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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들은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
식 역사에서나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에서, 또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었다. 전쟁을 보려는 이들은 여성의 경험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여성
을 보려는 이들은 여성을 전쟁보다는 평화와 연결짓거나, 혹은 전쟁 피해자
로서의 모습에 더욱 주목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쟁’과 ‘여성’의 관계 중에서도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참전’ 여
성에 주목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안보화 이론 비판을 교차시켜 이들의 
역사와 경험을 살펴보았다.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전쟁을 보는 것은 전쟁에 
녹아있는 젠더 위계를 규명하고 전쟁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에 의문을 제
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안보화 이론 비판은 공적 역사와 담론장에서 6.25 
참전 여성의 경험이 배제되어왔던 까닭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었다. 
  6.25 전쟁기 여성 참전의 역사를 밝히고 참전 여군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양한 사료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명의 참전 여군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6.25 전쟁기 참전 여군에 관한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두 축
에서 젠더 위계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구조적 차원에서, 참전 여군들은 모집에서 훈련, 업무 수행에 이르기
까지 남성과의 비교 속에 놓였고 남성 인력의 대체재로써 그 존재 의미를 
부여받았다. ‘보호하는 남성-보호받는 여성’의 이항대립 속에서 이들은 군인
이기보다 여성으로, 즉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받았고, 참전 여군의 역할은 전
통적 젠더 관념이 지배하는 ‘여성의 일’로 한정되었다. 또한 이들은 군인이기
보다 어머니가 될 것을 제도적으로 강요받았으며, ‘비겁한 사나이’와 ‘허영 여
성’을 비판하는 대조적 모범으로, 국민개병과 총력안보의 상징적 존재로 본질
화되고 타자화되었다. 
  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임동순과 이복순의 구술은 젠더 차별적 고정관념
의 균열을 보여주고 공적 역사가 생략해버린 인간적인 이야기, 다양한 감정
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었다. 이들의 증언에는 6.25 당시 여군으로의 삶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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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했는지가 담겨 있고,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
던 여성들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또한 두 사람은 군대 내에서의 ‘여성의 일’
이 그 자체로 젠더 위계의 산물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일’을 다
르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주었다. 끝으로 이들의 증언은 젠더화된 모순적 구
조와 그에 대응하는 여군들의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6.25 전쟁 시기 참전 여군은 여성-‘군인’이기보다는 ‘여성’-군인으로만 받
아들여졌다.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전쟁과 안보 이해로 인해 구조적인 차별
과 모순에 처해 있었으며, 남성성과 남성 주체의 위치를 구성하기 위한 대상
으로 타자화되었다. 젠더 위계는 또한 이들 참전 여성의 경험을 들리지 않게 
만들었고, 이들의 경험은 재현을 거치며 생략되거나 평가당했고, 변형되거나 
각색되기도 했다. 
  참전 여군들의 전쟁 경험은 전쟁과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 그 
자체로 젠더 위계가 작동한 결과임을 밝혀주었다. 군인됨과 남성됨의 상관관
계는 필연적이지 않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젠더 위계를 배경으로 전
쟁을 양분 삼아 더욱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참전 여군들의 전쟁 경험은 젠더 
위계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순적
이고 차별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6.25 전쟁 참전 여성’이라는, 주목받지 못했던 안보 행위자의 
경험을 기록하고 역사화한 것에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전쟁과 군사 문
제에서의 젠더 위계 작동 양상을 6.25 전쟁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으
며,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집중함으로써 6.25 전쟁에 관한 ‘총체적 역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참전 여군의 역사와 이들의 증언을 통해 
전통적인 안보 인식이 포괄하지 못해온 안보의 영역을 밝히고자 한 데에 의
의가 있다.

주요어 :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안보화, 6·25전쟁(한국전쟁), 여군, 구술사, 
전쟁 경험
학  번 : 2018-2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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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 제기

  6.25 전쟁1)은 손꼽아 셀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또 여전히 현재진행
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생활 등에도 변화를 초래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전쟁을 통해 만들
어지고 강화된 젠더 위계는 이후 많은 여성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러나 전쟁은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만의 것으로 여겨졌고 지나간 전쟁을 
기억하고 말하는 주체 역시 남성 주체로 한정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놓치거나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성들
이 겪은 전쟁과 남성들이 기억하는 전쟁이 하나둘씩 공적 역사로 기록되고 
권위를 얻는 사이 여성이 겪은 전쟁, 여성의 눈으로 본 전쟁은 공론장에서 
언급될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실상 ‘전쟁’과 ‘여성’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엮여 있다. 예컨대 이
임하는 6.25 전쟁기 여성의 ‘성(性)의 동원’에 대해 여성 지도자들이 미군 고
위층을 위해 운영한 각종 파티가 여성의 ‘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으며, 
병사들을 위한 성의 제공이 사실상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는 공공연한 
성매매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6.25 전쟁이 남성에게는 ‘병사형 주체’로 
형성되는 계기였다면 여성에게는 ‘위안형 주체’로 젠더화되는 과정이었음을 

