조지(Stars & Stripes)와
영국 신문에 “한국군 급양실태는 포로보다 못하다”고 크게 보도됐다.“라고 회고

https://mediagunpo.co.kr/sub_read.html?uid=944&section=sc13&section2=%EC%8B%9C,%20%EC%86%8C%EC%84%A4,%20%EC%88%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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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원의 환경과 식량 보급도 큰 문제였지만 정부가 정양원을 설립하

면서 계획했던  의수족 보급 문제에도 차질이 있었다. 백선엽 장군 또한 

당시의 의수족 보급에 관해 “이제 막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근본적으

로 상이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하였

고,110) 신문에서도 의수족 보급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언론에서는 

의수족 보급을 “상이군인들을 위한 유일한 재기의 희망”으로 언급하였

고,111) 이만수 상이군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의수족’이

라 직접적으로 말하였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의족을 마련하여 준다면 그 이상 더 기쁜 일은 없고 더 요구할 아

무것도 없다. 만약 우리들이 완전한 의수족을 마련치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당장 우리들의 불편을 느낀다는 것보다 우리의 비참한 차림을 본 고향 사람들의 놀라움 

그것이다.112)

  상이군인에게 있어 의수족 보급은 그 중요도가 매우 컸다. 상이군인들

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함에 있어, 의수족을 통해 자

신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자신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

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다.113) 

  당시의 의수족 보급 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

가 있다. “1952년 5월에는 28개를 만들었고 1953년 6월에는 198개

로 증가하였다. 대략 1년 동안 1528명의 상이군인이 의지를 착용하게 

되었다.”114) 또한 1952년 1월 11일에는 미국의 협조로 국산 의수족 

하고 있다.
110) “白善燁(백선엽) 回顧錄(회고록) 军(군)과나 (29) 山積(산적)한 문제를 풀다”, 경
향신문, 1989.01.26

111) “時急(시급)한義手足購入(의수족구입)”, 동아일보, 1951.07.07
112) 주석111
113)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구술 안봉권, 이협구, 김용철, 강택심, 김점석, 한병군, 김삼동, 국사편찬위원
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김점석 편 p.28, p.43-59」 ,「김삼동 편 p.46,
p.101-103」
「권영국, 원종수, 최규서 인터뷰」, 김규민. 2020.

114) Captain James N. Calway, 「Prosthesis For Korean Soldier Ampu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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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를 만들었다는 기사도 실렸다.115) 하지만 당시 상이군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담당한 오정희는 한국전쟁 상이군인 절단자를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116) 이는 공급이 상이군인의 수를 따라오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상이군인의 의수가 부족

하다고 호소하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에서는 ‘급격하게 발생한 상이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수족은 

한계가 있으니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며 당시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17) 정부는 재정적인 열악

함과 의수족 제작의 악조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의수족 구입, 제작과 

보급을 독촉하였다.118)

  1951년, 전쟁은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정부는 수많은 상이군인들

의 생활비 및 그들의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상이군인을 수용하는 방식보다는,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였

다.119) 정부는 정양원을 중심으로 직업학교와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통

해 그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유도하였지만.120) 정부의 본래 취지와는 다

르게 초기의 정양원은 휴식과 직업보도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었다. 김용철, 김점석 상이군인이 정양원을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정양원의 환경은 상이군인들의 가료를 

위한 공간으로는 사용되기에는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처럼 

정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직업보도를 받는 경우도 드물었

Orthopedic & Prosthetic Appliance Journal, 1954, p.31; WHO/UNKRA Mission
Report in 1952. p.31, p34

115) “國產義手足百組(국산의수족백조)”, 동아일보, 1952.01.11
116)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37
117) “時急(시급)한義手足購入(의수족구입)”, 동아일보, 1951.07.07
118) “援護(원호)에힘쓰자”, 동아일보, 1951.06.15
119)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2016. p.21

120)"傷痍軍人職業(상이군인직업) 輔導組合設定(보도조합설정)", 동아일보 1951.10.12
“傷(상)이軍人職業輔導(군인직업보도) 爲(위)해各機關長會合(각기관장회합)”, 조
선일보, 1951.12.11
“傷痍車人爲(상이거인위)해 敎員養成所(교원양성소)를”, 조선일보, 1951.11.03
“急速推進(급속추진) 傷(상)이軍人職業(군인직업)”, 동아일보, 195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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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1)

3. 상이군인을 위한 연금 정책 및 생계지원 정책

  동래정양원이 세워지고 약 1년 뒤인 1952년, 언론에서는 당시 상이군

인 원호에 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연금 지급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상이군인의 생활 문제였다. 언론에서는 사회부에게 

상이군인이 합숙할 장소를 제공해주고 치료비의 절반을 지불하게끔 지원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구호물자의 우선적 배급 등을 요청하였다.122) 

하지만 정양원을 담당하던 사회부는 현재 예산인 38억 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여 예산의 2배를 늘려 달라 국회에 요청하였지만 국회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123) 동시에 사회부는 원호에 필요한 금

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 전체에게 협력할 것을 부탁하였다.124) 

  국민 전체를 군사원호법에 따라 원호비를 부담하는 대상으로 설정하

고,125) 원호비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협

력을 요청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

이군인이 생계를 위해 원호비를 직접 징수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

었다.126) 뿐만 아니라 각종 원호 단체들에게도 기부를 손쉽게 강요할 

121) 實際援護(실제원호)엔鳥足之血(조족지혈), 조선일보, 1953.09.03.
122) 당시 4만 명에 달하는 상이군인 중 900명은 동래정양원에, 200명은 서울과 인
천 대전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상이군인을 대표하던 상이군인회는 연금
지급과 생활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

123) 원호비를 배액으로 인상한 금액인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援護費倍額引上(원호비배액인상)”, 경향신문, 1952.01.05

124) “아직도解決(해결)못된 傷痍軍人援護(상이군인원호) 年金制法令化(연금제법령
화)하라”, 경향신문 1952.01.08
결국 같은 해 4월 5일에 이전 예산의 2배가 원호비로 측정되지만 상이군인들은
막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5.16 이후)이 들어서부터
연금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傷痍軍人(상이군인)에喜消息(희소식)!”, 경향신문, 1952.04.05

125) 社會部(사회부), 『社團法人(사단법인) 大韓軍事援護會(대한군사원호회) 設立(설
립) 許可(허가)에 關(관)한 件(건)』, 1950(보건사회부 사회국 사회과 사회단체 허
가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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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127) 언론에서는 국가가 늘어가는 상이군

인들을 방치하고 민간 원호 단체에게 상이군인들의 원조를 맡게 하는 것

은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128) 

  생계대책이 막연한 그들은 민폐를 끼치고 다녀 국민의 불만이 높았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는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

를 요행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무임승차, 무전취식은 다반사였다. 물건을 강매하거나, 심

지어 강압적인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버스나 열차 안에서 목발이나 갈고리팔

을 가진 사람이 연필 같은 것을 내밀고 사달라고 하면, 싫어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

다.129)

  국가가 연금을 상이군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해결해야했고 의학

적인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양원에서조차 정상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군인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직접 사회로 나

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생존해나갔다.

  확실히 상이군인문제는 후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지어야 할 화급한 문제임

에도 불구하고 별신통한 타개책을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다. 상이군경연금제니 또는 원

호월간설치니 정양원설치로서 진행 시키고 있는 시책은 九우一모격에 불과한 것이요, 근

본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매일 우리 눈에 띄는 그들의 참상을 이제는 만성이 되었는

지 혹은 심지어는 냉대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 한편 상이

126) 국민들에게 원호비에 대한 공동책임을 요구한 정책은 왜관사건 이후 더 큰 문
제로 작용하여 상이군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127)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2016. p.27

128) “援護(원호)에힘쓰자”, 동아일보, 1951.06.15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 정치」, 역사문제연구소, 2016. 주석 57
인용
당시 신문 기사는 이러한 세태를 “자기자식징병징용을 모면하기위해서는 수천수백만
원을 아끼지않으면서 一선에서팔다리를잃고 돌아온남의자식보기는 개가닭보듯 하니
이러고서야 누가 싸울 용기가나겠느냐고” 풍자하고 있다. 휴지통 , 동아일보 1952. 10.
6. 또 불구자가 된 상이군인을 상대로 한 “깍쟁이패”의 행패와 실명한 상이군인을 간
부(姦夫)․장모(丈母)가 구타한 사례를 꼬집어 냉혹한 인심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聞外聞 , 경향신문 1952. 1. 9; 땅에 떨어진婦女道失明한勇士를姦夫․丈母가毆打 , 서
울신문 1952. 9. 27.

129) 백선엽, 『노병이 걸어온 길』,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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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격분을 사게 되고 나아가서는 싸움까지 버리지는 사실이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죄는 근본적으로 따져 본다면 그 상이군인에게 있는 것 도 아니고 

또는 상대개인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시책의 전체적 빈곤에 있는 것이

다.130)

  위 기사는 정부의 원호대책이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

으며 상이군인들이 마주하는 “참상이 이제는 만성이 되어” 국민의 

“냉대”가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에 한국전쟁 발발 후 정부와 언론매체는 상이군인을 보상의 존

재, 국가적 영웅으로 묘사하였으며 국민들에게도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

을 부담할 의무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정양원을 설립하고 연금제도를 개

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원호사업”일뿐이었

다.131) 정양원에서도 상이군인들의 궁핍한 생활은 이어졌고 각자 자신

만의 방식으로 살길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원호 단체들은 국민들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상인 연

금제도마저도 부재한 상황에서,132) 상이군인들의 억울함은 1차적으로 

강제적인 구걸과 갈취 등으로 국민들에게 표출되었다.133) 그리고 국민

의 태반이 전재민, 군경 원호대상자인 현실은134) 상이군인들의 불만과 

분노를 임시적이고 명분뿐인 정책만 펼치는 남한 정부로 향하게 하였다. 

   이처럼 전쟁 초기 영웅으로 떠올랐던 상이군인은 정부의 원호에 관한 

미봉책으로 인해 51년과 52년 사이에 290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89건이나 경찰과 충돌하였다.135)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1952년 9월에 

130) “緊急動議(1)(긴급동의) 상이군경篇(편)”, 경향신문, 1952.09.16
131)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 정치」, 역사문제연구소, 2016. p.485
132) 남찬섭, 「한국의 60년대 초반 복지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의 관련
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27, 2005, p49-50

133)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구술 안봉권, 이협구, 김용철, 강택심, 김점석, 한병군, 김삼동, 국사편찬위원
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김점석 편, p.27」,「한병군 편, p.66」
백선엽, 『노병이 걸어온 길』, [6·25 전쟁 60년] 대구에서 품은 강군의 꿈

(213)상이용사 문제들 중앙일보, 2010.11.18
134)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 정치」, 역사문제연구소, 2016.
p.485-486

135)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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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사건으로 분출되었다. 

제 4장 왜관사건136)으로 분출된 상이군인의 불만

 1952년 8월 25일 상이군인 심재유가 자신의 고향인 칠곡 왜관읍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가계(家系)”가 곤경에 처해

있음을 목도하고 왜관읍장 장준현에게 식량을 특별히 더 줄 것을 부탁하

였다. 하지만 읍장은 이에 “일선에서 죽는 자도 있는데 다리 하나 절단

됨이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한으로 식량을 요구하느냐, 너희 집에

서 개죽을 쑤어먹든 돼지죽을 쑤어먹든 내가 알게 뭐냐”라고 면박을 주

었다. 이에 분노를 느낀 심재유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모

아 9월 13일 곤봉을 갖고 읍장을 폭행하였다. 칠곡 경찰은 공무집행 방

해로 그들을 구속하였고 이 사건이 보도되자 대한상이군인회는 격분하였

다. 상이군인회에 속해있던 133명은 9월 18일 왜관역에 하차하여 읍사

무소와 경찰서로 침입하여 경찰관을 구타하고 청사를 파괴시키고 무기를 

탈취하여 경찰서를 점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대

에 의해 진압되었다.137) 이후 동료 및 상이군인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

을 접하자 부산 인근의 병원과 정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군인들이 

전부 나와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138) 그들은 정양원의 시설 개선, 식사 

개선, 모포의 부족, 천막이 너무 불결하여 이가 들끓고 있다는 등의 불

만을 토로하며 상이군인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0년사』, 2004, p.396
136) 이임하는 이 사건을 칠곡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현재에도 왜관역이 존재하고
상이군인이 점거했던 왜관역이 그들의 처지와 분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생
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왜관사건이라 하였다.

137) “邑長(읍장)의暴言(폭언)이發端(발단)”, 경향신문, 1952.09.24
“傷痍軍人援護(상이군인원호)와倭舘事件(왜관사건)”, 조선일보, 1952.09.23

138) 백선엽, 『노병이 걸어온 길』, [6·25 전쟁 60년] 대구에서 품은 강군의 꿈
(213회)상이용사 문제들, 중앙일보, 2010.11.18
https://blog.naver.com/citrain64/100116553207 (2020.10.30)

https://blog.naver.com/citrain64/1001165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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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건, 칠곡사건이라 칭하고 앞 다투어 다뤘다.139) 이전에도 상이군인

들이 민간인과 경찰, 현역군인들과 사건 사고를 일으켰지만 왜관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집단적 대치였으며 대규모 상이군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이었다.140) 사건은 9월 23일 연행되었던 상이군인들이 풀려나면서 일단

락되었다.141) 

  왜관사건의 사태 수습에 적극적이었던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은 시위 

현장에서 대표급과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을 기억하는 상이군인 대표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142) 동시에 국회에서도 앞

으로도 발생할 상이군인의 범행에 관해 누가 처벌의 주체가 될 것인지 

논의하였다.143) 하지만 백선엽은 입장을 선회하여 왜관사건의 원인을 

“공산당의 모략에 기인한 것”이라 발표하였고,144) 이어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도 왜관사건을 ‘공산역도배의 선동’145), 질서를 혼란하게 

139) “상이장병 원호는 전승의길”, 부산일보, 1952.9.23
“왜관사건과 상이군인, 상이군인의 전공을 헛되게 하지 마라” ,서울신문,
1952.09.23
“등한히 못할 상이군인 문제”, 동아일보, 1952.09.25
“상이군인 원호와 왜관사건”, 조선일보, 1952.09.02

140)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1-302
141) 경향신문, 1952.09.22

부산일보, 09.18.에 칠곡에서의 충돌사건이 일어난 후 20일에 부산진역에 상
이군인들이 모여들었다고 보도했다.

142) 백선엽, 『노병이 걸어온 길』, [6·25 전쟁 60년] 대구에서 품은 강군의 꿈
(211회)상이용사 문제들, 중앙일보, 2010.11.18.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yh45&logNo=20117055331&proxyR
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20.10.30)

143) 이 날 상이군인들의 행패에 관해 국회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
「제 13회 국회회의록 제24호」, 국회사무처, 1952.9.3. p.7.
(중략).. 사람들이 민간에 대해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이러한 일이 왕왕이 많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그 민폐가 너무나 과중한 관계상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말을
할 때에 경찰에서는 우리는 군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며, 또 헌병
대에서는 제대된 군인이니까 일선 경찰에서 취급할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
서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함으로써 피해자 측에서는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상이군인이 만일 범행이 있
다며는 군에서 처단할 것인가 경찰에서 처단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생
략)

144) 서울신문 1952년 9월 22일, 傷痍軍人集團事故(상이군인집단사고), 조선일보,
1952.09.21.

145) 동아일보 1952년 9월 22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yh45&logNo=2011705533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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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이들을 비난하였다.146) 

  이 담화를 통해 정부는 왜관사건의 주범들을 “공산당의 모략”에 의

한 “공산역도배”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상이군

인들의 행위를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다. 언론에서도 연이어 

왜관사건을 일으킨 상이군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왜관사건 

초기 온정적인 시선으로 왜관사건을 바라봤지만,147)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상적으로 크게 의심을 받을 바가 있고”,148) 왜관사건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이 가짜 상이군인이며”,149) “왜관사건의 배후를 계속 염탐 

중”150)이라고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언론에서는 왜관사건의 주동자인 “상이군인은 원호를 받을 대상이니 

경찰서를 점거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으며,151)  “공산역도배의 모

략”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152)  왜관사건에서 체포된 상이

군인을 “사상적인 면에서 크게 의심을 받을 바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그들은 금품을 강요했다고 말했다.153) 그리고 왜관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가짜 상이군인”,154) “상이군인 신분증 인쇄를 소지한 사람들”이라

고 칭하며 그들의 행동 배후에 괴뢰집단의 지령 하에 행동한 사실이 있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2, 주석4
번 재인용

146) 동아일보 1952년 9월 23일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2, 주석5번
재인용

147) 傷痍軍人援護(상이군인원호)와倭舘事件(왜관사건) 조선일보, 1952.09.23.
148) 불일내(不日內)에기소(起訴), 조선일보, 1952.10.12.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911019521012m1026&set_date=
19521012&page_no=2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
911019521012m1026&set_date=19521012&page_no=2 (2020.10.30)

149) 배후(背後)에정치적조종혐의(政治的操縱嫌疑), 조선일보, 1952.11.06.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913519521106m10244&set_date
=19521106&page_no=2 (2020.10.30)

150) “五列指令下(오열지영하)에行動(행동)”, 조선일보, 1952.11.07.
151) 傷痍軍人援護(상이군인원호)와倭舘事件(왜관사건) 조선일보, 1952.09.23.
152) 傷痍軍人援護(상이군인원호)와倭舘事件(왜관사건) 조선일보, 1952.09.23.
153) 주석148
154) 주석149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911019521012m1026&set_date=19521012&page_no=2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911019521012m1026&set_date=19521012&page_no=2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913519521106m10244&set_date=19521106&page_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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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도하였다.155)

  이전부터 일부 상이군인들의 범법행위로 인해 상이군인들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156) 그리고 왜관사건의 언론 보도는 그

들의 생존 행위를 “사상적으로 크게 의심받을 행위”, “가짜 상이군

인”, “괴뢰집단의 지령 하의 움직임”으로 규정하여 상이군인들의 행

위를 ‘사상적으로 의심받을 행위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쟁 초기에 정부

가 부여해오던 영웅적 이미지, 위로와 헌신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상이군

인의 이미지를 소실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과 궁

핍함에 대해서만큼은 동정적인 어조로 다루던 사설들도, 상이군인에 대

한 어조를 바꾸었다.157) 상이군인의 ‘자살시도 사건’을 ‘야만적 행

위’ 임과 동시에 ‘반민족 행위’라고 비난하였다.158)

  ‘원호비’를 국민들로부터 받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상이군인의 집단

적인 행동 및 요구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인되기 힘들어졌다. 상이군

인들의 불만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며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한 정부는 왜관사건을 통해 상이군인의 공격성과 불만의 깊이를 확

인하였고, 정부는 상이군인에 대한 자활 대책을 검토하였다.159) 

155) “五列指令下(오열지영하)에行動(행동)”, 조선일보, 1952.11.07.
156)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구술 안봉권, 이협구, 김용철, 강택심, 김점석, 한병군, 김삼동, 국사편찬위원
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김점석 편 p.19,27,82」「한병군 편 p.6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0년사』, 2004, p.139

157) 상이군인이 폭행을 당했던 언론보도, 위로의 대상, 위문의 대상, 원호의 대상으
로만 바라봤었음

158) “傷痍勇士(상이용사)에 希望(희망)을주라”, 경향신문, 1952.10.07.
159)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3회, 제23호, 1952.09.01. p.14 (전사군
경유가족 및 상이군경연금법안 제1독회)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3회, 제25호, 1952.09.05. p.5 (전사군경

유가족 및 상이군경연금법안 제2독회)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회, 제 4호, 1952.10.20. p.9 (상이군경

처우에 관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회, 제 6호, 1952.10.23. p.3 (상이군경

처우에대책에 관한 질문)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회, 제51호, 1953.04.11 p.2 (상이군경

합동결혼식 축하금 각출의 건)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회, 제24호, 1953.05.07 p.7 (상이군경

교육에 관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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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왜관사건 이후 변화된 정부의 자활 

대책과 상이군인의 삶

  1952년은 남한과 북한이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국지전을 

펼치던 시기160)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후방 사회 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왜관사건을 경험한 정부는 상이군인의 자

립, 자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언론에서

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161) 이에 정부는 상이군인들의 직업보도

(職業輔導), 연금제도 개편,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다. 의학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해외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1. 직업보도(職業輔導),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남한 정부는 주한 유엔 민간 원조 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 : 이하 UNCACK)162)와 협의하여 합동위원

회를 조직하고 상이군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한국 측은 합동위원회에 사회부 장관(의장), 국방부 장관, 각 부처163)

를 담당하는 장관 그리고 군의관을 참석시켰다. 그리고 UNCACK은 행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회, 제34호, 1953.05.07 p.2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액에 관한 동의안)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회, 제69호, 1953.05.07 p.7 (전몰군경

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160) 왜관사건이 일어난 1952년 9월은 휴전협정(1951년 6월 23일)이 시작한지 약 1
년이 지난 후로, 남한과 북한 양국이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얻기 위한 국지전이
끊임없이 발발하던 시기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이군인은 더 늘어만 갔다.

161) “緊急動議(1)(긴급동의) 상이군경篇(편)”, 경향신문, 1952.09.16
162) 유엔 한국 민사지원단(韓國民事支援團)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 UNCACK)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지원해주던
유엔의 군사 기구였다.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이하 UNKRA)와 마찬가지로, 국제연합 한국 민사지원
단은 한국전쟁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163) 재정, 보건, 그리고 농업, 상업, 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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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령관, 사회 보건 사령관, UNCACK과 한국 육군지도창(Korea 

Army Mapping Center : KMAC) 연락장교를 참석시켰다. 그들은 모여

서 어떻게 하면 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하루빨리 퇴원시킬 것인지, 그

리고 추후 그들이 민간관리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요구될 설비와 재원 문

제에 관해 논의하였다.164)

  상이군인 사회복귀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원호

대상자의 귀농을 통해 그들을 하루빨리 자립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

부는 상이군인들에게 자립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시켜주기 위해, 

즉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보도 등의 교육 시스템 도입을 검토 및 추

진하였다.165) 직업보도의 중심에는 동래정양원이 그 역할을 맡았다. 정

부는 ‘자활의 길’을 명분으로 연고지 중심으로 귀농활동을 하게끔 유

도함과 동시에, 상이군인을 분산수용하기 위해 그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보냈다.166) 1950년 10월 동래에 처음 설치되었던 정양원은 각 도마다 

1개씩 설치하여 총 11개를 설립167)하였고 그들을 분산 수용하였다. 11

곳의 정양원에서는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설과 각종 기자재를 

준비해두었으며 직업보도를 받을 수 있는 기술 교도소를 추가적으로 4

개 더 설치하여,168) 상이군인들의 자립을 꾀하였다.169) 더불어 정부는 

164)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1951, Entry
UNCACK UNIT 11028, Box 76, Boards, Comittees and Missions, 334;
Conferences, 337; Disabled Veterans Affairs; Safety 38'; Clearances, 381 1953∼
1953

165) 社會部(사회부), 援護局(원호국) 所管(소관) , 國政監査答辯資料(국정감사답변자
료), 1953, p.11-15

166)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 (건국10주년) , 보건사회행정개관, 1958, p.185
상이군인정양원직제 [시행 1952. 12. 30.] [대통령령 제736호, 1952. 12. 30., 제정] 별

표 에 따르면 부산에 2군데, 서울, 수원, 강릉, 대구,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남제주군
서귀면에 설치하였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9D%B4

%EA%B5%B0%EC%9D%B8%EC%A0%95%EC%96%91%EC%9B%90%EC%A7

%81%EC%A0%9C/(00736,19521230) (2020.10.30)

“傷痍兵歸農推進(상이병귀농추진) 來廿三日關係者會合(내입삼일관계자회합)”, 동아일

보, 1952.10.20.
167) “八六年度(팔륙년도) 傷痍軍警援護(상이군경원호)를强化(강화)”, 동아일보,
195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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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1952년 9월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시행

령’을 반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이군경들에게 연 60만원의 연금

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170) 

  하지만 상이군인의 직업보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71) 확보한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UNCACK을 통해 상이군인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개발하

기보다 합동위원회를 원조 요구의 채널로 이용했기 때문이었다.172)

  연금제도도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법 제정이 1년

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연금을 수령하였다. 이마저도 대상자 현황을 파

악하지 않아 1957년도까지 전체 대상자의 65%만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1959년과 1960년이 되고 나서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173)

  왜관사건 이후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74) 왜관사건 이전에 시행하였던 군사원

168) ①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 ②해군상이군인기술교도소 ③마산상이군경기술교도
소 ④서울국립전쟁미망인훈련소(1953년 8월 창설, 1954년 1월 ‘서울부녀자직업보도소’
로 개명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p.59)-박은영, 한국 원
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6 p.22, 재인용.

169) 1952년 11월부터 1953년 10월까지 1년간 정양원이나 기술 직업교육기관을 거
쳐 간 10,530명의 상이군인과 전몰자 유족들 가운데 9,685명이 직업을 얻을 수 있
었다, 박은영, 한국 원호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활용(1948-1963),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2016 p.22

170)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시행령 [시행 1952. 9. 26.] [대통령령 제727호,
1952. 11. 28., 제정] 제8조, 연금액은 연 60만원으로 한다.

171) “傷痍軍人(상이군인)의職業輔導問題(직업보도문제)”, 조선일보, 1953.05.15.
172)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6 인용.
173) 援護處 編(원호처 편), 「援護事業(원호사업)의 過去(과거), 筆耕社(필경사),
1969,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p.46-48
이두성의 「상이군인원호문제」에 따르면 1960년 상이군인의 전체 수를 37,637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상태를 상중하로 나누어 상이군인 전체
37,637명 중 688명(1.8%)에 해당하는 상위생활자라고 할지라도 “현재 생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장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재훈련 또는 교
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생활상태의 하위생활자로 기록된
32,267명은 ‘불급생활자’로 명시하고 있다.

174) 實際援護(실제원호)엔鳥足之血(조족지혈), 조선일보, 195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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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즉 연금을 범국민적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식의 근본적인 정책의 

문제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왜관사건 이후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더 강조되었다.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1년 후인 1954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원호비

는 범국민적으로 부담하는 것임을 알리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는 상이

군인들을 위한 부산 내현동 주택 신축을 위해 세대 당 오만 환 도합 일

백 만환의 원호비를 걷었다고 밝혔으며175) 서울 시장은 상이군인이 판

매하는 달력을 구매하도록 협조할 것을 부탁했다. 상이군인들의 달력 판

매가 합당한 것임을 밝혔고 상이군인들에 대한 협조가 정당한 것임을 알

리는 공문이 나왔음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다. 서울시장과의 담화에서 

대한상이용사회 홍진표는 여태까지의 물품 판매가 강매가 아니었음을 확

인하였고, 시민들에게 협력할 것을 부탁하였다.176) 

  왜관사건 이후에도 명분뿐인 정책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민들에게 원호

를 부담하자 원호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상

이군경의 이름을 팔아 일부 인사가 전 국민의 동정과 각 기관의 원조를 

강요177)하는 등 합법적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

다.178)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세금을 걷으러 간다고 갈고리부대원이 달마부대원을 업고, 부

산을 출발해서 서울의 대기업체를 찾아가 사장실 책상 위에 달마부대원을 내려놓으면, 

사장은 말없이 일정액의 지폐다발을 내놓는데, 이것을 가리켜 정부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을 상이군인이 걷는다고 해서 ‘애국세’라고 부른다. (중략) 휴전 직후에는 정부에

175) “傷痍勇士住宅新築(상이용사주택신축) 生活補助費(생활보조비)도支出(지출)” 동
아일보. 1954.11.07.

176) “『달력』强賣(강매)아니다” 동아일보. 1954.11.30.
“援護(원호)하자!傷痍勇士(상이용사)” 동아일보. 1954.11.30.

177) “傷痍軍人(상이군인)의 賣名行爲嚴禁(매명행위엄금)”, 조선일보, 1953.09.21.
178) “安寧秩序(안녕질서)를 攪亂(교란)하는 傷痍兵假裝(상이병가장)한不純分子嚴罰
(불순분자엄벌)”, 동아일보, 1952.11.11.
“"가짜 상이군인 행패 경계를". 관계 3장관 공동공고”, 조선일보, 1952.11.12, 조
간.
“不法團體(불법단체)로 認定經濟復興協會等(인정경제부흥협회등)”, 경향신문,
1955.04.19.
“五列指令下(오열지영하)에行動(행동)”, 조선일보, 195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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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책이 없으니 상이군인이 거리를 방황하고, 기업체 집행 예산에는 예비비라고 해서 

상이군인에게 지불할 경비가 같이 편성되어서, 상이군인하면 국가에 기여한 공로보다 사

회에서 외면하는 압력단체원이요, 행패 부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사회에 기생하는 필요악

의 존재다.179) 

  위 내용은 ‘박경화의 노인의 독백’에서 상이군인의 행패를 회상하는 

부분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의수를 한 군인은 갈고리 부대원, 의족을 

한 군인은 목발 부대원, 손발이 모두 잘린 부대원은 달마 부대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55년에는 물가가 전년에 비해 80.9%나 상승하였다.180) 이 때문에 

당시 상이군경을 위해 지급되던 약 80환의 연금은 생활을 이어가기에 

턱없이 적었다.181) 또한 직업보도에만 의지할 수 없었다.182) 정양원에

서의 직업보도율은 2%에 불과했다. 게다가 자살하는 상이군인들도 생겨

났다.183) 정부는 정양원의 관리를 위해 수용인원을 정리하고 내부적인 

부분의 개편을 통해 의지할 곳 없는 상이군인들을 우선시하여 정양원에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184) 그리고 4달 후 상이군인들의 치료 상

태를 다시 조사하여 정양원에 수용하도록 하였다.185) 정양원의 수용인

원을 다시 조사하고 내부적인 개편을 수행했던 이유는 상이군인들의 기

행과 민폐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상이군인의 탈선이 심해

지자 상이군인의 행패를 단속하던 상이군인 감찰이 상이군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86)

179) 「박경화의 노인의 독백」, 국사모(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04.12.17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ark&wr_id=115 (2020.10.30)
180) 이재은, 「1950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집 제2
호, 2004. p.227
정진아, 「이승만 정권의 자립경제론, 그 지향과 현실」, 역사비평사, 2008.

p.101-105
181) 제대해 가지고 몇 달 있으니까 연금 받으라고 통지가 와 가지고 우체국 가서...
그때 뭐 80환인가? 그때는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 80환이라고 해도 지금의 한 80
원 정도. 매달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아무 도움도 안 되지요.
「상이군인 원종수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182) “除隊軍人(제대군인)에職場(직장)을다오” 조선일보, 1955.06.28.
183) “『傷痍勇士(상이용사)를救護(구호)하라』…生活苦(생활고)로自殺者(자살자)도
생기고…空念佛(공염불)에그친...” 동아일보, 1955.06.06.

184) “靜養院機構改編(정양원기구개편)”조선일보. 1955.07.05.
“依持(의지)할곳없는 者(자)는모두收容(수용)” 조선일보. 1955.07.13.

185) “靜養院改編(정양원개편)” 조선일보. 1955.11.19.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ark&wr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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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악화로 인해 1956년 상이군인들은 관리제도 밖에서의 적극적

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상이군인 중 일부는 부산역에서 큰 규모로 암

표 장사를 하였고,187) 고리대금과 신문을 강패함으로써 돈을 벌기도 하

였으며 어떤 상이군인들은 자유당 또는 민주당 편에서 정치권 분쟁에 개

입하기도 하였다.188)

  휴전 직후에는 전쟁을 하느라 국고는 바닥나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손발이 잘

린 부상병은 국가에서 학교 교실에 수용하여 병원 역할을 하며 하루 3끼 식사만 제공하

고, 방치된 중증 상이군인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살길을 찾아 병원을 뛰쳐나와 거리

를 방황했다. (중략)

  돈 있는 부대원은 아침에 상가를 찾아가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나눠주고, 늦은 

저녁에 찾아가선 아침에 나눠준 원금에 추가해서 1할의 이자를 받는다. 기차를 타고 자

리에 앉으면 갈고리부대원이 갈고리에 신문을 끼어 승객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승객은 말

없이 신문 값으로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는데, 이 돈은 사회가 정한 상이군인이 파

는 신문 한 장의 공정가격이다.189)

  한편 언론에서는 상이군인의 비효율적인 원호제도와 원활하게 운영되

지 못하는 원호사업에 대해 비난하였다. 언론에서는 2, 3년 전에 비하면 

상이군인의 행패가 줄었지만 여전히 반 이상이 연금과 생계 부조금을 수

령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상이군인 직업보도의 실적이 좋지 못함

을 지적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였지만 29만 3천

여 명 중 1만 명도 채 못 되는 사람들만을 취직시켜주었다는 것을 꼬집

었고,190) 직업보도의 기관인 수산장191)에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7만 명 

186) “매맞 고死傷(사상) 傷痍軍人(상이군인)이 脫線(탈선)” 조선일보. 1955.10.29.
187) “列車旅行(열차여행)의憂愁驛(우수역)은闇車票市場(암차표시장)” 동아일보.
1956.01.17.

188) “民主黨(민주당)에入黨(입당) 傷痍勇士(상이용사)29名(명)” 동아일보.1956.05.06.
“歷史(역사)에남을72時間(시간)” 경향신문.1956.05.27.
민주당 경상북도 당 간부인 박모씨가 도청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성명 불분명
한 상이용사로부터 오늘밤 50명 내지 100명에 달하는 상이용사가 자유당 모임에
의하여 동원되어 시청 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를 미
연에 방지하라는 밀고에 의해 민주당 측에서는 그 대비책으로 이날 밤부터 당원
을 총출동시켜 시청 주변에서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189) 「박경화의 노인의 독백」, 국사모(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04.12.17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ark&wr_id=115 (2020.10.30)
190) “새해의課題(과제) 傷痍軍人(상이군인)…… (3) 말뿐으로해를넘긴 生活安定對䇿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ark&wr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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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1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며 수산장의 직업보도 실태를 비판

하였다.192)

  개선되지 못하는 원호사업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이군인들의 수발을 들

어준다는 명분으로 상이군인 보조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상

이군인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상이군인 옆에서 

그들의 행패를 도왔다. 