1)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로서 중단된 한반도 지
역에서의 전쟁은 한국전쟁, 6·25 전쟁, 6·25 사변, 6·25 동란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
고, 최근 학계와 출판계, 언론 등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 즉 당시의 참전 여군들의 입말에서 ‘육이오’라는 표
현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언어를 살려 ‘6·25 전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편의상 본문에서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고 ‘6.25 전쟁’으로 표기하였다).
  또 한편으로 전쟁의 명명을 둘러싼 정치학계의 논의에서 김명섭은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6·25전쟁’이 더욱 바람직한 명명임을 주장하였는데, 
‘6·25전쟁’이라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훨씬 가치 중립적이라는 그의 견해에 연구자 역
시 동의하는 바이다. (김명섭(2009).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
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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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2) 이에 관해 문(Moon)은 6.25 전쟁에서 형성된 ‘위안형 주체’로서
의 여성이 냉전기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도 유지되고, 양국의 외교·군사 관료
들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국제정치적 접근으로 밝혀냈다.3) 
  이렇듯 전쟁과 여성 간의 긴밀한 얽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주목해
야 할 것이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들의 경험이다. 6.25 전쟁에는 남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고 ‘정규군’으로서 참전한 여성 군인들이 존재했다. 2012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육군의 여자배속장교와 여자의용군, 해군의 여자해
병, 공군의 여자항공병, 육·해군의 간호장교 및 공군의 간호군무원, 여자 학
도의용군과 민간 간호사, 유격대 여성대원 등을 모두 합하면 6.25 전쟁에 참
전한 여성이 약 2,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중 현역 참전자가 
1,751명, 군번 없는 참전자도 확인된 숫자만 600여 명으로 추정됐다. 남성 
참전 군인들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 사회가 기억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2019년 현재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합해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여
성은 2,565명이다.4) 이는 국가보훈처가 2014년부터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
을 추진해 2015년에 여성 6.25 참전유공자가 1,788명으로 확인된 데에 이
어,5) 4년에 걸쳐 777명의 여성 참전유공자가 추가로 등록된 결과다. 다만 
초기 사업이 국방부와 병무청의 참전기록을 토대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식
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6)과 참전유공자 등록에 요구되는 참전 사실 증
명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간 등록된 사례는 병적 기록이 있는 정규군 여
성의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 등록된 여성 6.25 참전유공자들이 이
미 2012년에 추산했던 현역 및 군번 없는 참전 여성 합계 2,400여 명을 뛰

2) 이임하(2004a).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14, 107-110쪽.
3) Katharine H.S. Moon(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4) ‘6.25 참전유공자’가 2,554명,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11명이다. 조아미. 「“나라 

지키는 데 남녀가 있습니까?” 여군 2500여 명은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국방일보, 
2020. 6. 24.)

5)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여군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
굴」 (2015. 6. 5.)

6) 비군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발굴 사업 확대는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비 군인 등 미등록 6․25참전유공자 발굴 강화」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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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넘었다는 점에서 미등록 사례를 모두 포함한 참전 여성 규모는 그보다도 
더욱 컸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전 여군에 대한 최초의 공간사(公刊史) 편찬은 전쟁 발발 후 62
년이 지난 2012년에야 이루어졌을 정도로7) 참전 여군에 대한 조명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계에서도 이들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전쟁 발발 70주년에 이른 2020년에야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참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조명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나, 그
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들에 비하면 여전히 기록의 수준은 부족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참전 여군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생존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
실에서8) 이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역사화’ 하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토양이라 할 수 있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IR)
은 그동안 국제정치학이 위계적 젠더 관계가 감춰진 채 줄곧 남성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공/사, 객관/주관, 이성/감성, 자율성/의존성, 문명/자연과 
같은 대립이 각각 남성성/여성성을 의미하는 이원적 구별로 이루어지며, 국
제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국내/국외, 질서/무질서, 중심/주변 등의 개념도 
같은 맥락의 위계적 구성이라고 본다. 나아가 이 위계적 구성과 권력의 관계
성을 무시하는 것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영속화할 위험
이 있다. 이에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관계 이론에 ‘젠더’를 분석
의 범주로 포함하거나, 또는 여성의 경험을 포함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이론
에 의해 간과되었던 부분들을 드러낼 것을 제안한다.9) 
  전쟁과 안보문제에서도 오랫동안 여성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

7)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공개하는 <보훈대상자 기본현황>의 성별 현황 자료 중 ‘6.25참전

유공자’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합계 기준, 2021년 3월 말 현재 생존자는 
1,374명이다. 참고로 2019년 3월 말 1,516명, 2020년 3월 말 1,444명으로 2년 사이 
142명의 6.25 참전 여군이 사망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는 빠르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 J. Ann Tickner(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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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 국제정치학계의 전쟁 연구는 대부분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쟁
의 결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해
왔다.10) 전쟁은 국가 간의 충돌로만 여겨졌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주된 전투
원은 당연하게 ‘남성’으로 전제되었다. 따라서 남성은 전쟁의 수행자이자 여
성의 보호자로 상정되었고, 이는 여성의 피해와 여성의 역할 모두를 간과하
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그간 안보연구에서 젠더에 대한 고려는 거
의 이루어지지 못했고,11) 이는 남성의 경험과 남성화된 개념, 사고방식들이 
안보논의뿐 아니라 국제정치학 전반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해 최근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들은 전쟁을 연구하는 데에도 젠
더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실베스터(Sylvester)는 “페
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전쟁에 대한 질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전쟁 경험을 전쟁에 대한 지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국
방 부처나 군사 대변인을 전쟁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특권화하는 것은 피
해야 한다”며 주변화되어왔던 개인의 전쟁 경험을 강조한다.12) 이러한 페미
니즘 IR의 접근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 분석으로 학문적 경
계를 뛰어넘게 해주며, ‘분석 수준’과 공-사 구분을 넘어 더 체계적인 혹은 
전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정치학에 새로운 관점과 연구주제의 
발굴 가능성을 더해줄 수 있다.13)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10) 문경희(2016). “여성의 경험으로 알려주는 전쟁의 진실,” 한국여성학, 32(4), 173쪽.
11) 강윤희(2011). “전쟁·평화·안보 그리고 여성,” 김민정 외. 『젠더정치학』, 한울, 246쪽.
12) Christine Sylvester(2013). “Experiencing war: a challeng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6, No. 4. pp. 
670-673.; 파라샤르(Parashar)는 국제정치학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끝나는
가에 대해서만 궁금해할 뿐, 그 두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
는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을 연구하면서 일상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학문적으로 전쟁을 타자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카위와 
브링턴(Barkawi & Brington) 역시 전쟁의 역사적·사회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을 주문한다.; Swati Parashar(2013). “What wars and ‘war bodies’ know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6(4).; Tarak Barkawi and Shane Brington(2011). “Powers of War: Fighting, 
Knowledge, and Critique,”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5(2).