  상이군인 행패에는 반드시 보조자가 하나 따라다니죠, 데리고.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식당에 가서도 밥 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상이군인을 업고도 다녀야 되고, 붙잡고도 

다녀야 되고. 그게 행패지. 보조자들은, 같은 상이군인은 아니었지만은, 안 되잖아. 옛날

에 밥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있을 적에도, 59년도만 하더라

도, 58년도만 하더라도 밥만 먹여주면 가족 노예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이 상이군인을 따라다니면 밥은 먹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돈 주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건 중상해자들. 경

상해자들이지...193)

  

  또한 가짜 상이군인들도 등장하였다.194) 이들은 대한상이용사회 학도

단의 이름을 사칭하고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금품을 강요하였

고,195) 상이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년간 연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196) 가짜 상이군인이 거리에 횡행함에 따라 상이

군인들은 거리에서 민폐를 끼치는 이들은 가짜 상이군인이라며 자신들의 

(생활안정대책)” 조선일보. 1956.01.04.
191) 전쟁미망인을 위한 직업보도 시설로, 1953년에 정부는 운크라의 예산 지원으로
수산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부녀국 주관으로 전국에 69개소의 미망인 수산장
을 설치를 계획하였고, 초기 3개월간의 운영비와 시설은 UNKRA 원조로 이루어
졌다. 1개 수산장에 25명씩 수용하여 6개월에서 1년간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전쟁미망인 수산장 설치>,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97&site
Page=1-2-1 (2020.10.30)

192) “受惠者(수혜자)겨우二(이)%” 동아일보. 1956.04.21.
193)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194) “安寧秩序를 攪亂하는 傷痍兵假裝한不純分子嚴罰”, 동아일보, 1952.11.11.
“"가짜 상이군인 행패 경계를". 관계 3장관 공동공고”, 조선일보, 1952.11.12, 조
간
“不法團體로 認定經濟復興協會等”, 경향신문, 1955.04.19.

195) “가짜傷痍軍人摘發(상이군인적발)” 조선일보. 1956.12.22.
196) “가짜傷痍軍人拘束(상이군인구속) 八年金(팔연금)타다” 조선일보.1960.12.27.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97&sitePage=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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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을 호소하였다. 

  

  우리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천적인 불구자 문

둥이 배안의 병신 그리고 군대에 안간 민간인으로서 파편을 맞아 병신이 된 불구자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몰아 다니면서 물품을 강매한다. 또는 

요소요소의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물품을 강요한다는 말이 들려서 감찰을 보대가지

고 어떠한 사람들인가 얼굴이나 보려고 데려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가짜 상

이군인들이었습니다...(중략)...우리감찰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불구자끼리 얘

기나 한번 해보자고 말하면서...(중략)... 타일렀습니다. 197)

  상이군인의 행패를 막기 위해 정부는 상이군인 감찰제도를 1952년부

터 1961년까지 운영하였다.198) 상이군인 감찰제도는 서울시내에서만 

3,000여명의 상이군인 감찰을 동원하였으며,199) 상이군인 감찰은 전부 

상이군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사법경찰 자격을 부여받아 가짜 상이

군인, 혹은 행패를 부리는 상이군인을 통제하였다.200) 이 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듯해 보였으나,201) 1956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57년, 상이군인의 이름을 걸

197) “요즘의처지는어떤가? ⑤ 傷痍勇士(상이용사)들과의座談会(좌담회)” 조선일
보.1957.01.15.

198) "가짜傷痍軍人行悖警戒(상이군인행패경계)를" 조선일보. 1952.11.12.
"淸算完了(청산완료)까지財產凍結(재산동결)" 조선일보. 1961.07.08.
그 사람들이 가짜 상이군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나쁘
게, 더 독하게 놀았거든요. 대구에... 우리도 감찰대에 있을 때에 그런 놈들 잡아
가지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때는 자유당 때 워낙 상인군인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감찰대에다가 상이군인들에게 사법경찰 자격을 줬거든요. 감찰대에도 경위 한 사
람, 경사 한 사람, 형사 하나, 우리 감찰대 지구에 사법경찰이 세 사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상이군인과 관계된 것들은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기소할 것은 기소
하고... 그때 가짜 상이군인들도 많이 오고, 또 상이군인들 행패 부리는 그것도 감
찰대에서 잡아다가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상이군인 원종수와
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199) “요즘의처지는어떤가? ⑤ 傷痍勇士(상이용사)들과의座談会(좌담회)” 조선일
보.1957.01.15.

200) “요즘의처지는어떤가? ⑤ 傷痍勇士(상이용사)들과의座談会(좌담회)” 조선일
보.1957.01.15.

201) 1961년, 군부정권이 원호처를 설치하면서 상이군인의 행패가 줄어들었다.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

으로 : 한병군 편 p.66-67」, 국사편찬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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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해진 범죄가 급증했다. <표1>

 

<표1>검사수사범죄 중 기소사건 인원의 추이202)

구분
전체 군경원호대상자

1954 1957 증감(

%)

1954 1957 증감(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기 소

사 건

에 관

련 된

총 인

원

108,

136

100.

0

108,

167

100.

0
0.03 507

100.

0

1,54

1

100.

0

302.

8

재 산

범 죄

와 강

력 범

죄 의

기 소

인 원

계

(A+B

)

13,42

4
12.4

26,96

1
24.9 200.8 365 71.7 1,187 77.0 325.2

재 산

범 죄

기 소

인 원

(A)

6,873 6.4
15,77

3
14.6 229.5 157 30.8 701 45.5 446.5

강 력

범 죄

기 소

인 원

(B)

6,551 6.0
11,18

8
10.3 170.8 208 40.9 486 31.5 233.7

  1954년과 1957년 범죄로 기소된 자의 총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2) 법무부(1955) : (1958),
남찬섭, 「한국의 60년대 초반 복지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의 관련

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27, 2005,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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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된 군경 원호대상자의 경우 3년 새 1000명(302%)이 증가

하였다.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하였지만 군경 원호대상자

의 범죄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이군인이란 이름을 내건 사람들 중 일부는 의수족을 사용하여 폭행

의 도구로도 활용하였다.203) 20명의 상이군인들이 영등포 시장 철거에 

동원되기도 하였다.204) 이와 같은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상이군인에 대

한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

면서, 용역 깡패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상이군인 이천석은 후에 목사가 되었지만 한 때 명동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 빼꿈이였다. 그는 상이군인들을 모아 조직을 결성하여 서울 시내의 

가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돈까지 강탈하였으며 다른 깡패들과 다툼

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군과도 싸웠고, 당시 유명했던 정치 깡패

였던 이정재에게도 돈을 받아냈다.205) 

  그는 정부에게서 한강 백사장 관할권을 부여받고 건축업자들로부터 이

득을 취하였고, 미군들이 한강 다리 밑에 버린 쓰레기들을 골라서 막대

한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다.206) 

  상이군인들의 이권 분쟁은 부산에서도 이어졌다. 부산시 부전동에서 

시장 청소비 징수를 둘러싸고 대한상이용사회, 부산진 분회 회원과, 한

국재건미화협회 분회 회원 간의 소동이 벌어졌다. 60명의 집단적인 난

투극이었다. 한국재건미화협회는 한국재건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노점상

인 300여 명으로부터 매일같이 부산 시내 5개의 시장(초량, 범전, 부전, 

동대신, 남포)에서 청소비를 명분으로 징수를 해왔었는데, 대한상이용사

회와 부산진 분회에서 청소비를 대신하여 징수하려고 하다 시비가 붙은 

사건이었다.207) 

203) “갈쿠리로暴行(폭행) 길가던刑事逢變(형사봉변)” 조선일보. 1960.10.17.
204) “판자집撒去(살거)에傷軍動員(상군동원)” 조선일보. 1957.10.04.
205) 강정훈 『천한자와 귀한자-한얼산 기도원 원장 이천석 목사 간증기』, 대화출
판사, p.83-102, 1979

206) 강정훈 『천한자와 귀한자-한얼산 기도원 원장 이천석 목사 간증기』, 대화출
판사, p.83-102, 1979

207) “60餘名(여명)이亂鬪劇(난투극)” 동아일보. 195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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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군인들을 둘러싼 사건은 열차에서도 일어났다. 조치원에서 출발하

는 부산 행 야간 급행 기차에서 실명 상이군인과 의수족 절단 상이군인

을 포함한 50명이 침대차와 식당차에 승차하여 승객을 집단적으로 폭행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08) 그리고 열차 내에서 자리를 강매하거나,209) 

약, 탁주, 연필 등의 물품을 강매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10) 

  1957년에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부산 지방법원에서 2년을 구형받

은 상이군인은 “나가봐야 먹을 것이 없어 또 절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형무소안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는 기괴

한 일이 발생하였다.211)

  범죄율이 급증한 1957년부터는 상이군인 원호비, 상이군인을 위한 보

조금 등에 대한 횡령이 수도 없이 보도되었다.212) 개인 위주의 횡령이 

빈번했던 1950년대 초와 비교하여 이제는 민주당 출신의 동장(洞長)뿐 

아니라,213) 국립재활기관인 국립재활원에서도 공금을 횡령하였다.214) 

그리고 대한군경 원호회 서울시지부에서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몰장병과 유가족, 상이군경을 원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으로부터 

거두었던 막대한 군경원호비가 피원호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80% 자

체 경비로 쓰이고 그 자금이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215) 

뿐만 아니라 경주시 군경원호부에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는커녕 이

208) “傷痍軍人(상이군인)들集團暴行(집단폭행)”. 조선일보.1958.03.05.
209) “旅行地獄(여행지옥) 除去(제거)하라” 경향신문. 1958.11.18.
210) “너무나 비싼藥(약)·濁酒(탁주)값 列車內强賣行爲(열차내강매행위)막아라” 조선
일보. 1958.11.21.
“物品强賣盛行(물품강매성행) 列車內(열차내)서腕章(완장)달고” 동아일보.
1959.09.27.

211) “二年求刑(이년구형)받은傷痍勇士窃盜哀訴(상이용사절도애소)” 경향신문.
1957.08.25.

212)“50萬圜橫領(만환횡령)또綻露(탄로)虛僞支出書作成(허위지출서작성)코着服(착
복)”,경향신문. 1957.11.17.
“勇士會長喚問(용사회장환문) 援護費(원호비)횡령嫌疑(혐의)” 동아일보.
1959.01.27.

213) “公金橫領嫌疑(공금횡령혐의) 同和洞長(동화동장)을拘束(구속)” 동아일
보.1957.05.03.

214) “國立再活院主事(국립재활원주사) 文書僞造(문서위조)로拘束(구속)” 동아일
보.1957.05.03.

215) “누구爲(위)한軍(군)·警援護費(경원호비)” 경향신문. 195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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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횡령했다고 보도되었다.216)

  상이군인을 둘러싼 국가 주도의 직업보도와 원호사업은 그 기능을 상

실해 가고 있었다. 1960년에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에서 상이군인의 

실태를 조사하는 통계를 발표하였다.217) <표2>

 <표2> 1950년대 정양원에 수용되었던 인원 상황218)

도별/연

도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계

서울 1,161 1,076 1,361 1,182 825 5,605
경기 580 628 668 610 521 3,007
충북 135 95 106 102 90 528
충남 289 287 287 289 262 1,414
전북 198 240 218 213 192 1,061
전남 197 262 289 209 195 1,152
경북 456 456 282 287 258 1,739
경남 1,400 1,175 1,176 924 933 5,608
강원 120 151 146 102 - 519
제주 72 76 87 74 - 309
중앙재활

원 ( 국립

재 활

원)219)

- - 355 - 420 775

중앙직업

보도소
150 72 72 171 187 652

합계 4,758 4,518 5,047 4,163 3,883 22,369

 

  위의 <표2>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전국 정양원에서 수용된 상이

216) “慶州市軍警援護係(경주시군경원호계) 生活扶助費(생활부조비)를橫領(횡령)” 조
선일보. 1958.07.20.

217) 이두성, 「상이군인원호문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1960
218) 이두성, 「상이군인원호문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1960, p.324
219) 언론보도에서 중앙재활원과 국립재활원을 혼용하여 쓰는 모습이 자주 등장 한
다
대한뉴스 제 71호-리 대통령 각하 중앙자활원 시찰, KTV 대한늬우스 (영상자

료)
11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동래에 있는 불구자들의 수용소인 중앙재활원
(국립정양원) 시찰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cQJaFPaWQ
(2020.10.30)

https://www.youtube.com/watch?v=WucQJaFP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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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수를 나타낸 표이며,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총 22,369명이 

정양원에 수용되었다.  

 <표3> 정양원생 직업알선 상황220)

업종/연도

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계

어농업 34 - 25 65 2 126
공업 - 3 - - 1 4
제조업 81 78 67 92 29 347
건설업 6 - 9 33 13 61
전기위생 13 - 2 - 8 23
상금융업 12 15 3 - 6 36
운수보험

업
1 - 2 6 2 11

서비스업 92 471 47 213 30 853
기타 54 257 31 34 46 422

계 293 824 186 443 137 1,883

  위의 <표3>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정양원에서 이뤄진 직업보도 

횟수를 기입한 것으로 5년 동안 1883명의 직업알선을 주도하였다. 정부

는 이 표를 토대로,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

정이다. 그러므로 불구 상이군인의 직업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직과 특정

법을 지정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게끔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221) 상이

군인들의 직업 알선상황은 특정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

이군인의 직업보도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던 반면, 공

업과 운수보험업의 경우 5년 동안 각각 4명, 10명에게만 직업알선이 이

루어졌다.    

  전국에 설치된 정양원에 5년간 수용한 상이군인의 인원은 총 22,369

명이었는데, 이들 중 직업보도를 받아 직장을 갖는 경우(1,883건)는 

8.4%에 그쳤다. 연도별로 정양원에서 수용인원 대비 이뤄진 직업보도율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220) 이두성, 「상이군인원호문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1960, p.326
221) 이두성, 「상이군인원호문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1960, p32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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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연도별 정양원에 수용되었던 상이군인 중 직업보도를 받은 비율

인원수/연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계
정양원
수용인원 4,758 4,518 5,047 4,163 3,883 22,369

직업보도가 된 
상이군인의 수 293 824 186 443 137 1,883
비율 6% 18% 4% 11% 4% 8%

  가장 많은 직업보도가 이뤄진 해는 1954년이며 이마저도 18%에 불

과했다. 또한   1955년, 경제의 불황 이후 1955년과 1957년의 직업보

도율은 4%를 기록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하였다. 1955년 6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상이군인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정책의 성과는 미미하다”라고 

비판하였다.222) 상이군인의 수는 103,359명인데 그중 전국 15개 도시

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직업알선을 받은 상이용사는 겨우 1,705

명으로 전체 상이용사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직업교육은 전국 

각 정양원에 부속된 직업 보도소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나 기술자의 부족 

및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1개월 중 2주일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이마저도 직업 보도소에 있는 5,500명 중 30%에 해당하는 

1,650명만 가르치고 있는 실태라고 보도되었다. 또한 연금 지급은 작년

도 연금총액 7억 5천만 환 중 5천만 환, 대상자 73,000여 명 중 약 

3,000여 명분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비판하였다.223)

  직업보도를 통한 상이군인의 자활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졌다. 국

가를 위해 몸을 바친 상이군인들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지

만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심지어 왜관사건을 통해 상이군인

을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원호비 지급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상이군인들에게 개별적 징수의 명분을 제

222) “『傷痍勇士(상이용사)를救護(구호)하라』…生活苦(생활고)로自殺者(자살자)도
생기고…空念佛(공염불)에그친...” 동아일보, 1955.06.06.

223) “『傷痍勇士(상이용사)를救護(구호)하라』…生活苦(생활고)로自殺者(자살자)도
생기고…空念佛(공염불)에그친...” 동아일보, 195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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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다. 상이군인들의 이미지는 점차 민간인들에게 영웅이기보다 미움

의 대상으로 비춰졌고,224) 가짜 상이군인마저 출현하여 민간인들의 돈

을 강제로 거두었다. 국가는 상이군인 감찰을 운영하여 가짜 상이군인과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상이군인을 체포하였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

에서 살아가는 상이군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상이용사회는 상이

군인들의 결백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쉽게 변하

지 않았다. 상이군인들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 집주인인 

상이군인이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중에 상이군인이 세입자의 태도에 분

노하여 단도로 가슴과 안면을 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225) 상이군인

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고 직업보도를 통해 취직이 되더라도 

부당해고를 당하거나,226) 봉급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였

다.227) 

2. 상이군인을 위한 합동결혼식과 귀농정책

  왜관사건 이후 정부가 구상한 상이군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결

혼 정책과 귀농을 통한 자활정책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상이군인의 결혼

을 원호사업의 일부로서 인식하였고 결혼이 상이군인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겼다.228) 동시에 후생주택을 마련해주어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자활을 유도하였다.229) 

  왜관사건 이전에도 합동결혼식이 몇 차례 진행되었지만,230) 왜관사건 

224)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225) “暴行犯逮捕(폭행범체포)” 조선일보. 1958.05.29.
226) “不當解雇等解决(부당해고등해결)을呼訴(호소)” 조선일보. 1957.05.03.
“不當解雇解決(부당해고해결) 뻐스配車從業員(배차종업원) 서울地檢(지검)에呼訴
(호소)” 동아일보. 1957.05.04.

227) “俸給(봉급)안준다고暴行(폭행)” 조선일보. 1959.11.03.
228)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1 p.55

229) 이희진, 「극장국가로서 제1공화국과 기념의 균열」, 한국근대문학연구, 2007.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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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이군인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자, 국방부와 사회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업 보도소에 결혼상담부를 설치하고, 합동결혼식에 참가할 

예비부부의 신청을 홍보하였으며231) 적극적으로 합동결혼식을 운영하였

다.232) 

  그러나 합동결혼식이라는 방식은 사실상 여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이었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컸다. 합동결혼식은 전쟁기간 동안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지만,233) 이에 대한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지 않았으

며,234) 이후에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용되어 1958년까지 지속되었

다.235) 

  정부는 상이군인과 결혼 한 여성에 대해 기특한 여성, 순정 여성 등의 

수식어로 상이군인과 결혼하는 이들을 찬양하였다.236) 하지만 결혼 후

에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 했던 여성들은 가사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짊어졌

다.237) 합동결혼식을 통한 상이군인의 정책은 정부가 재정적인 부분마

230) 합동결혼식을 통해 결혼을 한 사람은 1,880쌍으로 추산되고 있다. 保健社會部,
國政監査資料, 1956, p.72

231) 특히 언론을 통해 합동 결혼식을 홍보한 것은 1953년 10월 30일에 거행되었던
8차 합동결혼식이었다. 이 결혼식은 시공관(市公館)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미 스물
여덜 쌍의 예비부부가 참여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밝혀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신
랑 신부를 더 모집하였다. 또한 주례는 국방부 차관이 맡았다.
“傷痍軍人第八次(상이군인제팔차) 合同結婚式(합동결혼식) 擧行(거행)” 경향신문.
1953.10.11.

232) 사회부․ 국방부, 傷痍軍人援護槪況, 1953. 01.10, p.53
233)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1 p.72.

234)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1 p.71-72.

235) “23日(일) 合同結婚式(합동결혼식) 33雙(쌍)의 難民(난민)들”, 경향신문,
1958.11.04.

236) “두손잃은傷痍兵(상이병)에 結婚(결혼)을自請(자청)한處女(처녀)”, 조선일보,
1953.01.27.
“失(실)명한軍人(군인)에請婚(청혼)”, 경향신문, 1952.02.25.
“갸륵한純情女性續出(순정여성속출) 不具傷(불구상)이軍人(군인)에請婚(청혼)” 경향

신문 1952.03.06.
“傷痍軍人(상이군인)에 奇特(기특)한請婚(청혼)” 경향신문, 1952.03.19.
“傷痍軍人(상이군인)과 自進結婚(자진결혼)”경향신문, 1952.01.23.

237) 박정석, 「상이군인 및 유가족들의 한국전쟁 경험 - 전남 영암군의 사례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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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방치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었다.238)

  결국 정부 주도의 합동결혼식은 상이군인의 40~50% 이상이 이혼을 

겪는 사회현상을 야기하였다.239) 상이군인과 결혼한 일부 여성들은 결

혼생활을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했다.240) 이 

결혼정책은 상이군인의 사회복귀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하였고, 

상이군인의 불만을 가족 안에 가두려 하였으며, 여성에게 자활의 책임을 

전가하였다.241)

  1953년 국방부는 제대자귀농정착위원회를 설치하여 귀농정책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수원, 광주, 성환, 여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귀

농정착 사업을 구상하였고,242) 그 다음 해인 1954년, 정부는 상이군인

의 귀농과 정책을 통한 자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귀농사업의 일환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30집, 2000. p.185
238) 1952년 5월 17일에 처음 합동결혼식이 열린 이후 결혼식 비용을 국방부, 사회
부, 대한군경원호회, 대한상이군인회,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단이 각각 부담하
였다.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1 p.72.

239) 박창번, 「해군상이군인의 희망탑」, 군항, 2(8), 1955. p.46-47
정연숙, 박상옥, 「1950년대 해군 상이군인을 위한 기술교육 전개과정 분석」,

평생학습사회 14(1), 2018. p.137
240) 어떤 여성의 경우 시집오고 나서야 남편이 전쟁에서 다친 사람임을 알게 되었
지만 친정아버지의 반대와 집을 나가더라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감내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어떤 여성의 경우 남편이 무서
워서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으며 그 시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회상하였다.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1 p.81-82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4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인용
이임하 ,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 함께, 2010.

241) 김아람,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1 p.81-82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Vol.0 No.33, 2011. p.304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인용
이임하 ,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 함께, 2010.

242) 이은희, 「성남 모란지역 탄생사」, 아시아문화연구 제 45집, 2017, p.401-428
“傷痍勇士(상이용사) 歸農對策(귀농대책)을協議(협의)” 조선일보.195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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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방부 주도하에 상이군인들의 귀농과 거주지에 대한 지원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다.243) 나아가 정부는 상이군인들의 정착을 위해 김포

에 200세대, 광주에 300세대를 입주시켰으며,244) 상이군인들이 자체적

으로 운영하는 화랑농장의 운영과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였다.245) 또한 

경북 달성군에서는 상이군인의 자활을 위해 농장을 세웠으며,246) 농기

구를 지원함으로써 정착을 도왔다.247)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부실했

다. 농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농장의 시설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농

장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던 상이군인들은 다시 살길을 모색했다.248)

 

<사진3>부평화랑 농장249)

243) 합동결혼식을 언론에서 70여 차례 보도 하였고 결혼식을 “재생의 길”, “새 출
발”으로 묘사하여 상이군인의 안정적인 귀농과 정착을 유도하였다.
“傷痍軍(상이군) 合同結婚式(합동결혼식)” 경향신문. 1954.02.23.
“戰傷(전상)씻고새出發(출발)로” 경향신문. 1954.04.25.
이외에도 70여건 정도 보도되었다

244) “八月(팔월)에入住開始(입주개시)” 경향신문. 1954.08.07.
245) “富平花郎農場(부평화랑농장)에八軍(팔군)서建築資材(건축자재)” 조선일보.
1954.10.23.
“花郎農場增築(화랑농장증축) 5日落成式盛況(일낙성식성황)” 경향신문.

1955.03.07.
246) “勇士會(용사회)로移讓(이양) 達城(달성)의傷痍軍農場(상이군농장)” 조선일보.
1955.10.26.

247) “傷軍農園等(상군농원등)에活用(활용)” 동아일보. 1955.07.24.
248)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구술 강택심, 국사편찬위원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p.55-57

249)“富平花郎農場(부평화랑농장)에八軍(팔군)서建築資材(건축자재)”조선일보.
195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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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귀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이군인에 한하여 그들을 위한 보

금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을 펼쳤다. 1954년에는 경기도 광주 구천면 농

장에 신경병(神經病)환자를 수용하여 그들의 자활을 꾀하였으며,250) 인

천, 수원, 시흥에도 실명군경용사를 위해 구호주택 건립하였다.251) 1년 

후에는 실명용사들을 위해서 서울시 성북구 우이동에 따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겨울에는 그들을 위해 연탄, 석탄 등을 보급하였다.252) 

  2년 뒤인 1957년에 정부는 서울 미아리에 실명용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촌을 세웠고,253) 부산시 전포동에도 척추 신경마비가 있는 상

이군인을 위해 후생주택을 마련하였다.254) 1958년에는 서울 보광동에 

상이군인 200세대를 입주시켰는데,255) 권영국 상이군인은 보광동 거주 

정책에 동원되었던 동료 장교들은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한 채 거

리를 거닐며 행패를 부리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기억하고 있었다.256)  

“富平(부평)에였는 傷痍勇士(상이용사)들의 花郎農場(화랑농장)” 조선일보.
1955.02.09.

250) “九川面(구천면)에農場(농장) 神經病患者收容(신경병환자수용)” 동아일보,
1955.07.23.

251) “救護住宅建立(구호주택건립) 失明軍警勇士(실명군경용사)에” 동아일보.
1954.11.04.

252) “失明義勇村(실명의용촌) 27日入住式(일입주식)”, 조선일보. 1955.07.26.
“失明勇士村(실명용사촌)에煉炭等(연탄등)선사” 조선일보. 1955.11.16.

253) “失明勇士(실명용사)의집 九月十日(구월십일)에入住(입주)” 조선일보.1957.08.25.
254) “特殊傷痍勇士(특수상이용사) 住宅(주택) 二十二日入住式(이십이일입주식)” 경
향신문. 1957.05.17.

255) “傷痍勇士(상이용사)200世帶入住(세대입주) 二十日(이십일) 普光洞(보광동)서擧
式(거식)” 조선일보.

1958.11.21.
256)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국사편찬위원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이협구 편 p.84」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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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서울시 보광동 상이군인 거주촌257)     <사진5> 부산시 전포동 상이

군인 주택258)

  국가의 의도와 다르게 거주 정책에 동원되었던 상이군경 및 그들의 가

족들은 빈곤과 국가의 관리 소홀을 호소하며 버려졌다고 생각했다.259) 

이는 단지 당사자들의 생각만은 아니었다. 아래 기사는 당시 뇌신경 불

구 상이군인들이 부산시 거제리 정묘산 기슭에 정부의 주도 아래 후생주

택을 보급 받아 살고 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글이다. 

산기슭에 초라하게 서 있는 낡은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는 31명, 그밖에 이들을 

믿고 사는 부양가족 120여명이 바로 옆에서 있는 콘셋(막사) 속에서 집단생활을 하

고 있는데 수용소 근처에 다가서자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몸서리쳐지듯 처참하게 들

려왔다... (중략)... 31명의 환자들은 두부에 적탄을 맞고 뇌신경이 이상한 것인데 이

들은 대부분 언어불통(백치), 전신불수 또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야 머리 속 두개골을 

철판으로 깎아 넣은 사람, 혹은 반신불수가 된 사람들이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중 거의가 모두 걷지를 못하여 앉인수레(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아직도 많

은 사람들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 못하는 신세이며 그중에는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두통에 못견디어 대성통곡을 하는 울음소리가 그칠 사이가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환

자들이 이미 전간병이 되어 교대로 광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중략)... 

군당국으로부터 퇴역명령을 받고 제대하였던 것인데, 군당국에서는 서울 월곡동에 세

워지는 후생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추방되다시피 퇴원하게되어 육

군병원에서 보호도 못 받게 되었다... (중략)... 이렇게 천대를 받게된 환자중 조 대위

257) “傷痍勇士(상이용사)200世帶入住(세대입주) 二十日(이십일) 普光洞(보광동)서擧
式(거식)” 조선일보. 1958.11.21.

258) “特殊傷痍勇士(특수상이용사) 住宅(주택) 二十二日入住式(이십이일입주식)” 경
향신문. 1957.05.17.

259)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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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산영도 다리에서 투신자살을 하였고 다른 3명의 환자들도 자살 기도를 하였다

가 실패하는 등 환자들은 극도의 비관 속에 잠겨있었다.260) 

  정부는 노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이군인의 경우 귀농

을 통한 자활, 마비가 있거나 실명이 있는 상이군인의 경우 후생주택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활을 이끌고자 시도하였으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나 섬세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상이군인 및 가족들의 삶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갔다. 

제 6장 재활치료와 발전된 의수족 기술도입과 

그 한계

1. 재활 치료의 도입과 그 한계 

  왜관사건 이후 이루어진 한국정부의 직업보도와 연금제도, 합동결혼식

과 귀농정책의 한계점은 분명했다. 한편, 상이군인들에게는 의학적인 측

면에서의 보조 역시 중요했는데, 이는 해외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후 재건을 위해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과 국제연

합 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이

하 UNKRA)이 창설되어 정부는 그들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261) 한미재

260) “집없고살길漠然(막연)한앞날 厚生住宅(후생주택)준다는約束(약속)조차空手票
(공수표)였다ᆖ” 경향신문. 1958.06.02.

261) 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UNKRA)는 1950년
12월 국제 연합 총회의 결의로 한국의 경제 부흥과 재건을 돕기 위하여 창설된
원조 기구이고,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한국과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한국의 재건과 부흥, 한국에 대한 민간 차원의 원
조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이강목, 「우리나라 재활의학의 역사와 21세기 발전방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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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UNKRA를 중심으로 의학적인 원조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Rehabilit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상이군인이 직면한 기본적인 문

제인, 장애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52년 당시 한국의 상황을 조사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262) 맹인, 결핵환자, 장

애인, 정신지체자, 한센병을 위한 재활시설이 한국에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이군인을 위한 재활시설 및 재

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WHO가 제안한 재활 프로그램은 

상이군인들 중에 사지 절단자들을 위한 정형외과적 치료, 보철(의수족)

의 보급, 직업훈련, 고용, 사회적응 지원 등 재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63) 이

에 정부는 원호대책한미합동위원회를 조직하여 해외원조를 활용하기 위

한 틀을 갖추었다.264) 

  WHO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미재단은 하워드 러스크 박사를 중심으로 

한국 지원에 나섰다. 러스크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 병원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의 치료 방법에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로 군병원 

사병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러스크 박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대학교에 재활의학과를 신설하여 재활의학 분야의 권위자

로 성장했다. 

  러스크 박사를 필두로 진행된 재활 개념의 국내 도입은,265) 

재활과학연구소, 1997. 12. p.1
262)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지 절단자들은 최소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5,6천
여 명의 군인 이외에도 광산, 수류탄, 고통사고로 부상당한 민간인이 포함되어있
음을 알리고 있으며, 당시 남한의 재활 시설의 부재를 문제삼고 있다.
WHO, UNKRA-health planning-1952. p.78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p.25

263) WHO, UNKRA-health planning-1952, p.78-80
264)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 사회부, 국방부, 보건부, 농림부,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육군 의무감의 대표를 위원으로 삼았다.
“상이군인에게 기쁜 소식, 한미합동원위를 구성”, 동아일보, 1952.9.17.

265) 이범석, 「재활의학과 장애인 삶의 질」, 한국HCI학회, 2012. p.1216-1217
Richard Verville, War, Politics, And Philanthropy, University Press of
American, 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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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

작했다. ‘갱생(更生)’, ‘재생(再生)’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재

활’이란 명칭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재활’이란 단어가 국내에 처

음 소개되었다.266)

  러스크 박사는 ‘러스크 사절단’을 꾸려 1차, 2차에 걸쳐 한국을 방

문하였다.267) 1차 러스크 사절단은 ‘재활 사절단(rehabilitation 

하워드 러스크(Howard A. Rusk, 1901-1989)는 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
다. 러스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 병원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의 치료 방법에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로 군병원 사병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사기와 의욕
을 불러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러스크 박사는 뉴욕대학에 재활의
학과를 신설하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미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1차,
2차 사절단의 핵심인물로 한국의 의료보건 실태를 조사하였고, 한국에 재활의 개
념과 재활의학을 이식하여 부산 동래에 국립재활원을 세워 상이군경의 재활치료
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3년부터는 한미재단의 회장으로서 활약하였고, 1955년부
터는 세계재활 재단 회장, 국제재활협회 의장으로 일했다. 러스크 박사는 재활의
학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 퍼져있는 결핵과 영양실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
였으며 결핵약(INAH, Streptomycine)을 대량으로 가져와 결핵퇴치사업에 앞장섰
으며 4H클럽을 설립하여 농촌 부흥운동에서 힘을 기울였다. 또한 맹인 점자교육
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수여받았
다.

266)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20
267) 1953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진 1차 러스크 사절단 방한의 궁극적 목표
는 재활 사절단(rehabilitation mission)으로서 “전쟁으로 인한 불구자들이 신체적
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으며,(New York Times, 1953.3.12) UNKRA
와 WHO, 미 육군 의무감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0개가 넘는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고 도쿄로 돌아가 러스크 사절단 방한 보고서(Report of the Rusk
Mission To Korea)를 제출하였다. (“Report of the Rusk Mission To Korea,
March 11-18, 1953”, 1953.4.8., Eisenhower, Dwight D.:Official File Series의
Box 879.)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재인용
1953년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2차 방한이 이루어졌다. 2차 사절단의 관심은

의학, 교육, 아동복지, 장애인 분야를 넘어서 산업 및 상공, 직물공업, 행정까지
확대되었다. 2차 시찰 방한의 결과로 공중보건(School of Public Health)의 설립
하였고, 백신 개발, 의과대학과 실험장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상황
에 맞는 보건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책 논의가 추가적으로 열렸다. 이는 한센
병과 만성 전염병, 결핵 등과 같은 질병들을 다루는 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설립에
관한 건의로 확대되었다.
2차 시찰 방한의 결과로 공중보건(School of Public Health)의 설립을 추진하였

고, 백신 개발, 의과대학과 실험장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건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열렸다. 또한 한센병과 만성 전염병, 결핵 등과 같은 질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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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으로 “전쟁으로 인한 불구자들이 신체적으로 자활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268) 2차 사절단은 의학, 교육, 아동

복지, 장애인 분야의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69)

  그 해결책으로 러스크는 국내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및 재활인력

의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아 문제, 간호 학생의 교육, 상이군

인, 민간 장애인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270)  

  1차 사절단의 방문 결과로 러스크 박사를 중심으로 한미재단은 1953

년 3월 23일 동래에 있던 동래정양원을 국립재활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

을 계획하였고,271) 결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한국인

의 의료보건 인력 양성을 위해, 20명의 한국 의료진이 미국 의사들에게 

1년 과정의 결핵치료와 재활치료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

육과정을 수립하였다. 한편, 사절단은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인 재활시스

템의 부재로 인해 동래정양원에서의 상이군인 수용이 큰 효과를 거두지 

을 다루는 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설립에 관한 건의가 확대되었다.(Report of the
Special Projects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RG 469,
Entry 422, Box 18.)