13) 강윤희(2004). “여성주의 국제관계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
국』, 사회평론아카데미.; V. Spike Peterson(2000). “A ‘Gendere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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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페미니즘 IR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한국의 상황과 참전 여군의 
존재 자체가 갖는 역사적·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전쟁이라는 국제정
치적 사건을 ‘참전’의 형태로 경험한 여성들에 주목해 ‘전쟁과 여성’의 관계를 
살피는 일은 전쟁에 대한 접근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논의의 폭을 확장한
다는 함의를 갖는다. 또한 구술사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총체적 역사가 아닌 
참전 여성의 언어와 서사를 형성하는 맥락들을 확인하고 기록한다는 점에 의
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 젠더 관념이 전쟁과 교차하면서 만들어내
는 젠더 위계의 강화를 밝히는 과정은 안보연구에서 젠더 관점의 적용 가능
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먼저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 군인을 직접 다루고 있는 국내의 학술 연
구는 김성영14)이 있다. 이는 “6.25참전 유공자들의 활약상을 조명한 수많은 
연구발표 중 여군들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6.25 전쟁의 배경과 경과, 해외(미국, 영국, 이스라엘, 
북한 등)의 여군 및 6.25 전쟁 참전 여군의 활약상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2010년 한국보훈학회의 추계학술회의에서 앞서 발표되었으며, 저자는 “우리
나라 여군들의 활약상을 담은 역사 증언록 편찬사업을 우리 국방부와 보훈처 
등 주무 부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 이 
발표 이후 2012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6.25 참전 여군을 주제로 
한 공간사가 최초로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주제 발굴에 선도적인 시각
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여자의용군 2기에 포함되었던 군악반의 
역사를 정리한 윤관기의 연구가 있다.15) 

Hierarchy?’,” in Greg Fry and Jacinta O’Hagan (eds.), Contending Images of 
World Politics, Palgrave.

14) 김성영(2010). “6.25 참전 여군의 활약상과 국가안보,” 한국보훈논총, 9(2).
15) 윤관기(2015). “한국 여자의용군 군악반의 발자취,” 음악과 민족,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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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를 6.25 전쟁 연구 전반으로 넓혀보면 최근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분
석수준을 국가/민족에서 마을공동체/개인으로 낮추어, ‘역사’가 아닌 ‘기억’에 
대해 조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16) 이런 관점은 그동안 공식적인 역사
에서 배제되어 온 개인이나 지역공동체가 경험한 6.25 전쟁에 대한 실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특히 신동흔은 직접 수집한 구술기록으로
부터 6.25 전쟁의 체험담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쟁 경험, 기억, 말하기 방
식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양상을 “서사의 분단”으로 
개념화하여 이후의 한국 사회의 분단(경험)에 연속성을 보여주는 설명을 제
시했다.18) 이와 비슷하게 이성숙은 많은 양의 구술기록을 분석하여 전쟁에 
대한 경험과 기억, 나아가 말하기 방식의 젠더별 차이를 드러냈다.19)

  그밖에도 인류학과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등에서 활발하게 시도된 전쟁
기억에 관한 연구는 특히 구술사적 방법론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는 구
술사가 엘리트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묵되어진” 사
적인 삶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20) 문서와 기록물에 의존하는 거대 역사 
서술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민중의 일상적 역사’를 촘촘하게 복원할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이다.21)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뿌리깊은나무 출

16) 김경학 외(2005).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아카데미.;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윤형
숙(2002).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이용기(2001). “마을에서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조은(2008). “전쟁과 분단의 일
상화의 정치: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7
집.; 표인주 외(2003). 『전쟁과 사람들-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한국구술사학회 편(2011).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
쟁미망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17) 손경호(2011).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56, 2011년 봄호, 
213-214쪽.

18) 신동흔(2012).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 - 우리 안의 분단
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호.

19) 이성숙(2007).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제7집.
20) 김성례(201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이재경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 

아르케, 22쪽.
21) 한국구술사학회 편(2011).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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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민중자서전’ 시리즈(1981~1991), 역사비평의 ‘한국 현대사의 증언’ 
시리즈(1988~1990), 제주 4.3사건을 다룬 『이제사 말햄수다』(1989), 『광주5
월민중항쟁자료전집』(1990)과 같이 근현대사의 격랑 속 민중의 목소리를 남
긴 출판물들이 이어지면서 구술사가 단순히 구술자료의 채록을 넘어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밑으로부터의 역사”로 받아들여졌다.22)

  이러한 구술사의 접근은 또한 공적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전쟁 시기 여성
의 기억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재경의 지적처럼 “전쟁에 대한 공적 기
록은 남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역사는 전투(combat)의 역사로 재
현”되곤 한다. 전쟁에 대한 서사에서 전투 역할을 수행한 남성의 경험은 전
쟁에서의 여성 경험의 기억과 재현을 주변화하는 데에 기여한다.23) 이런 까
닭에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6.25 전쟁과 분단, 근대라는 사회적 사건과 변
동과정에 대한 담론이 남성중심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사적 영역에 위치한 여
성의 체험을 기반으로 근대사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24) 
  한편 한국전쟁이 ‘여성’의 삶에 끼친 영향을 주로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위안형 주체로서 직간접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여성의 경험이나 전쟁
미망인, 여성 가장의 사례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의 ‘피해
자’적 정체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전자의 경우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군과 군사화, 군사주의, (남성)군인들과 여성이 관계 맺어지는 방식으로부터 
성적 도구화의 현상을 확인하고, 안보를 빌미로 하여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폭력을 드러낸다.25) 후자는 남성 생계부양자의 상

22) 윤충로(2020). 「질적연구의 전통과 연구방법론: 구술사 방법론」(KOSSDA 2020 하계 
방법론 워크숍 자료집),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쪽.