268) New York Times, 1953.3.12.
1차 사절단이 발표한 러스크 사절단 방한 보고서(Report of the Rusk Mission

To Korea)는 UNKRA와 WHO, 미 육군 의무감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0개가
넘는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고 도쿄로 돌아가 발표한 것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1백만 명의 사상자,
9백만 명의 피난민, 10만 명의 고아, 30만 명의 전쟁미망인, 그리고 1만 5천 명의
절단 장애인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 예를 들
어 방치된 채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고아 및 전쟁고아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
는 아이들, 격리시설의 부재로 인한 결핵의 발생 및 전파, 의료 종사자의 부족과
재활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p.17 인용)
269) 2차 사절단은 산업 및 상공, 직물공업, 행정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재건
을 목표로 하였다.
“Report of the Medical Advisory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RG 469, Entry 422, Box 18.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재인용

270) New York Times, 1953.3.12.
271) New York Times, Mar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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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수족 자체의 부족도 문제지만, 의수족을 

지급받더라도 이후에 제공되는 재활 프로그램의 부재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하였다. 

  이후 동래정양원은 1954년부터 한미재단의 원조를 통해 시설을 확장

하고 동래 국립재활원, 이어 중앙재활원으로 바뀌었고, 상이군인의 재활

치료에 집중하였다.272) 중앙재활원은 후에 국립재활원으로 바뀌었는데 

국립재활원에서는 총 16개 과목을 가르쳤다.273) 

  또한 이전에 동래정양원에서 시행할 수 없었던 의학 치료, 예를 들어 

절단자를 위한 절단단 재수술(stump revision), 의수족(보철) 교정, 의

수족(보철) 사용 훈련, 직업훈련 서비스 등 재활을 위한 필수적 요소를 

국립재활원의 일부로 구축하였고,274) 재활원의 예산을 확충하여 상이군

인들의 원활한 재활치료가 진행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였다.275) 또

한 1954년 3월 22일에는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간호사로 구성된 재

활 팀을 한국에 파견했다.276) 한미재단의 지원 아래 국립재활원은 의무

과, 의지과, 직업치료과로 구성되어277)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272) 동래정양원은 한미재단의 원조를 통해 동래국립재활원, 중앙재활원으로 개명을
하였고 현재의 국립재활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박주현. 「한국물리치료사 면허 제도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재활보건과학대학원 물리치료학과. 2006.

273) 제조, 목공, 용접, 가죽 생산(製革), 사진, 양직, 이발, 건물 공사(建工), 상업미
술, 전공(電工), 기계, 농업, 판금 총 16개 과목을 가르쳤다.
이두성, 「상이군인원호문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1960, p.325

274) “Report of the Rusk Mission To Korea, March 11-18, 1953”, 1953.4.8.,
Eisenhower, Dwight D.:Official File Series의 Box 879. p.10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재인용

275) “Rehabilitation of Physically Handicapped : UNKRA PROJECT PROPOSAL
No. 1-H-5”, 1953.4.13., RG 469, Entry 422, Box 17.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재인용

276) “Report of the Medical Advisory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RG 469, Entry 422, Box 18.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재인용

277) Hung Tong Chun, “Prosthetic Services”, Orthopedic & Prosthetic Appliance
Journal, 13(2), 1959, 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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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차 러스크 사절단의 결과로 한미재단과 UNKRA가 상이군인

들의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미재단과 UNKRA는 

장애인들의 재활교육 및 재활서비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한국불구자협회(Korean Society for Crippled Children and Adults)

를 설립하였다.278) 

  한미재단의 러스크 박사는 국립재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한국 사회에 

재활이 안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학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러스크와 

한미재단은 신필수, 오정희, 서광윤을 뉴욕대학 벨레뷰 병원으로 보내 

재활의학 과정을 수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다. 후에 신필수는 귀국 후

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활의학을 가르쳤으며 오정희는 재활의학

이란 용어의 공식 제정에 크게 노력하였으며 한국 최초로 재활의학교실

을 창설하였다. 서광윤은 장애인 재활 문제와 복지문제, 권익향상 문제 

등에 참여하여 크게 기여하였다.279) 

의무과는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를 담당하였고, 의지와 보조기 생산, 설치, 의지 사
용 훈련은 의지과가 담당하였으며, 인쇄, 제작, 라디오수리, 도장 제작, 상업미술,
전기기계 관리 기술, 재단, 의류제작, 용접, 벽돌 공사 기술, 판금가공 기술 등의
훈련은 직업치료과가 담당하였다.

278) “Rehabilitation of Physically Handicapped : UNKRA PROJECT PROPOSAL
No. 1-H-5”,1953.4.13., RG 469, Entry 422, Box 17.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재인용

279)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p.27
벨레뷰 병원으로 유학가기 전에 신필수는 청주 정양원에서 의무과장을 지냈고

국립재활원의 자문의로 활동하였고, 오정희는 러스크 박사의 애제자로 국립재활
원의 의무과장을 지내고 있었다. 서광윤은 부산 스웨덴 적십자병원 정형외과 조
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신필수는 뉴욕대학 벨레뷰 병원에서 1954년부터 1957년까지 3년 동안 재활의

학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하였다. 후에 신필수는 1958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활의학을 가르쳤으며, 오정희는 1956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 뉴
욕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연구소에서 재활의학 분야를 수련 받았으며 1963년
부터 1964년까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재활학부에서 재활의학을 다시 공부한
뒤, 1969년 국립재활원 의무과 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재활의학이란 용어의 공식
제정에 크게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1970년 9월 23일 한국 최초로 재활의학
교실을 창설하였다. 서광윤은 미국 메사추세츠 트루스데일 병원에서 1956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연수를 받았고,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레지
던트를 수료하였다. 귀국한 후에는 고려대학 교수 및 성형외과 과장을 역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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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NKRA도 선진적인 재활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고자 노력

하였다. UNKRA의 사회복지국 부장 구스타브 두란(Gustavo Duran)은 

도널드 킹스리(Donald Kingsley)에게 전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

램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두란이 구상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한국

인들을 위한 임시 주거지 확보와 전상자 치료 및 재활, 전후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이 포함되었다. 또한 민간인 피해자와 상이군인을 구별해서 프

로그램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작더라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이군인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물리치료(physiotherapy), 작업

요법(occupational therapy),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 간

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한국인 직원의 상주와, 치료의 지속을 위

해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란을 필두로 한 

UNKRA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의 시설 및 재

다. 서광윤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 재활 문제와 장애인 복지, 권익향상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후에 1972년 신필수, 오정희, 이강목,
문병기, 정인회, 안용팔, 신정순, 윤승호, 문형남, 임귀순, 오학술 등 발기인 11명
을 필두로 한, 대한재활의학회를 창설하는 초석이 되었다.
정철, 『한국박사록, 제2집』, 새벽출판사, 1964, p.89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편찬위, 『의학의 선구자 2집』, 한국의학원, p.260

대한재활의학회 30년사편찬위원회, 『대한재활의학회 30년사 : 1972-2002』, 대한재활

의학회, 2007, p.51

Park Chang-il, 「Education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 Korea」, 2001, p.s89

대한재활의학회 30년사편찬위원회, 2007, p.25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오정희 편, 약력 및 공적사항

http://www.kams.or.kr/business/fame/sub1.php?mode=view&sid=69&keyfield=all&sub_m

ode=profile (2020.10.30)

서광윤, 『심원 서광윤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988, p.3

한국장애인복지 100인 인물사 편찬위원회, 『사람이 길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4, p.33

대한재활의학회 30년사편찬위원회, 『대한재활의학회 30년사 : 1972-2002』, 대한재활

의학회, 2007. p.3-4

http://www.kams.or.kr/business/fame/sub1.php?mode=view&sid=69&keyfield=all&sub_mod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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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설이 운영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여건에 맞는 시스템

을 모색했다.280) 

   

<사진6>구스타브 두란 사회복지부 부장이 도널드 킹스리 재건단 대표에게 보낸 

서신281)

  UNKRA 주도 아래 1954년 9월 1일 부산 동래에 유엔 전상자 재활

시설이 처음으로 건립됐다. UNKRA의 요청으로 28만 3천 달러가 시설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 초기시설 운영에는 상이군인이 주요 대상이었지

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 환자까지 포함하였

280) 『유엔문서로 본 한국재건사 - 유엔한국재건단의 전상자 재활 프로그램』, 숙
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 연구소 http://www.sigg.or.kr/contribution/2465
(2020.10.30)

281) 1951년 10월 29일 유엔한국재건단 구스타브 두란 사회복지부 부장이 도널드
킹스리 재건단 대표에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
한 서한이다. 숙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제공

http://www.sigg.or.kr/contribution/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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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2)

<사진7>1954년 9월 1일 부산동래에 설립된 유엔전상자 재활시설에서 전상군

인이 목발을 짚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283)

  한미재단의 러스크와 UNKRA의 두란을 중심으로 재활과 관련된 시설 

및 치료가 국내에 점차 이식되어 갔다.

  상이군인을 수용하였던 국립재활원은 의무과, 의지과, 직업치료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의무과에서 필요한 지원과 재활치료요원 양성에 

필요한 지원은 한미재단이 담당하였고, 작업치료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

해 작업치료사 바바라(Miss Babara), 물리치료사 웬디히튼(Miss 

Wendihitten), 재활 전문 간호사 세미안(Mrs. Semian)을 파견하였다. 

직업훈련과 의지 및 보조기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했던 UNKRA는 

282) 이 재활시설은 1958년 7월까지 운영되었다.
283) 1954년 9월 1일 부산동래에 설립된 유엔전상자 재활시설에서 전상군인이 목발
을 짚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유엔아카이브 자료
위 환자는 양발에 의족을 찬 상태로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이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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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옥스퍼드(Oxford)출신의 의사를 파견하여 재활치료를 도왔다. 

또한 더 많은 상이군인을 수용하기 위해 국립재활원 주변에 있는 방을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다.284) 

  상이군인들은 보다 나은 의료적 수술과 의수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수족을 착용하면서 생기는 스텀프(stump)부위의 관리법 등은 교육받

지 못하였다.285) 게다가 많은 수의 상이군인들은 절단수술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갔다. 절단 수술을 경험한 권영국, 원종수, 최규서, 김정근 상

이군인은 신경계 문제로 인해 극심한 환상통을 겪었지만 당시 진통제나 

다른 처치는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286)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중략)...옛날에 의사들이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끊어가

지고 꿰매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근육하고 뼈하고 움직이니까 거기에 신경이 또 혈

관 속으로... 혈관도 혈관이지만 신경이 그걸 깊이 잘라줘 가지고 그게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서 그냥 꿰매 버리니까... 약은 없고 이게 막 팍팍 쑤시

기 시작하면 칼로 가지고 콱콱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와요. 그건 천하장사도 못 참

는다고...(중략)... 그러다가 12월 달, 부상 당한 그 달이 가까워 오면 한 번씩 쑤신다

284) 당시 국립재활원의 침대 수가 약 1천여 개 정도였다.
Lee Sang-Bin, Moon Ok-Kon, Kim Ji-Sung, Shin Hee-Joon, Choi

Wan-Suk, Choi Yoo-Rim, Lee Jun-Hee, Kim Nyeon-Jun, An Ho-Jung,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Physical Therapy」, Journal of international
academy of physical therapy research v.1 no.1 , 2010. p.73-77
김승태, 박혜진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1994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한 텔마 모우여사”, 매일경제, 1982.04.20.

https://www.mk.co.kr/sitemap/onews_view/1982/641038/ (2020.10.30)

“장애아의 지팡이로 반평생 33년만에 한국 떠나는 벽면의 모우숙 할머니”, 중앙일

보, 1982.04.20.

https://news.joins.com/article/1629313/ (2020.10.30)

조휘영, 가천대학교 물리치료학 개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위한 수업자료.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052785 (2020.10.30)
285) 「상이군인 권영국, 원종수, 최규서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286) 「상이군인 권영국, 원종수, 최규서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다리 잘린 '아버지의 전쟁'... 분통 터집니다”, 오마이뉴스, 2012.05.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653
(2020.10.30)

https://www.mk.co.kr/sitemap/onews_view/1982/641038/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05278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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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팍팍 쑤시는데, 이 팍 쑤실 때는 이 다리가 팍팍 뛰는데 사람이 올라앉아 있어도 

사람이 벌떡 벌떡 들어 올려져요. 그 만큼 고통이 심하다고...(중략)... 지금도 그렇지

만은, 감각은 저 발이 있는 것 같이... 감각은 느낀다고. 그게 이제 없는 부위에 발끝

이 간지러운, 그런 때가 있다고. 그때는 환장한다고.287)

  정전 후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받았던 상이군인 원종수는 재수술 이후 

짧아진 스텀프의 길이 때문에 스텀프를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워져 “하

루에 열두 번도 더 까지고, 따가워서 못 견딜 정도로 피가 날 때도 있었

다”며 스텀프 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을 언급하였고,288) 권영국, 

최규서 상이군인은 스텀프 부위에 대한 응급 처치를 스스로 터득해 나가

야만 했다고 회상하였다.289) 

다리가 어떤 때에 탁 까지는 수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몰라요. 그

래서 나는 가방 들고 다니면 그 속에 반창고하고 마이신(항생제)하고 신문지하고 거

즈, 이런 것 꼭 갖고 다녀. 그게 만약에 없으면 어느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한테 말하

고 약국 한 귀퉁이에서 이걸 벗고서 치료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걸을 수가 없는 

걸.290)

 

대퇴부 절상은 여름에 더 따가워서 애먹습니다. 그럴 때는 (의족) 벗어놓고 아까징끼

(*소독약) 사다 발라가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어디) 다니면 상처가 많이 생

깁니다. 하퇴도 그렇고 대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병원에 가면 아까징끼라고 하는데, 

다이아 찡하고, 연고 하고 사다가 자기가 치료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재(거즈) 사다 

놓고, 그 다음은 속에, 탈지면이라고 합니다. 속에, 사다가 소제해 버리고, 가재 바르

고 치료하고. 아까징끼 발라가지고, 쳐 메어 놓으면(싸놓으면), 껍데기 해져가지고 

그런 거는 잘 나아요.291) 

  의지를 사용하기 앞서 의지 사용에 대한 교육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건강상태에 맞지 않는 의지를 선택할 경우, 2차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교육이 부재한 채 의지를 사용할 경우 절단된 부위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보조기를 사용할 경우, 착용 30분 

287) 「상이군인 원종수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288) 「상이군인 원종수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289) 「상이군인 권영국, 최규서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290)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291) 「상이군인 최규서와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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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휴식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착

용 시간을 점차 늘려야 한다. 상이군인들은 대부분 절단 환자였기 때문

에 의지를 사용하던 도중 피부에 붉은 반점 또는 주름이 생겼을 경우 보

조기 사용을 중지하고 10분이 경과하여도 자국이 없어지거나 물집이 잡

힐 경우 의사 또는 의지 기사와 상담을 권해야 한다. 또한 의지의 위생 

관리나 파손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292) 

  그러나 절단수술을 받고 의족을 보급 받았던 상이군인들의 증언을 통

해 당시 후유증에 관한 관리나 스텀프 부분 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

음을 알 수 있으며 의족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293) 

  해외원조로 인해 국립재활원의 규모가 커졌고, 치료방법이 다양해졌지

만,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해외원조에 의

존한 지원은 그 한계점이 분명했다. 또한 국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도 직업보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재활원을 떠나지 않으려는 상이군인들도 다수 발생하였

다.294) 

2. 발전된 의수족 기술의 도입과 그 한계

  이승만 정부는 증가하는 상이군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제1 의지제작창

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여 상이군인들을 위한 의수족을 보급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두었다.295) 국립재활원, 제3육군병원육군 의지창을 설립하

292) 「2017 나에게 딱 맞는 보조기기 -의지보조기편-」, 국립재활원, 2017. p.3
293) 오히려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원호처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교육을 받았다
고 덧 붙였다.

294) “「再活院(재활원)」의 딱한傷軍(상군)들 卒業(졸업)해도 갈 곳없어” 경향신문.
1958.10.26.