23) Joan Scott(1987). “Rewriting History,” M. R. Higonnet et al.(eds), Behind 
the Lines: Gender and the Two World W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ucy Noakes(2001). “Gender, War and Memory: Discourse and 
Experience in Histor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36(4).; 함인희
(2006). “한국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사회와 이론, 2.; 이재경
(2013). “여성의 시각에서 본 분단과 근대,” 이재경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17-18쪽에서 재인용.

24) 이재경(2013). 17-18쪽.
25) 김귀옥(2011). “6.25 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연구, Vol. 2(1).; 

김귀옥(2019).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선인.; 김준현(2016). “6.25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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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동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홀로 남은 여성의 
생계 문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성들의 희생과 노력을 조망한다.26) 이들 
전쟁미망인에 관한 조명은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채록 사업으로도 이어
져 그 결과물이 2014년 『전쟁의 상처와 치유, 전쟁미망인과 상이군인의 전
후 경험』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3. 연구의 목표와 연구 질문

1)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6.25 전쟁에는 여성도 참전했다”는 사실을 역
사로써 구체화하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는 6.25 전쟁 시기 한국의 육군에 ‘여군’이 존재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실상 전쟁은 남성만의 것이 아님에도, 전쟁과 여성을 마치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실재하는 참전 여성들
의 존재를 지우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여성의 참전을 역사 속에서 지워
버리는 기제로 작동했다. 때문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여군’의 존재는, 전
쟁 발발 70년이 지나고서야 희미하게나마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조명될 
수 있었다.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 ‘유엔마담’과 ‘양공주’에 얽힌 대중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016년 5월(59호).; 박정미(2011). “6.25 전쟁
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권 2호.; 
박정미(2019).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 역사, 124권.; 이나영(2007).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4권 4호.

26) 김수자(2009). “6.25 전쟁과 월남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 여성과 역사, 10.; 이임
하(2004b).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이임하(2006).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생계활동,” 경제와사회, 2006년 가을호.; 이임하(2010). 『전쟁미망인, 한
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 구술로 풀어 쓴 6.25 전쟁과 전후 사회』, 책과함께.; 함인
희(2006). “6.25 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사회와이론, 2006년 2호.; 
함한희(2010). “6.25 전쟁과 여성―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 2010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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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여성들의 참전은 육군의 여자의용군, 육·해군의 간호장교와 공군의 민
간 간호사(군무원), 유격대, 학도의용군, 군번 없는 참가 등 여러 형태로 이루
어졌고, 그 맡은 업무 또한 통신·경리·행정·정훈·선무공작·위문 등으로 다양했
다. 육군 여자의용군의 경우 후방에서의 행정지원 업무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일부 인원은 일선(전방)에 나가 전투 지원을 수행했고 전투현장에서 실종 혹
은 전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던 2020년에도 
이들은 여전히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영웅’”27)으로 불
리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시작된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27) 안아람. 「정부, 여군 창설 70주년 맞아 ‘숨겨진 영웅’ 재조명 추진」 (한국일보, 2020. 
6. 22. A05면)

28) 최상호(2012)의 표 원본에는 육군 간호장교 수료 인원이 708명, 참전 인원이 606명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책 301, 308, 316쪽 및 부록의 참전자 명단 자료를 종합
한 결과와 육군본부(1998). 『간호병과 50년사』, 46쪽; 육군본부(2009). 『대한민국 간
호병과 60년사』의 24쪽, 44쪽, 52쪽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총 수료 인원을 701명
으로, 참전 인원을 599명으로 정정하였다. 검토 결과는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참전 중 장교로 임관한 인원)

구분 수료 인원 참전 인원 비고
총계 2,400여 명

현역

소계 2,037명 1,751명
(757명)

육군
여자배속장교 33명 16명(16명) 미복귀 17명
여자의용군 1,058명 970명(71명) 휴전 후 수료 88명

해병 여자해병 126명 75명(3명) 수료 후 귀가 51명

공군 여자항공병 54명 26명(3명) 전전(戰前) 제대 및
미복귀 28명

간호
장교

육군28) 701명 599명(599명) 전전(戰前) 전역 12명, 
휴전 후 임관 90명

해군 58명 58명(58명)

군번 없는 참전 여성 600여 명 확인된 인원 수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437쪽에서 일부 수정

<표 I-1> 참전 여군 인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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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전쟁 이전 만들어진 ‘여자배속장교’를 포함한 육군의 ‘여자
의용군’,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950년에 입대한 1·2
기에 초점을 둔다. 육군의 여자의용군은 여하한 참전 경로 중에서 가장 인원
이 많아, 참전한 배속장교 16명과 여자의용군 970명을 합하면 약 천 명 가
까운 규모에 달한다. 참고로 육·해군의 간호장교를 다 합쳐도 참전 인원은 
657명으로 육군 여자의용군에 비해 적다.29) 그럼에도 ‘참전 여성’을 말할 때 
으레 떠올리는 모습은 ‘전장의 나이팅게일’과 같은 ‘간호’의 이미지뿐이다. 여
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만들어진다. “왜 간호를 더 많이 기억할까?”

  두 번째 목표는 “육군 여자의용군 ‘임동순’과 ‘이복순’이 경험한 6.25 전쟁
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전쟁 당시 국가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덕목들, 사회적으로 영웅시되었던 
사례들, 참전 여성들이 스스로 내면화했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당대 
여성들의 자원입대는 “비겁한 사나이”가 “자성”해야 할 계기였으며, “인습과 
관념을 물리치고”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분연히 앞치마를 벗어제치
고” 군인이 되었으나, 전장에서는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조국을 위해 끝까
지 싸”우고 죽으면서 “화랑도의 꽃”으로 사라졌으며, “장렬하게도 순국의 꽃
이 되었”던 존재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국방부나 각 군 본부, 언론은 참전 여성의 전쟁 경험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공간사를 편찬하는 연구자의 시각이나 인터뷰를 전하는 
언론인의 시각을 거치면서 참전 여성들은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예컨대 이들은 “어린 딸들”, “어린 여성”, “연약한 몸”, “나약하고 어린 소녀”, 

29) 이에 관해 최상호(2012). 306쪽에 “전쟁기간 중 참전한 간호장교의 총인원은 1,257
명이었다.”라는 언급이 있고 이후 여러 기사에서도 이를 인용한 바 있으나 해당 수치
의 근거 자료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각주에 따르면 육군본부(2009). 『대한민국 
간호병과 60년사』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도서에서 1,257명이라는 수치는 확
인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 도서의 본문과 부록의 표, 명단을 통해 
확인되는 육군의 참전 간호장교는 599명이다. 추가로 육군본부(1998). 『간호병과 50
년사』, 46쪽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1950년에는 321명, 1952년 302명, 1953년 598
명으로 간호장교 인력을 운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역시 1,257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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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 이팔 청춘의 처녀”와 같이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딸/소녀/처녀/여성으로 지칭된다. 
  그렇다면 여자의용군 ‘임동순’과 ‘이복순’이 경험한 6.25 전쟁은 어떠한가? 
이들은 자신의 참전 경험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전쟁 시기 이들에게는 무엇
이 중요했는가? 전쟁에 대한 경험은 겪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종다양할 수
밖에 없다. 연구에 참여한 두 사람의 경험이 전체 여자의용군을 ‘대표’하거나, 
6.25 전쟁 당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전한 여성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다. 
심지어 두 사람 모두 같은 여자의용군 출신임에도, 임동순과 이복순의 경험
은 어딘가에서는 같고 또 어딘가에서는 다른 모습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사람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의 가능성’들이 있음을 배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목표는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읽고 들을 것인가?”에 답하는 것
이다.
  이는 전쟁과 여성, 나아가 안보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
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전통적 젠더 관념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서 위치 지어진다. 그러나 참전 여군들은 ‘보호받는 존재’에 머무르기보다는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안보를 수행하는 주체’로 서고자 했던 여
성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가를 위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7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수행한 주
체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까닭은, 이들이 일종의 ‘안보화’를 할 수 없는 존재
들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군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지, 불인정, 무관심 그리
고 가부장제와 남성성 위주의 군사주의 프레임은 실재하는 참전 여성들의 경
험을 ‘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전 여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화의 주체(군/국방부-남성-군인-연구자)에 의해서 이들은 ‘신화
화’ 되는 동시에 ‘본질화’ 되어버렸다. 단편적인 시각에 기반해 생성된 여군의 
표상은 재현 행위에 내재된 ‘침묵-문제’를 상기하게 한다. 그렇게 납작해진 
역사 서술에서 여성은 ‘전쟁의 주체’나 ‘안보의 수행자’가 아니라, (응당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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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보를 수행해야 할) 남성의 성찰을 자극하는, 남성/성을 반추하는 
‘타자’로만 존재한다. 
  전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험 
역시 듣고,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를 수행하는 ‘행위
자’에 대해 뿌리 깊은 젠더 고정관념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전쟁 연구에 있
어서 여성의 경험에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여성적’
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인
해)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전쟁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며, 그 기억도 다르
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여성에게 전쟁이란 무엇인가’,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
인가’,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질문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6.25 전쟁 당시 여성의 참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는 6.25 전쟁 당시 모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여성이 어떻게 정규군
으로 참전하게 되었는지, 전통적 젠더 관념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
성의 역할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이 전쟁 당시 여군 제도의 운
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 6.25 전쟁은 참전 여성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이는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은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이들 스스로 참전 
경험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미화하는지, 이들 참전 여
군이 젠더화된 역할 구분을 어떻게 수용 혹은 저항했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셋째, 6.25 전쟁 참전 여성에 대한 공적 기억과 사회적 의미화에서 젠더 
위계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은 ‘공적 기억’으로서의 역사 서술이 6.25 전쟁 참전 여성을 어떻게 



- 13 -

다루었는가, 전쟁 발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전 여성을 향한 사회적 인
식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러한 재현의 과정에서 젠더 위계가 어떻게 작동
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6.25 전쟁 참전 여성들과의 
구술사 및 기존 증언의 분석, 그리고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술사는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
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30),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31), “구술사가 피지배층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32)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
어왔다. 한국의 구술사 연구자 윤택림은 구술사를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
해서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 쓴 역사”라고 정의한
다. 함한희는 이에 더해 “구술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인 배경
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즉 구술사는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이야기성’
과 기억을 불러오는 ‘현재와의 관계성’에 주목한다.33) 
  구술자료는 그것이 ‘구술’이기 때문에 개인의 언어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
고, 또한 비언어적 행위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구술성’을 첫째 특성으로 갖
는다. 따라서 구술성의 포착은 구술자의 언어 자체와 언어 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구술자료의 ‘주관성·개인성’은 다른 사회
과학 연구가 다루기 힘든 개인의 사적·주관적 경험을 드러나게 하며 그러한 

30) Louis Starr(1996). “Oral History,” in Dunaway, David K. and Willa K. Baum 
(eds.),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AltaMira Press. 