295) 정부는 “불구자의 증가와 함께 제1의지제작창을 설치하여 불구환자에게 의지를
보급했다”고 의무사령부 50년사에서 밝히고 있고, 한국전쟁 이전에도 정부는 상
이군인에게 의지, 의수를 보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장애인복지변천사
(p.137)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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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하여 상이군인들의 의수족 제작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전후에는 현역사병들을 동원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였으며, 

그들의 군제대를 연기시켜 7~8년씩 추가적으로 근무시키기도 하였

다.296) 1952년 7월 21일 이승만은 동래 상이군인 정양원 낙성식에서 

상이군인을 위해 “상이군인 제군은 실망낙담함이 없이 새로운 생애를 

이곳에서 준비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297) 한편 정부는 외국으로부

터 의수족 원조를 받고,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많은 원조를 

요청했다.298) 정부가 이처럼 의수족 공급에 신경을 쓴 이유는 의지가 

환자의 여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손 된 지절

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학적 기구라고299) 생각했기 때문

이었다. 즉 정부는 의지를 보급하는 것이 그들의 자활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요소라 여겼다.300)

  한국전쟁 이전에는 “소 팔고 논 팔아서 의족을 맞추었다”는 이야기

가 있을 정도로 하퇴 의족과 같은 보조기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쌌

다.301) 당시에 보조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수족 형태인 의지만 

존재하였고, 의지의 재료로서 오동나무와 소가죽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

한 갈고리(후크) 의지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수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39.
「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편, 양서원, 1996, p.137-138.

296) 『O&P Insight』 11號, 한국의지 보조기협회 협회지, 2008 p.11
297)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298) “陸軍義肢廠竣工(육군의지창준공)”, 경향신문, 1952.06.01. 대한민국 최초의 의지
창인 육군의지창이 준공된 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여러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여
공로를 치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의수족 원조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美下院議員(미하원의원)위氏(씨) 李大統領(이대통령)을禮訪(예방) 동아일보,
1951.11.11.
祖國戰亂(조국전란)을心慮(심려) 하와이同胞精誠(동포정성)의據金(거금) 동아일
보, 1951.04.20.
義足義手購入(의족의수구입) 동아일보, 1951.05.25.

299) 오정희, 『재활의학』, 대학서림, 1986. p.103
300)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국군의무사령부, 2004, p.39.

「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편, 양서원, 1996, p.137-138.
301) 당시 월급이 50원인데 하퇴의족이 350원이었다.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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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은 대개 미용수였으며 마디가 구부러지게 만들었다.302) 

  한국전쟁 이전, 남한에서 의지 제작소는 크게 두 곳에서 운영되었

다.303) 평림과 대원이라는 두 곳의 의지 제작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전

쟁이 발발한 후 평림은 부산에서 해병들과 해군들에게 주로 의수족을 생

산하여 납품하였고, 대원은 부평과 제1육군병원, 서울 경기지역의 의수

족 납품을 담당하였다.304)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171,825명의 

상이군인305)에게 보조기 또는 의지를 그 두 곳에 의존해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빠르게 발생하는 상이군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정부는 외국과 민간기업에게 원조를 부탁하였다.306) 

  1950년 10월에는 “부산 제5 육군병원 앞에 육군 의지창을 설립”하

였고 국군병원에 도 의지창을 설립하였으며, 미국과 스웨덴, 덴마크로부

터 의수족을 만드는 기술과 의수족을 지원받았다.307) 스웨덴과 덴마크 

병원선에서는 일부 의수족을 만들어 공급해주기도 하였다.308) 한국전쟁 

초창기에는 급증하는 상이군인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수족을 착용

하고 있는 상이군인의 그림을 참고로 하여 스스로 제작하였고 공급도 했

다.309) 그리고 1952년 1월 15일 미군의 도움으로 의수족 100개의 첫 

보급이 이뤄졌다.310) 1952년 3월까지 부산 동래 31 육군병원에 설치

된311) 육군 의지창에서 생산한 의지는 350개에 달했다.312) 1952년 6

302)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37.
303) 한국전쟁 전까지 평림과 대원은 무장공비를 토벌하는 도중 발생한 상이군경과
민간인 절단자들을 위해 의지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편, 양서원, 1996, p.137.

304)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37
305) 그 수는 최소 171,825명에서 45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편, 양서원, 1996, p.137. (보건사회부,
1955-1957. p.355-400)
“[숫자로 보는 세계] 6.25 전쟁과 관련된 통계”, VOA보도 자료, 2011. 6. 24.

306) 『O&P Insight』 11號, 한국의지 보조기협회 협회지, 2008 p.12
307) 『O&P Insight』 11號, 한국의지 보조기협회 협회지, 2008 p.10
308)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38.
309)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38.
310) “國產義手足百組(국산의수족백조)”, 동아일보, 1952.01.11.
육군5병원 앞에 의수족공장을 세워 전국의수족 기술자들을 모아 의수족 100개
(組)를 제작하여 839부대에게 최초로 보급하였다.

311) Captain James N. Calway, “Prosthesis For Korean Soldier Ampu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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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의수족이 31개였고 국내에서 제작한 것은 469

개라고 보도했다.313) 하지만 같은 해 4월에 이루어진 상이군인 1차 제

대식의 통계를 살펴보면 당시 제대한 상이군인의 수는 총 53,814명으로 

상지절단 1,098명, 하지절단 923명, 안구상실 651명, 관통상 25,597명

이었다.314) 당시 상이군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오정희는 절단자의 수

가 대략 8천여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산하였다.315) 하지만 외국의 원조

가 있었더라도 남한의 의수족 생산력은 매일같이 생겨나는 상이군인의 

수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에 미국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당시 

민간기술자들을 모아 의수족 제작을 지원하였다. 마상원, 최상필, 임종

신, 유정일 등은 의수족 제작에 착수하였고, 가벼운 부상을 입은 병사들

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했으며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Orthopedic & Prosthetic Appliance Journal, 1954, p.31; WHO/UNKRA Mission
Report in 1952.
“義手足工場(의수족공장) 今月末頃落成(금월말경낙성)”, 동아일보, 1952.05.22. 이
의수족 공장은 미국 것을 모델로 한 것으로 흡사한 설비를 갖출 것으로 기대했
다.

312) “제5병원장 등 표창 의수족제작에 공헌”, 동아일보, 1952.03.22.
313) “陸軍義肢廠竣工(육군의지창준공)”, 경향신문, 1952.06.01.

당시 상이군인에 대한 보장구 기술이 열악하였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1952년 6
월까지 국내에서 469개의 의수족을 제작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10.28.

31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991, p.264
315) 보건사회부, 1955~1957, p.3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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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1952년 부산국군병원에서 퇴원하는 상이군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는 어

린이의 모습316)

  왜관사건 이후로 의지창은 민간차원에서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317) 

316) 1952년 부산국군병원에서 퇴원하는 상이군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는 어
린이의 모습,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구광역시부, 1952.
위 사진은 <1952년 부산 국군병원에서 퇴원하는 상이군인들에게 꽃다발을 전

달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2년 뒤인 1952년의 사진이다.
<사진1,2>와 다르게 위 상이군인들은 의수족을 착용하였다.
가장 오른쪽 앞에 있는 상이군인은 의족을 지급받지 못하고 발목만을 지급받

았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상이군인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에게 꽃을 받
는 상이군인의 왼손은 의수, 미용수로 보인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은
이 사진에 대해 일부 상이군인들은 의수족을 보급받았지만, 대부분이 의수족을
보급 받지 못한 이유를 의수족의 생산량이 상이군인의 수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
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10.28.

317) “在釜(재부)「가톨릭」敎人美擧(교인미거)
國軍義手足金(국군의수족금)을寄贈(기증)”, 경향신문, 1953.02.26.
“建築資材(건축자재) 無償割當(무상할당)”, 경향신문, 1953.03.06.



- 69 -

1952년 5월에는 28개를 만들었고 1953년 6월에는 198개로 증가하였

다. 이 기간 동안 1,528명의 상이군인이 의지를 착용하게 되었다.318) 

또한 상이군인에게 전역할 때 2개씩 보급해줄 만큼 생산량이 증가하였

다.319) 의수족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의수족 원조도 강화

되었다.320) 그리고 미 8군 군의관의 도움을 받은 한국 정부는 1953년 

4월, 세브란스병원에 절단 환자 병동과 의수족 제작소를 개설하였다.321)

  왜관사건 이후에 더 활성화된 의수족 제작은 육군의지창을 중심으로 

국산부와 미제부의 2원 체제로 운영되었다. 국산부에서는 한국인 기사가 

셀룰로이드, 아세톤을 통해 부품을 만들었고, 미제부는 당시 최신식 기

술인 플라스틱을 활용한 획기적인 의수족 제작방법을 국내에 도입하였

다.322) 플라스틱의 활용은 성형성에 획기적인 변화 줄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323) 

  국내의 많은 의족기술자들이 이 최신식의 기술을 전수 받아 의족 보급

을 위해 힘썼고,324) 치과 군의관이었던 우수영은 최영호, 이식현과 함께 

의치, 의안, 미용수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연구개별에 전념하여 큰 성과

를 남겼다. 민간 분야에서는 나인준이 고무발을 제작하였고, 최학봉은 

금속장식을 생산하여 육군의지창과 국립재활원에 납품하였다.325) 

  1953년 6월에는 한미재단의 하워드 러스크의 제안으로 한국형 의족

인 논형 의족(rice-paddie leg)을 개발하였다. 한국의 거친 지형과 진

흙이 많은 지형에 알맞고 가벼우며 조작하기 쉽게 제작되었다. 이는 뉴

318) Captain James N. Calway, 1954, p.31, p.34
319)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1966. p.141
320) “傷痍勇士(상이용사)에 希望(희망)을주라”, 경향신문, 1952.10.07.
321) 「한국의 학술연구 의과학」, 자연과학편 제4집 대한민국학술원, p.32
322)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양서원, 1996, p.138-139
323) 이진복 「재료를 통해 본 의지, 보조기」, 한국의지,보조기학회지, 9권, 1호,
2015. p.27

324) 육군의지창이 발족하고 미국지원단의 통역장교로 의족기술자 전홍동이 활동했
으며 한칠봉, 임병석, 정한조, 문경호, 오재준, 고개구, 장순기, 최영호, 이식현 등
이 의수족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O&P Insight』 11號, 한국의지 보조기협회 협회지, 2008 p.11
조일호, 『신바람나는 재활공학과』, 1999. p.5-6

325) 『O&P Insight』 11號, 한국의지 보조기협회 협회지, 2008 p.11
조일호, 『신바람나는 재활공학과』, 1999.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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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대학 벨레뷰 의학센터의 밀턴 아이젠아워(Dr. Milton S. 

Eisenhower)가 개발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 당시 표준 의족의 가격이 

300-400달러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논형 의족의 가격은 10-20달러에 

불과하였다.326) 

<사진9>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327)

  의수의 경우에는 의족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의지 제작 기술이 재래식

326) New York Times, June 11, 1953.
https://www.nytimes.com/1953/06/11/archives/new-artificial-legs-devised-for-kore
ans.html?searchResultPosition=1 (2020.10.30)

327)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 1950년대, 보훈병원 2층 의수족센터 재활
훈련실.
위 사진은 의수족을 착용한 채 재활훈련을 받는 군인들의 사진이다. 맨 왼쪽에

있는 상이군인은 대퇴넓적다리의지, 가운데 상이군인은 종아리굴곡의지를, 오른쪽
상이군인은 짧은 종아리굴곡의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 의지들은 모두 PTB의족
에 기반 한 의지이다. 이 사진을 통해 정부는 당시 상이군인들에게 최신식의 의
수족을 공급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재활훈련을 통해 양다리의 균형 잡는 법을 터득시키고 근력을 키워 상이군인의
자활을 유도하였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10.28.

https://www.nytimes.com/1953/06/11/archives/new-artificial-legs-devised-for-koreans.html?searchResultPosi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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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용수 위주의 의수 제작이 주를 이뤘고, 

한국전쟁 이전에 기능성이 강조된 의수는 국내에 전무하였다. 기능성이 

강조된 상지의수는 한국전쟁 시기에 미국에서 국내로 처음 도입되었

다.328) 의수의 도입도 의족과 마찬가지로 해외로부터 제작 기술을 지원 

받았고, 주로 상이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기능성 의수를 제작하였

다.329)

<사진10> 의수의 종류330)

328)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양서원, 1996, p.138-139
329)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330)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 위가 Voluntary-opening hook Dorrance Model 5xA이
다.
Voluntary-opening terminal devices. The wide range of models offered by
the D. W. Dor-rance Company includes sizes and designs for all ages.

http://www.oandplibrary.org/popup.asp?frmItemId=3706F10A-C2F6-4CF7-98
EA-C6457B1D94E5&frmType=image&frmId=41 (2020.10.30)

http://www.oandplibrary.org/popup.asp?frmItemId=3706F10A-C2F6-4CF7-98EA-C6457B1D94E5&frmType=image&frmI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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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의수의 목적은 장악력(grasping), 잡는 기능(prehension), 신체

상(body image)의 회복이다. 이 때문에 상지의수의 말단 장치는 밀고 

잡아당기며 손의 장악 작용의 일부를 대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기능

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모델 5xA(Voluntary-opening hook 

Dorrance Model 5xA)였다.331) 미용수는 외견상 미용 중심의 기능을 

주로 하였고,332) 당시 한국전쟁 시기에 생산된 의수 생산은 주로 상이

군인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고 장악

력 회복을 목적으로 한 모델 5xA 의수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모델 5xA의 경우 공장에서의 노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수

로 일상생활에는 다소 부적합했다. 예를 들어 <사진 12>에서 모델 7 엘

오(Model 7 L.O.)333)의 경우 집는 기능보다는 어딘가에 매달거나 걸 

331) 한국전쟁 시기 상이군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하였던 오정희는 자신의 저서 『재
활의학』에서 갈고리가 미용수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갈고리(hook)는 손을
대행해서 쓸 수 있으며 크지 않고 가볍고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즉 “갈고리(hook)는 의수의 손보다 대단히 기
능적이다”라고 언급하였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수는 Voluntary-opening
hook Dorrance Model 5xA라고 밝혔다.
오정희 『재활의학』, 대학서림, 1986, p.109
“대부분의 절단자들은 갈고리(기능성 의수)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갈고리
(기능성 의수)가 더 가볍고 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으며 손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ok(기능성 의수)는 그 모양이나 크기가 손 같지 않아서 손을
대치했다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기구로 생각할 수 있다. 마치 절단하지 않은 사
람이 필요에 따라 기구를 쓰는 것 같이 갈고리hook는 의수의 손보다 대단히 기
능적이다”
오정희 『재활의학』, 대학서림, 1986, p,109 인용.

332) 오정희 『재활의학』, 대학서림, 1986. p.108
“상지의지의 구성
-말단장치 Terminal Device

의수의 말단장치는 손의 기능에서 밀고 잡아당기며 손의 장악작용의 일부를 대치할 수

있다. 말단장치는 갈구리 모양의 hook와 손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모지와 2지 중지의 세

손가락 작용을 할 수 있는 손이 있는데, 몸의 동작으로 전기장치로 움직이는 hook와 손,

손의 기능은 없으나ㅣ 겉모양만 가지는 미용수(cosmetic hand)가 있다. 성인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hook는 수의적으로 열수 있는 voluntary opening hook으로 Dorrance 모델

5xA이며 수의적으로 닫게 되어 있는 voluntary closing hook은 물건을 잡을 때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다. 손모양으로 되어 있는 의수도 voluntary closing과 voluntary opening을

할 수 있으나 hook 보다 무겁고 기능은 적으나 미용장갑이 씌워져 있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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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기능을 발휘했다. 가령 밥을 먹을 때 이 의수를 사용하는 게 편리

했다. 그러므로 생활의 목적에 따라 의수를 교체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의수의 생산력 역시도 상이군인의 수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

국전쟁 시기에 이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게다가 의수를 제작

하기 위한 예산과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였다.334) 

  따라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단순한 모양의 갈고리 의수가 생산

되었다. 갈고리 의수는 나무에 쇠고랑을 설치한 간단한 모양의 의수였

다.335) 대부분의 갈고리 공장에서는 단순한 모양의 쇠로 만든 갈고랑이

를 나무에 붙인 의수로 생산하였다.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였지만 후크 

모양의 의수는 상이군인이 착용하기에 부담이 따랐다. 후크 모양의 의수

는 한국전쟁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336) 후크의 외관 때문에 상이군인마저 기피하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337)

  정전 협정이 이뤄지고 난 2년 뒤인 1955년에도 정부의 의수족에 대

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이승만은 의수족을 받지 못한 상이군인들에게 동

래정양원을 시찰하고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해당 병사들의 제대일자를 

연기시키면서 의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338) 정전 후 

한국 육군 의무감은 미군에게 상이군인을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여 200

333) 맨 왼쪽 아래 의수
334)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335)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336)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337)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양서원, 1996, p.139

또한 왜관사건과 상이군인의 원호비 행패를 목도한 국민들이 상이군인을 상징
하는 의수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되며, 상이군인
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338) 1955년 11월 26일, 대한뉴스 71호 리 대통령 각하 중앙자활원 시찰:

http://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65&mediadtl=405
&gbn=DH (2020.10.30) 영상자료
이승만은 중앙자활원(前동래정양원)을 방문 시찰한다. 정부는 직업보도를 의지제
작(인공수족)으로 유도하였으며 의지 제작의 생산량을 증가, 유지하기 위해 힘썼
고 물리요법시설 및 기술연마를 하도록 격려한다. 의수족을 만들게된 현역병사들
은 의지창에서 7~8년동안 근무하기도 하였다.(장애인복지변천사 p.139)

http://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65&mediadtl=405&gbn=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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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 상이군인이 보형 치료를 위해 부산에 있는 미 육군 부대에 입원

하였다.339)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생산된 의수족은 많은 관리가 필요했

다.340) 결국 국립재활원과 의수족부가 운영되는 민간 병원에서 상이군

인의 의수족을 주로 무상으로 수리해주었다.341) 동산기독병원은 경찰병

원으로 운영되면서 전투에서 다친 경찰관들을 치료함과 동시에 의수족부

를 설치하여 많은 의수족을 생산하고 수리해주었다. 

<사진11> 동산기독병원 의족부342)    <사진12> 1953년 육·해·공군 합동위

령제에 참석한 상이장병들 343)

339) "美陸軍病院(미육군병원)의갸륵한事業(사업)", 동아일보, 1953.11.25.
340) 의수의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의족에 비해 길지만 그만큼 많은 관리가 필요했
다. 갈고리를 스테인레스로 만드는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갈고리를 주로 철로 만
들었기 때문에 녹이 슬기 쉬웠다. 또한 갈고리 의수의 경우 의족과 달리 드러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 여러모로 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의족의 경우 대
개 그 당시 의족의 수명은 2~3년으로 그 안에 반드시 수리를 받지 않으면 상처
부위가 악화되거나 의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나 PTB소켓이 기반이 된
의지는 3년 동안 4번의 수리를 필요로 하였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341) 그 전에도 민간병원에... 민간공장 대구에도 한 서너개 있었어요. 민간병원에 가
면 그대로 다 수술해 주고. 돈 주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다 보훈병원
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처리가 되었고.... 「상이군인 원종수와의 인터
뷰」, 김규민. 2020. 11. 23.

342) 동산기독병원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병원을 운영하면서 전투에서 다친 경찰관들
을 치료했다. 이때 많은 부상자가 팔과 다리를 잃었는데, 이들을 위해 '의수족부'
를 만들어 많은 의수와 의족을 제공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1950-60년대

343) 육·해·공군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상이장병들(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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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미재단과 UNKRA의 지원을 받고 있던 국립재활원(舊 동래정

양원)은 의지과의 역할을 의지와 보조기의 생산, 설치뿐만 아니라 의수

족 사용에 대한 훈련까지 담당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54년부터 1957

년까지 8,000개가량의 의지를 생산하였고 총 3,055개를 수리하였

다.344) 생산 프로그램의 기술적 발전과 의수족 기술자들의 숙련도가 높

아짐에 따라 의지 및 보조기의 생산량은 1958년 월평균 65개에서 

1959년 평균 115개까지 증가했다.345)

  왜관사건 이후 한미재단과 UNKRA의 지원으로 최신식 의수족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제작하여 의수족 분야의 발전을 이루었다. 

상이군인에 대한 의수족 보급도 점차 나아졌고 당대 높은 기술을 동원하

여 의수족을 제작했지만, 의수족 보급이 의수족 사용으로 직결되진 못했

다. 

  아래의 표는 ‘1966년 장해자조사보고서’에서 전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표로, 세로축은 전쟁피해로 겪게 된 장애의 종

류를 나타내었고, 가로축은 장애로 인해 지급받은 의료장비의 종류를 나

타낸 것이다.

  이 자료는 통상적으로 상이군인에 대한 처우가 좋아졌다고 일컬어지는 

박정희 정권시기에 발표된 보고서이다. 1950년도와 시기적 차이는 존재

하지만, 아래 표를 통해 1950년대 의수족의 보급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상이군인의 의료장비 ‘보급률’과 의료장비의 보급이 ‘필요

없다’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의수족의 보급(의료장비의 보급)이 그들

사진14는 1953년 육해공군 합동 위령제에 참석한 상이장병들의 사진으로 의수
족 제작에 한창 열을 올리던 시기이다. 1953년에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모든 상이군인이 최신식 의족(해부학적 소켓과 PTB 소켓), 의수족을 보급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의수족 기술자들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꾸준하
게 상이군인에게 의수족 보급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조일호의 증언, 2020. 10.28.

34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 한국장애인복지 50년 기념사
업」, 양서원, 2006, p.434

345)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연세대,
2017, p.3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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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활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표5> 전쟁으로 인한 장해종류 및 그들에게 보급된 의료장비346)

의수
족

의
안

개
안

콜셋(cors
et or 
brace)

보청
기

기
타 못하였다 필요없다 ? 계

절단
(Amputee)

1,96
4 18 12 72 15 47 1,775 259 0 4,16

2
마비(paraly
tic and 
palsied)

139 9 6 38 2 63 1,336 417 1 2,01
1

양안맹(兩眼
盲) (Totally 
Blind)

3 76 17 2 0 4 165 39 1 307

편안맹(片眼
盲) (Blind 
in one 
eye)

11 271 61 11 2 2 175 233 0 766

불완전맹(Pa
r t i a l l y 
Blind)

2 7 10 0 0 0 9 53 0 81

농 아 ( D e a f 
and Dumb) 2 3 1 0 0 0 5 29 0 40
농 ( D e a f 
only) 0 1 0 0 19 0 26 61 0 107
정신병
(Psychotic) 2 0 0 0 1 3 18 241 0 265
간질(癎疾)
Epileptic 0 0 0 0 0 0 0 0 0 0
정신박약(Fe
eble-Minde
d)

3 0 0 2 0 1 11 99 0 116

말더듬이
( S e v e r s 
Stuttering)

0 0 0 0 0 1 6 28 0 35

언청이(Seve
re Harelip 
or Cleft 
Palate)

0 0 0 0 0 2 3 4 0 9

곱추
(Hunchbac
k)

2 0 0 1 0 0 8 35 0 46

내반족
(Club Foot) 0 0 0 0 0 0 2 14 0 16
기 타 
(Others) 1 1 0 0 0 1 6 41 0 50

총계 2,129 386 107 126 39 124 3,545 1,553 2 8,01
1

  위 표에 따르면 당시 절단환자 총 4,162명 중 1,964명은 의수족을 

346) 장해자조사보고서 1966, 보건사회부, 1966. p.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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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았지만 1960년이 되어서도 1,775명은 의수족은 보급 받지 못하

였으며, 259명은 ‘필요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마비가 

온 환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여 2,011명중 1,336명이 아무런 의지를 

보급 받지 못하였으며, 불과 139명만 의수족을 보급 받았다. 정부는 상

이군인들에게 의수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해 줄 것이며 매년 

600명에게 지급할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347) 

  아래의 표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의수족 보급률’, ‘의료장

비의 보급 비율’, ‘의료장비를 받지 못한 비율’, ‘의료장비가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6> 의수족 보급, 의료장비의 보급, 받지 못하였다, 필요없다 라고 응답한 비

율348)

347) “자못기쁜얼굴들 傷痍除隊兵(상이제대병)들에義足等授與(의족등수여)” 동아일
보. 1955.12.04.
“國產義手足(국산의수족)을授與(수여) 切斷傷痍勇士(절단상이용사)12名(명)” 경
향신문. 1955.12.04.

348) 장해자조사보고서 1966, 보건사회부, 1966. p.102-119



- 78 -

의수족 
보급률

의료장비의 
보급 비율

못하였다 
의 비율

필요없다 
의 비율

절단
(Amputee) 47% 51% 43% 6%
마 비 ( p a r a l y t i c 
and palsied) 7% 13% 66% 21%
양 안 맹 ( 兩 眼 盲 ) 
(Totally Blind) 1% 33% 54% 13%
편 안 맹 ( 片 眼 盲 ) 
(Blind in one 
eye)

1% 47% 23% 30%

불완전맹(Partially 
Blind) 2% 23% 11% 65%
농아(Deaf and 
Dumb) 5% 15% 13% 73%
농(Deaf only) 0% 19% 24% 57%
정신병
(Psychotic) 1% 2% 7% 91%
간질(癎疾)
Epileptic 0% 0% 0% 0%
정신박약(Feeble-M
inded) 3% 5% 9% 85%
말더듬이
( S e v e r s 
Stuttering)

0% 3% 17% 80%

언 청 이 ( S e v e r e 
Harelip or Cleft 
Palate)

0% 22% 33% 44%

곱추
(Hunchback) 4% 7% 17% 76%
내반족
(Club Foot) 0% 0% 13% 88%

기타 (Others) 2% 6% 12% 82%

총계 27% 36% 44% 19%

  절단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들에게 보급된 의료장비(의지 및 보조기)의 비율은 50%를 채 넘지 않

는다. 절단환자의 경우에도 51%로 겨우 반을 넘기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당시 의료장비의 보급은 절단 환자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51%의 수치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의수족 

비율만 따져 본다면 절단자 환자의 경우에도 그 보급률은 47%에 불과

하다. 즉 절단환자 위주로 의료장비 및 의수족이 보급되었지만 그마저도 

원활하고 꾸준하게 보급이 되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상이군인들은 의수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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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삶과 몸을 국가에게 바친 상이군인들은 애국심을 

원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가치를 증명하는데 의도적으로 의수족 착용을 거부하기도 하

였다.349) 한편 장애를 드러내 사회의 푸대접에 반발하여 의수족을 흉기

로 사용하는 상이군인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의수족을 의도적으로 거

부하기도 하였다.350)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심해 어떤 

상이군인들은 자신들의 장애가 드러날까 두려워 의수족을 착용하더라도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갔다. 결국 그들이 ‘필요없다’고 답변한 것은 국

가에 대해 헌신하고도 국가로부터 방치된 결과이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결과였다. 장애에 대한 그들의 복합적인 감정은 죄의식으로까지 연결되

었다.

  상이군인은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 안 할 

건가, 그런 개념을 갖게 돼요. (중략) 다리 잘라지면 병신 아니에요? 그러면 병신을 바

라볼 적에 즐겁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불구자를 봤을 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불쌍

하게 본다고. 전쟁 나가서 불쌍했던지 간에. 우리는 전쟁에 나갔으니까 국토방위를 위해

서 병신이 됐으니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 불쌍하게 본다고

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항상, 아버지가 다쳤잖

아요? 아버지가 다쳤는데, 마누라도 그렇고. 다리도 없는데 웃음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하다보면 괴롭고, 목발도 짚어야 하고, 또 다니다가 넘어지면 말이야... 그럴 때는 그 가

족이 봤을 적에 나를 갖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게 봐요. 불쌍하게 보는 사람

의 입은 웃음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웃음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살아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내가 부상을 당

했는지 상대방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전장에 나가서 다쳤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원치를 않아요. 제가 제일은행 지점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지. 그러면 어떤 때는 아파. 아프면 절어야 돼. 그러면 누가 “점

장님, 어디 아파요?” 이러면 “발가락에 무좀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답

변할 적에 마음은 쓰라린 거예요. 6.25 참전자도 다들 부상당한 사람은 그런 마음일 거

349)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구술 안봉권, 이협구, 김용철, 강택심, 김점석, 한병군, 김삼동, 국사편찬위원
회, 2011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김용철 편, 상세목록1차 1차 1번(직업보도와
정양원), 상세목록1차 1차 3번(전후 정양원과 보훈병원), 4번(정양원)」,「강택심
편 p.49」

350)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 한국장애인복지 50년 기념사
업」, 양서원, 2006.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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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중략)... 자기 아버지가 상이군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런 표현

을 내 자신이 봤을 적에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웃고 지내지만은. 여기

는(상이군인 복지회관) 다 동료들이니까 웃으며 지내지만은, 전철 타거나 어디라도 갔을 

적에는... 제대군인이 많아 기념행사에 여기저기 가잖아요. 그러면 부상 안 당한 사람들

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상이군경에서 왔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

래. 같은 부대 사단 출신이고 동기들이고 하지만, (같이) 했다는 걸... 나도 그래요. 엊그

저께에도, 그 친구는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내가 다친 걸 몰랐다 그거야. 그런데 무슨 이

야기하다가 다친 걸 알게 됐는데, 아, 내 이제껏 몰랐다고, 대단하다. 그게 별 일이라기

보다는, 동정하는 어감으로 들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동정을 왜 받

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뜻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

는 거예요.351) 

  권영국 상이군인은 자신이 지닌 장애를 사회, 동료, 심지어 전우에게

도 보여주기 꺼려했다. 장애를 갖은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부담 때

문이었다. 권영국 상이군인뿐만 아니라 김정근 상이군인도 ‘가장으로서

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고, 그들은 장애를 

숨기며 ‘가족에게만큼은 불쌍하게’ 비춰지기를 원치 않았다.352) 그들

의 장애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은 죄의식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들의 장

애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자살기도로 이어질 정도였다.353) 

351)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352)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
으로 : 김점석 편 p.28, 37, 43, 71-73」, 국사편찬위원회, 2011
“다리 잘린 '아버지의 전쟁'... 분통 터집니다”, 오마이뉴스, 2012.05.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653
(2020.10.30)

353) 거의 모든 상이군인들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자살시
도를 한 상이군인들도 있었다. 구술에 참여하였던 한병군, 이협구, 깡패였다가 목
사가 된 이천구는 자살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권영국 상이군인은 세
코날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당시의 비참한 심정을 증
언했다.
정근식, 김보미, 「한국전쟁 상이군인들의 전후 : 치료경험과 노동경험을 중심으
로 : 강택심, 김삼동, 김용철, 김점석, 안봉권, 이협구, 한병군」, 국사편찬위원
회, 2011, 「김용철 편 상세목록1차 1차3번(1.부상과 치료)」, 「이협구 편, p.5
8」, 「한병군 편, p.43-45」
강정훈 『천한자와 귀한자-한얼산 기도원 원장 이천석 목사 간증기』, 대화출판
사, 1979, p.73-79
「상이군인 권영국과의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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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상이군인이 겪은 전쟁과 치료 경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의 상황 중 하나였다. 상이군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하

루하루를 생존해 나가야 했고, 전우들의 부상과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불

안과 공포를 매일같이 마주하였다. 호송된 후, 치료를 받더라도 해외의 

의료지원은 국군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상이군인

들은 입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였고, 전쟁이 진행될

수록 증가하는 전상자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많은 상이군인들은 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후방으로 이송 된 후, 전장으로부터 벗어나긴 하

였지만 상이군인들은 매 순간 장애와 마주하며, 자신이 갖게 된 장애에 

대해 좌절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이승만 정부는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을 위해 그들의 몸을 치하하였으

며, 기존의 원호정책을 강화하고 정양원을 설치하였다. 원호정책은 국민

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정양원은 상

이군인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해주고 나아가 사회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양원과 직업 알선소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

며 설립되었다. 하지만 국가 관리의 실패로 정양원은 제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였다. 전쟁 중에 정양원에 지원되는 보급품과 식량 및 약품은 턱

없이 부족했으며 정양원에 수용되어 있던 인원들의 출입 관리조차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이군인들은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사회로 

방치된 상이군인들은 자신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

했지만, 이는 원호정책의 일부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명분과 맞물

려 상이군인과 민간의 갈등으로 번져나갔으며 상이군인들과 민간인들 간

의 불만은 높아졌다. 

  정양원에서 가료 받지 못한 채 상이군인들은 사회로 내몰렸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전 국민의 대부분이 전재민인 상황에서 상이

군인을 도와주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명분뿐인 연금정책은 상이군인들

의 생계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과 상이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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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은 결국 왜관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상이군인들은 자신들의 처지

를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왜관사건을 ‘공산당의 모략’,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여 그들의 불만을 수평적으로 가두었고 그들

의 헌신과 요구를 묵살하였다. 

  왜관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초기 자활 대책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

해 UNCACK과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1952년 11월 이후 

합동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단지 원조 요구 채널로서만 활용되었

다. 

  정부는 해외의 원조를 토대로 상이군인들의 자활을 목표로 하였다. 또

한 직업보도, 연금제도를 개편하고 합동결혼식을 개최하며, 귀농정책을 

시행하였다. 연금제도는 초기 자활대책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범국민적인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상이군인의 강매를 인정해주었고 국민들의 참

여를 독려하였다. 왜관사건 이후 직업보도를 개편하였지만 직업보도 횟

수는 1953년, 1954년에 형편없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955년에는 물

가가 80.9%가 상승하는 등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직업보도를 통한 

상이군인의 자활은 유명무실해 지고 있었다. 정부는 상이군인의 자활을 

위해 정양원을 설립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왜관사건을 통

해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규정했으며, 상이군

인과 민간인의 갈등을 방조하였다. 결국 이는 상이군인의 차별로 이어졌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보도를 통한 자활은 개선될 수 없었고 1956년부

터 상이군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 길을 모색해 나갔으며, 합법과 불

법의 경계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직업보도의 실패는 다음 

해 상이군인의 이름을 걸고 범해진 범죄의 급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이

군인의 행패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합동결혼식과 귀농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합

동결혼식은 주로 전쟁시기와 정전 직후에 주로 거행되었으며 이벤트성으

로 그칠 뿐이었다, 또한 합동결혼식의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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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혼 이후에 합동결혼식으로 맺어진 가족을 위해 별도로 지원해준 것

도 없었다. 합동결혼식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이 상이군인인줄

도 모른 채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 회상하기도 하였다. 