31) Donald A. Ritchie(1995). Doing Oral History, New York: Twayne Publishers.
32) Paul Thompson(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33) 윤택림·함한희(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48-49

쪽.; 한국언론정보학회 편(2015).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컬처룩.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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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
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셋째로 구술자료는 ‘서술성’, 즉 구술자가 실제 경험의 
재현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어떤 방식이나 플롯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나누는가, 얼마나 길거나 짧게 이야기하는가, 어떤 말씨를 사용하는가와 같은 
서술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넷째로 구술자료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구술자)
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모두 
구술 작업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공동작업’적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구술자료는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의미의 신
뢰 가능성, 즉 ‘사실적 진실’이 아닌 ‘서사적 진실’로서의 ‘신뢰성’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34)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구술면담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가능한 최대로’ 문자로 옮겨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구술자의 말하기 방식, 
서술의 순서, 이야기의 흐름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경
험과 사회구조와의 연관성, 구술자 자신의 이해와 사회적 의미화 등을 밝히
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것이 객관적·사실적 진실과는 차이가 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구술자에게 ‘서사적 진실’로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고
자 했다. 
  구술면담은 크게 ‘구술 증언(oral history)’과 ‘구술 생애사’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한 개인이 경험한 과거의 특정 사건, 기억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
는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보다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의 살아온 전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을 말한
다.35)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중에서도 특히 6.25 전쟁에 관한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술 증언’의 성격을 더 크게 갖는
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이 70여 년 전의 경험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의
미화해왔는지, 지금 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주목함으로써 생애사적 접근을 일부 포함하고자 하였다. 
  한편 구술자료 분석은 크게 ‘서사 분석’과 ‘재구성적 교차분석’으로 나뉜다. 

34) 윤택림·함한희(2006). 50-57쪽. 
35) 윤충로(2020).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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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사 분석은 서술 형식(narrative form)을 중심으로 구술자료를 해석
함으로써 구술자의 자기표현의 측면과 서술형식의 특수성 등에 초점을 두며, 
연구의 성격상 문학적인 연구의 특성을 띤다. 반면 재구성적 교차분석은 구
술로 드러나는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맥락 중심의 해석, 통시적 해석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재구성적 교차분석은 서사 분석에 비해 구술자료의 역
사성에 더욱 주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구술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김성례는 여성 구술사가 젠더 경험의 
또 다른 식민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주
의 구술사에서 연구자는 다른 어느 누구를 대상화하고 주변화하는 식민주의
적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6) 이러한 지적은 뒤에서 살펴볼 안보
화 이론에 대한 버트랜드(Bertrand)의 탈식민주의 비판이 함의하는 것과 같
이, 재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민화’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주지하면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대해 재
구성적 교차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을 역사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들을 안보 수행의 주체, 안보-말하기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구술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첫째로 
총체적 역사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 개인을 경험적 주체이자 서사적 주체로 
세우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한국전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참전 여성에 대
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그 까닭이 있다. 나아가 한
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구술사 방법론을 소개한다는 
의의도 갖는다. 
  한편 문헌연구로는 국가와 군이 발간한 여러 공간사, 전쟁 당시와 최근의 
언론 보도, 국회회의록과 군 규정, 법률 등의 다양한 문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여러 관련 공간사를 검토해 여자의용군의 창설 배경부터 모집 과정, 운영실
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들 공간사는 편찬 과정의 특성상 내용 면에서 많은 
중복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책의 주제에 따라 어떤 부분이 강
조되고 어떤 부분이 축소·생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별히 

36) 김성례(2012).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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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 여군 참전사』는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유일무이’한 공간 사료로써 문
헌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이 책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임동순과 이복순의 이
야기도 담겨 있는데, 이 책에 실린 두 사람의 증언과 증언을 토대로 편찬자
가 작성한 본문을 연구자가 수행한 면담의 구술과 비교하면서 어떤 서사가 
‘공적 역사’로 선택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언론 보도의 경우 먼저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마산일
보, 대구매일신문 등 전쟁 당시 발행된 여러 신문에서 참전 여군 관련 기사
들을 검토하고, 광고란에 실린 모집 공고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자
의용군의 모집과 훈련, 여군의 전투 참여와 전사 같은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양상을 검토하였다. 한편 오랜 시간이 흐
른 뒤 2010년대에 들어 간헐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6.25 전쟁 참전 여성
들이 소개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6.25 전쟁 70년 기념을 계기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참전 여성들을 조명하는 기획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들 보도는 참전 여군에 대한 재현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가늠
하는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특히 연구자와 비슷한 시기에 연구참여자 임동순
과 이복순을 인터뷰한 기사들은 언론이 이들의 경험 중 어떤 부분에 주목했
는지,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생략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사회가 
‘6.25 전쟁 참전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1)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는 여자의용군 1기로 입대해 1972년 대령으로 전역한 
임동순과 여자의용군 2기로 입대해 1955년 이등상사로 전역한 이복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여름, 6.25 전쟁 70년을 기념하는 언론의 
기획기사들 가운데 그동안 잊혀왔던 참전 여군들을 소환하는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동아일보는 <[6·25 70주년] 노병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
목으로 6주에 걸쳐 참전 노병 여섯 명의 인터뷰를 1인칭 형식으로 재구성해 
기사화했다. 해당 기획 중 다섯 번째 기사에서 이복순의 인터뷰가 소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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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한국일보에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에 걸쳐 <6.25 70년 여
군이 있었다> 특집 기사 일곱 편을 게재하였다. 한국일보는 특집을 시작하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기를 극복
하는 데 일조하고도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영웅’ 여군
을 재조명하는 데 뜻을 같이 하게 됐다”고 기획의 변을 밝혔으며, 이 기획 
가운데 첫 번째 기사의 주인공이 임동순이었다.38) 이들 언론사를 통해서 연
구참여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 대령 임동순

  임동순은 1930년생으로 이북지역인 원산이 고향이다. 일본인 학생들이 다
니던 원산고등여학교에 재학 중 해방을 맞아 원산고녀가 없어지고 같은 지역
의 루씨고등여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이후 소련의 모스크바 교원대학에 유학
했다 한 학기 만에 돌아와 단신으로 남한에 내려왔다. 건국대에 입학해 2학
년 재학 중에 6.25 전쟁을 맞았다. 전쟁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당시 국무총
리를 겸직했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서 민간인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37) 손효주. 「“전장에서 희망은 ‘살자, 살아남자’뿐… 다른 꿈은 꿀 수 없었다”」 (동아일보, 
2020. 5. 16.); 성동기. 「“첫 해전 이긴뒤 ‘적함은요?’ 전사자 한마디 평생 가슴에 새
겨”」 (동아일보, 2020. 5. 23.); 손효주. 「“100번째 출격한 날, 이틀전 산화한 후배 모
습이 먼저 떠올랐다”」 (동아일보, 2020. 5. 30.); 성동기. 「“종군기자라 철모도 지급 못
받고… 목숨 건 현장취재였죠”」 (동아일보, 2020. 6. 6.); 손효주. 「“이 몸이 죽어 나라
가 산다면…” 소녀 병사는 전선으로 달려갔다」 (동아일보, 2020. 6. 13.); 성동기. 「쾅! 
쾅! 빗발치는 중공군의 포격… 목숨 걸고 고지로 내달렸다」 (동아일보, 2020. 6. 20.) 
(이상 지면 게재 순서)

38) 안아람. 「“수원서 서울이 ‘시쳇길’이었지… 지프차 이동 때 온통 피범벅”」 (한국일보, 
2020. 6. 22. A01, A05면); 조영빈. 「4세 아이 친정에 맡기고 입대한 체육교사 / 항
일 무장투쟁 광복군 출신 간호사까지」 (한국일보, 2020. 6. 22. A05면); 안아람. 「정
부, 여군 창설 70주년 맞아 ‘숨겨진 영웅’ 재조명 추진」 (한국일보, 2020. 6. 22. A05
면); 양진하. 「각개전투 훈련·소총 든 채 대북방송… “최전방도 겁나지 않았다”」 (한국
일보, 2020. 6. 23. A06면); 김지현·양진하. 「나라·가정 지켜낸 여성 역할 부각됐지
만… 종전후엔 되레 ‘전통적 여성성’ 더 굳어져」 (한국일보, 2020. 6. 23. A06면); 김
지현·양진하. 「“억센 여자 낙인찍힐라” 나라 위해 목숨 걸고도 참전 사실 숨겨」 (한국
일보, 2020. 6. 24. A08면); 조영빈. 「2001년 첫 여성 장군 배출 ‘유리천장’ 깨… 지
난해 영관급 5.9%로 늘어」 (한국일보, 2020. 6. 24. A08면) (이상 지면 게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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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여자의용군 1기 모집 당시 장관의 제안으로 군에 입대하여 1950년 
11월 18일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본부 제3국 지출대리관으로 보직을 받
아 예산 지출 업무를 맡았고, 12월 중순 고향인 원산 지역으로 자원해 전방 
사단의 예산 지급을 위해 출장을 떠났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함흥에서 철수
하였다. 여군훈련소 교수부장, 학생대대장, 2군 여군과장, 여군훈련소장 등을 
거쳐 제6대 여군처장 및 여군단 초대 단장을 역임하였다. 1972년 대령 전역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목회활동을 하
다가, 현재는 은퇴해 생활하고 있다.

(2) 이등상사 이복순

  이복순은 1933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1945년 3월 한국으로 귀국, 수원에 
정착하였다. 전쟁 발발 후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거절
하고, 아버지도 인민위원회 인사들과 대립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후 9.28 서
울 수복 때까지 수원도립병원 조제실에 숨어 일하며 지냈다. 50년 11월 중
순 배속장교들이 여자의용군 2기 모집차 수원에 방문하였을 때 자원하여 입
대했다. 수료 직후 2기생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했다가, 전방 근무를 자원
하여 1951년 1월 말 9사단 6625부대(백마부대)에 배속되었다. 필적을 인정
받아 29연대 고급부관실 인사과 사병계에서 근무했으며, 2월 중순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으로 후퇴 중에 척추부터 꼬리뼈까지 부상을 입
었다. 같은 해 4월 1일 제1차 전군 각개점호를 마치고 공훈을 인정받아 1개
월 특별휴가를 받아 후방에서 지내던 중 5월 중순 3군단이 전멸했다는 소식
을 듣고 급히 부대로 복귀하였다. 1951년 8월 여군 전원이 후방으로 철수할 
때에 함께 부산의 여자의용군훈련소로 복귀하여 육군본부 인사계에서 근무하
였다. 결혼을 앞둔 1955년 3월, 4년 4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등상사
로 전역하였다.
  참고로 이복순의 계급인 ‘이등상사’는 현재의 계급으로는 중사에 해당한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의 계급 체계는 부사관 구분 없이 사병과 장교로만 나
뉘었으므로 이등병으로 시작해 현재의 원사에 해당하는 특무상사까지 진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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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때 훈련소에 입소한 순간부터 이등병으로 불렸으나 계급장은 
없었고, 훈련을 수료하면 일등병으로 부대에 배치되는 방식이었다. 