  상이군인의 자활을 위한 귀농정책 역시도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

고 상이군인 가족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니었다. 정부는 상

이군인들을 화랑농장, 후생주택으로 보냄으로써 국가의 관리로부터 멀어

지게끔 하였다. 사고로 인해 화랑농장이 피해를 입자 국가로부터 지원이 

끊겨 상이군인들은 또 다시 생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후생주

택으로 보내진 상이군인들의 경우는 더 좋지 않았다. 제대를 하지 않으

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강제로 전역을 시켜 후생주택

이란 이름 아래 이주를 시켰다. 어떤 경우 보도한 것과 달리 군 막사 아

래 상이군인들과 그 유가족을 거주시켰고, 그들에 대한 의료지원마저 끊

어버린 상황에서 상이군인들은 자활은커녕 생존문제에 직면해야 했고 스

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였다. 

  한편 해외의 원조를 통해서 상이군인의 자활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러

스크 박사를 필두로 한 한미재단은 ‘Rehabilitation’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여 상이군인이 직면한 기본적인 문제인 장애를 해결하고자 노력했

고, 이를 통해 그들의 자활을 추진하였다. 

  ‘Rehabilitation’이 재활로 명명된 이후 재활의 개념은 상이군인의 

몸에 적용되어 그들을 위한 치료, 즉 재활치료로 발전해 나갔고 재활치

료는 국립재활원에서 수행되었다. 국립재활원은 본래 동래 정양원이었는

데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국립재활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절단자를 위

한 절단단 재수술, 의수족 교정, 의수족 사용훈련, 직업훈련 서비스 등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한편 UNKRA도 재활치료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UNKRA의 사회복지국 부장 두란은 전상자를 위한 사회복

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유엔 전상자 재활시설이 

건립되었다. 

  한미재단과 UNKRA를 중심으로 진행된 해외 원조는 상이군인의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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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국내에 재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재활치료를 정착시켰다. 또한 

재활치료의 발전은 의지학(依支學) 불모지였던 한국에 상이군인의 형성

은 해외의 현대적 기술과 최신식 의수족을 도입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하지만 해외원조에 의존한 지원은 그에 버금가는 국내의 사회정치적 

뒷받침이 없는 한 한계가 분명했다. ‘재활’은 어디까지나 치료중심적 

접근에 머물렀다. 결국 그들은 의수족마저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는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결과였다. 즉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들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상이군인의 사회적 

‘자활’을 이끌어 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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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痍軍人(상이군인)들坐定鬪爭(좌정투쟁)”, 조선일보. 1953.06.14.

“進擊命令(진격명령)을 내려주시오”, 조선일보 1953.06.15.

“休戰反對(휴전반대)『데모』에脫線言動禁物(탈선언동금물)”,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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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953.06.15.

“우리에게피의代價(대가)달라”, 경향신문 1953.06.15.

“남은팔다리로北進統一(북진통일)”, 경향신문 1953.06.15.

“金浦敎育區廳(김포교육구청) 富平傷軍慰問(부평상군위문)”, 경향신

문, 1953.08.03.

“五木韓婦(오목한부)서 傷痍兵慰問(상이병위문)”, 조선일보. 

1953.08.22.

“實際援護(실제원호)엔鳥足之血(조족지혈)”,조선일보, 1953.09.03.

“傷痍軍人(상이군인)의 賣名行爲嚴禁(매명행위엄금)”, 조선일보, 

1953.09.21.

“傷痍勇士(상이용사) 歸農對策(귀농대책)을協議(협의)”, 조선일보, 

1953.10.10.

“在日留學生代表團(재일유학생대표단) 

一線將兵(일선장병)을慰問(위문)”, 조선일보, 1953.11.02. 

“傷痍勇士(상이용사) 들에게겨울옷을支給(지급)”, 조선일보. 

1953.11.12.

"美陸軍病院(미육군병원)의 갸륵한事業(사업)", 동아일보, 1953.11.25. 

“在日僑胞團一行(재일교포단일행) 
傷痍勇士(상이용사)에內衣(내의)를”, 조선일보, 195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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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千(오천)벌의患者服(환자복) 赤十字社(적십자사)서寄贈(기증)”, 
경향신문, 1953.12.17.

  
“各界(각계)서傷痍勇士慰問(상이용사위문)”, 동아일보, 1953.12.25.

“장관부인일행 상이용사를위문”, 조선일보, 1953.12.26.

“女性團體(여성단체)서도 入院勇士(입원용사)에 慰問品(위문품)”, 
경향신문, 1953.12.29.

“傷痍軍(상이군) 合同結婚式(합동결혼식)”, 경향신문, 1954.02.23.

“戰傷(전상)씻고새出發(출발)로”, 경향신문, 1954.04.25.

“八月(팔월)에入住開始(입주개시)”, 경향신문, 1954.08.07.

“軍警援護金(군경원호금) 着服(착복)한 達城郡(달성군) 職員(직원)을 

拘束(구속)”, 경향신문 1954.10.01. 

“富平花郎農場(부평화랑농장)에八軍(팔군)서建築資材(건축자재)”, 
조선일보, 1954.10.23.

“救護住宅建立(구호주택건립) 失明軍警勇士(실명군경용사)에”, 동아일
보, 1954.11.04.

“傷痍勇士住宅新築(상이용사주택신축) 生活補助費(생활보조비)도支出
(지출)”, 동아일보, 1954.11.07.

“『달력』强賣(강매)아니다”, 동아일보, 1954.11.30.

“援護(원호)하자!傷痍勇士(상이용사)”, 동아일보, 1954.11.30.

“富平(부평)에였는 傷痍勇士(상이용사)들의 花郎農場(화랑농장)”, 

조선일보, 195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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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郎農場增築(화랑농장증축) 5日落成式盛況(일낙성식성황)”, 경향신

문, 1955.03.07.

“不法團體(불법단체)로 認定經濟復興協會等(인정경제부흥협회등)”, 

경향신문, 1955.04.19.

“傷痍勇士(상이용사)를救護(구호)하라…生活苦(생활고)로自殺者(자살

자)도생기고…空念佛(공염불)에그친...” 동아일보, 1955.06.06. 

“除隊軍人(제대군인)에職場(직장)을다오”, 조선일보, 1955.06.28.

“靜養院機構改編(정양원기구개편)”, 조선일보, 1955.07.05.

“依持(의지)할곳없는 者(자)는모두收容(수용)”, 조선일보, 

1955.07.13.

“再活敎育(재활교육)을實施(실시)”, 동아일보, 1955.07.15.

“九川面(구천면)에農場(농장) 神經病患者收容(신경병환자수용)” 동아
일보, 1955.07.23.

“傷軍農園等(상군농원등)에活用(활용)”, 동아일보. 1955.07.24.

“失明義勇村(실명의용촌) 27日入住式(일입주식)”, 조선일보. 

1955.07.26.

“勇士會(용사회)로移讓(이양) 達城(달성)의傷痍軍農場(상이군농장)”, 

조선일보, 1955.10.26.

“매맞 고死傷(사상) 傷痍軍人(상이군인)이 脫線(탈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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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0.29.

“失明勇士村(실명용사촌)에煉炭等(연탄등)선사”, 조선일보. 

1955.11.16.

“靜養院改編(정양원개편)”, 조선일보, 1955.11.19.

“傷痍勇士(상이용사)들에 救護住宅膳物(구호주택선물)”, 조선일보, 

1955.11.23.

“傷痍勇士(상이용사)에 住宅(주택)을提供(제공)”, 동아일보, 

1955.11.23.

”71호 리 대통령 각하 중앙자활원 시찰”, 대한뉴스, 1955.11.26. 

“자못기쁜얼굴들 

傷痍除隊兵(상이제대병)들에義足等授與(의족등수여)”, 동아일보, 

1955.12.04.

    

“의수족을받은 상이용사”, 경향신문, 1955.12.04.

“國產義手足(국산의수족)을授與(수여)切斷傷痍勇士(절단상이용사)12名

(명)”, 경향신문, 1955.12.04.

“새해의課題(과제) 傷痍軍人(상이군인)…… (3) 말뿐으로해를넘긴 

生活安定對䇿(생활안정대책)”, 조선일보, 1956.01.04.

“列車旅行(열차여행)의憂愁驛(우수역)은闇車票市場(암차표시장)”, 

동아일보, 195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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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惠者(수혜자)겨우二(이)%”, 동아일보, 1956.04.21.

“民主黨(민주당)에入黨(입당) 傷痍勇士(상이용사)29名(명)”, 동아일

보, 1956.05.06.

“歷史(역사)에남을72時間(시간)”, 경향신문, 1956.05.27.

“失明勇士(실명용사) 扈昇煥君(호승환군) 出版(출판) 祝賀會(축하

회)”, 경향신문, 1956.09.17.

“가짜傷痍軍人摘發(상이군인적발)”, 조선일보, 1956.12.22.

“요즘의처지는어떤가? ⑤ 傷痍勇士(상이용사)들과의座談会(좌담회)”, 

조선일보, 1957.01.15.

“大卒傷痍勇士(대졸상이용사) 百四名(백사명)의就職(취직)”, 

조선일보, 1957.03.21.

  

“廿八日下午盛大(입팔일하오성대)히擧行(거행)서울大學第(대학제)11回

卒業式(회졸업식)”, 조선일보, 1957.03.29.

“公金橫領嫌疑(공금횡령혐의) 同和洞長(동화동장)을拘束(구속)”, 

동아일보, 1957.05.03.

“國立再活院主事(국립재활원주사) 文書僞造(문서위조)로拘束(구속)”, 

동아일보, 1957.05.03.

“不當解雇等解决(부당해고등해결)을呼訴(호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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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5.03.

“不當解雇解決(부당해고해결) 버스配車從業員(배차종업원) 

서울地檢(지검)에呼訴(호소)”, 동아일보, 1957.05.04.

“特殊傷痍勇士(특수상이용사) 住宅(주택) 

二十二日入住式(이십이일입주식)”, 경향신문, 

1957.05.17.

“失明勇士扈君渡美留學(실명용사호군도미유학)”, 조선일보, 

1957.06.14.

“二年求刑(이년구형)받은傷痍勇士窃盜哀訴(상이용사절도애소)”, 

경향신문, 1957.08.25.

“失明勇士(실명용사)의집 九月十日(구월십일)에入住(입주)”, 

조선일보, 1957.08.25.

“판자집撒去(살거)에傷軍動員(상군동원)”, 조선일보, 1957.10.04.

“누구爲(위)한軍(군)·警援護費(경원호비)”, 경향신문, 1957.11.16.

“軍警援護會費橫領(군경원호회비횡령)”, 경향신문, 1957.11.17. 

“50萬圜橫領(만환횡령)또綻露(탄로)虛僞支出書作成(허위지출서작성)코

着服(착복)”, 경향신문, 1957.11.17.

“傷痍軍人(상이군인)들集團暴行(집단폭행)”, 조선일보, 195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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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暴行犯逮捕(폭행범체포)”, 조선일보, 1958.05.29.

“집없고살길漠然(막연)한앞날 ᆖ厚生住宅(후생주택)준다는約束(약속)조

차空手票(공수표)였다 ᆖ”, 경향신문, 1958.06.02.

“慶州市軍警援護係(경주시군경원호계) 生活扶助費(생활부조비)를橫領

(횡령)”, 조선일보, 1958.07.20.

“傷痍勇士會(상이용사회)서 義肢等傳達式(의지등전달식)”, 조선일보, 

1958.07.24.

“援護會費(원호회비) 橫領(횡령)한 面職員(면직원)을 拘束(구속)”, 

경향신문, 1958.08.26. 

“「再活院(재활원)」의 딱한傷軍(상군)들 卒業(졸업)해도갈곳없어”, 

경향신문, 1958.10.26.

“23日(일) 合同結婚式(합동결혼식) 33雙(쌍)의 難民(난민)들”, 경향
신문, 1958.11.04.

“旅行地獄(여행지옥) 除去(제거)하라”, 경향신문, 1958.11.18.

“너무나 비싼藥(약)·濁酒(탁주)값 列車內强賣行爲(열차내강매행위)막

아라”, 조선일보, 1958.11.21.

“傷痍勇士(상이용사)200世帶入住(세대입주) 二十日(이십일) 普光洞(보

광동)서擧式(거식)”, 조선일보, 1958.11.21.

“勇士會長喚問(용사회장환문) 援護費(원호비)횡령嫌疑(혐의)”, 동아일

보, 195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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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手足六九點勇士(의수족육구점용사)들에提供(제공)”, 조선일보, 

1959.05.14.

“60餘名(여명)이亂鬪劇(난투극)”, 동아일보, 1959.07.08.

“物品强賣盛行(물품강매성행) 列車內(열차내)서腕章(완장)달고”, 동아

일보, 1959.09.27.

“俸給(봉급)안준다고暴行(폭행)”, 조선일보, 1959.11.03.

“갈쿠리로暴行(폭행) 길가던刑事逢變(형사봉변)”, 조선일보, 

1960.10.17.

“가짜傷痍軍人拘束(상이군인구속) 八年金(팔연금)타다”, 조선일보, 

1960.12.27.

"淸算完了(청산완료)까지財產凍結(재산동결)", 조선일보, 1961.07.08.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한 텔마 모우여사”, 매일경제, 1982.04.20.

https://www.mk.co.kr/sitemap/onews_view/1982/641038/

“장애아의 지팡이로 반평생 33년만에 한국 떠나는 벽면의 모우숙 할머

니”, 중앙일보, 1982.04.20.

https://news.joins.com/article/162931

白善燁(백선엽) 回顧錄(회고록) “军(군)과나 (29) 山積(산적)한 문제

를 풀다”, 경향신문, 198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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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의 노인의 독백”,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04.12.17 

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park&wr_id=115

백선엽, 노병이 걸어온 길, 국방일보, 2008

“[숫자로 보는 세계] 6.25 전쟁과 관련된 통계”, VOA보도 자료, 

2011.06.24.

“다리 잘린 '아버지의 전쟁'... 분통 터집니다”, 오마이뉴스, 
2012.05.07

김인환, 소년병의 회고록, 군포신문, 2015.10.8, 

https://www.mediagunpo.co.kr/sub.html?page=14&section=sc13&s

ection2=%EC

%8B%9C,%20%EC%86%8C%EC%84%A4,%20%EC%88%98%EA%

B8%B0

엄태권, “야전병원의 여성참전용사들”, 경주신문, 2019.06.27, 

http://m.gjnews.com/view.php?idx=64944.

이병길, “한국전쟁 때 통도사에 육군 병원이 있었다.”, 울산저널, 

2020.06.25,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8028308

6570.

“우강 권이혁 의협 고문 겸 전 보사부 장관”,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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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권영국 인터뷰」, 김규민. 2020. 10. 28.

「원종수, 최규서 인터뷰」, 김규민. 2020. 11. 23.

3. 사료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78.1.1.)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상이군인제대식에 보내는 치사, 공보처, 

1953, p.169.

사회부, 국방부, 傷痍軍人援護槪況(상이군인원호개황), 1953. 1. 10

상이군인정양원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53.1.8.)

상이군인정양원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53.4.8.)

상이군인정양원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5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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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eation of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Self-Support

Kyu Min Kim

Medical Humanit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focused on a large group of disabled soldier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of Korean War. In 1950s, many 

policies and physical rehabilitation were conducted and prosthetic 

limbs were provided for the self-support of disabled soldiers, so 

it highlighted changes in their lives around such measures above. 

It analyzed and evaluated the limits and achievement of the 

measures for self-supports, which have been conducted by each 

period. It, furthermore, discussed what an effect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introduced for disabled soldiers' self-support during 

the Korean War has had on their lives. 

  In the early 1950s, disabled soldiers were worshipped as war 

heroes in reward for being committed by the nation to the 

Korean War and sacrificing their bodies to it. Although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built Jengyangwon for help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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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to the society and allow them to be accommodated in it, 

it could not perform its own function. Moreover, they were 

driven out of the society, as the pension policy for them turned 

out to be a mere makeshift. 

  Then, their complaint was manifested as the Waegwan 

accident, but the government ignored their request, by describing 

the accident as an artifice planned by Communists as well as an 

antinational activity. Nevertheless, it could not but pursue the 

measures for their self-support, such as the vocational guidance, 

the pension plan, the joint wedding and the policy for returning 

to rural areas, after verifying the depth of their complaint. The 

government's direct intervention, however, was not implemented, 

and such a policy was not elaborately planned from a long-term 

vision, so the disabled soldiers resulted from the Korean War 

were left alone under the name of self-support. 

  The gap caused by the Korean government's neglect attracted 

attention only from foreign institutions. The overseas aid 

primarily provided by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and 

UNKRA allowed the physical rehabilitation to be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Korea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ncept, for the self-support of disabled soldiers, and also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successful medical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p-to-date 

prosthetic limbs.

  Their lives, however, could not be 'rehabilitated' only with 

'medicine'. Moreover, the Lee administration did not engage in 

the process in which the physical rehabilit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the overseas aid, but also even basic prosthetic 

limbs were not steadily supported. Above all, therapy-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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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could not lead to changes in social perceptions on 

and fears for disabilities, which disabled soldiers should face at 

every moment. 

keywords : Korean War, Disabled Veteran, Veterans Policy, 

Jeongyangwon, Waegwan Incident, Rehabilitation, Artificial 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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