 
  연구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군별·병과·복무지역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5~6명 이상의 구술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제
약으로 두 사람의 연구참여자를 만나 구술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6.25 전쟁 참전 여성의 수 자체가 많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생존자가 줄어

6.25 전쟁 당시 계급 현재 계급

사병

이등병

병

이등병
일등병 일등병
하사 상등병

이등중사 병장
일등중사

부사관

하사
이등상사 중사
일등상사 상사
특무상사 원사

준위 준사관 준위

장교

위관
소위

장교

위관
소위

중위 중위
대위 대위

영관
소령

영관
소령

중령 중령
대령 대령

장성

준장

장성

준장
소장 소장
중장 중장
대장 대장

원수
부사관 없이 사병/장교만 구분 병/부사관/장교로 구분

출처: 박동찬(2014). 『통계로 본 6·25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6-127쪽; 
박종상(2020). 『6·25전쟁 시 군사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9쪽; 군인사법.

<표 I-2> 6.25 전쟁 당시와 현재의 군 계급 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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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한정된 연구 기간 내 접촉 가능한 참여자가 많지 않
았던 점에 기인한다. 게다가 6.25 전쟁 당시 20세 전후였던 이들 참전 여군 
당사자들은 현재 8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르러 상당한 고령이 되었다. 생존
자 중에서도 수 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하며 충분한 구술을 해줄 수 있는 연
구참여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2020년 초부터 계속되었던 ‘코
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령층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더욱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한 두 사람의 증언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얼마 남지 않은 참전 여군 생존자로서, 전쟁을 경험했고 기억하는 증언자로
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이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이들의 말을 더욱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험과 
기억은 우리 사회가 전혀 알지 못했던 6.25 전쟁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임동순과 이복순에 관한 기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구술자로는 어떠한 ‘대표성’이나 ‘일반성’을 확보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동순과 이복순

성명
출생
고향

입대 시 
연령

입대 전 
거주지

임관 및 전역 특징

임동순
1930 
원산

21세 서울

1950년 9월 1일, 
여자의용군 1기

- 여자의용군 1기
- 장교
- 후방 본부 근무
- 21년 9개월 복무

1972년 5월 31일,
대령 전역

이복순
1933 
오사카

18세 수원

1950년 12월 1일,
여자의용군 2기

- 여자의용군 2기
- 사병
- 전방 부대 근무
- 4년 4개월 복무

1955년 3월 25일,
이등상사 전역

<표 I-3> 연구참여자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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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이 전체 여자의용군을 대표하거나 6.25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참전
한 모든 여성을 대변할 수 없음을 주지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역으로 ‘경험
들’의 차이를 오롯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대문자 여성(WOMAN)의 역사
가 아닌 소문자 여성‘들’(women)의 개별 경험과 기억을 드러내고자 하는 페
미니즘의 시각과도 맞닿아있다. 즉 본 연구는 참전 여군의 경험을 일정한 형
태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역사의 증인들로부터 개별적이고 구
체적인 증언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그 증언들로부터 그들이 경험한 전쟁의 
실제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구술 작업의 목표로 삼
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 두 사람 모두 가까운 시기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최상호의 공간사에서도 다루어진 인물들이었던 관계로 
만남 이전에 참여자들의 주요 정보와 각자에게 중요한 몇몇 에피소드들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미 언론과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고, 연구자의 면담 요청도 흔쾌히 수락한 참여자들의 성격적 특성 등도 구
술의 진행 과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은 이야깃거리가 풍
부하고 말솜씨가 좋은 ‘준비된 구술자’들이었고, 연구자가 적극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끌어내지 않아도 자신들의 전쟁 경험에 대해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몇 가지 주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들을 
정리해가기는 했으나 실제 면담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리
한 질문 목록들을 굳이 따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작된 연구참여자들의 이
야기를 좇아가다가 맥락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더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구술자에게 공통 질문을 미리 제시하거나 내용을 
범주화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구술을 모두 마친 후 녹취록을 토대로 답변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구술의 주요 내용은 참전하게 된 동기와 입대 경로, 복무 당시의 업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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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그 외 전쟁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 전시의 경험뿐 아니라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기억들도 함께 듣고, 참전 경험에 대한 인식과 참
전이 전후 본인의 삶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실제로 1차 면담의 내용이 주로 전쟁 당시의 경험들,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생활에 대한 기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 면담은 전쟁 혹은 해방 이전까
지의 삶과 전역 이후의 삶까지 포괄하도록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전쟁 
경험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생애 이야기들은 본문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가 구술자의 삶을 이해하고 참전 경험에 대한 구술자 자신의 인식 및 
평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에 토대가 되었다.
  구술자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중에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의 전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녹취록은 전체 면담 일
정이 마무리된 후 연구자가 녹취하여 작성하였다. 두 사람의 면담 일시 및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임동순과의 면담은 2020년 6월 27일과 7월 27일 2회에 걸쳐 경기도 시
흥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임동순은 면담일 현재 91세의 나이로 약간의 기
억력 감퇴 증세를 보였다.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종종 지역을 혼동
하거나 특정 장면들이 시간 흐름과 무관하게 뒤섞여서 구술되기도 했다. 전
쟁 시기 인상 깊은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는 기존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이었다. 특히 ‘시체로 뒤덮인 수원 고개’나 ‘눈썹을 스쳐 지나간 
총알’, ‘치열했던 함흥에서의 후퇴’ 이야기는 대화의 맥락을 초월하여 도돌이

성명 면담일 현재 정보 1차 면담 2차 면담

임동순 91세, 
시흥 매화동 거주

2020.6.27. 3시간
매화동 자택

2020.7.27. 2시간 20분
매화동 자택

이복순 88세,
서울 화곡동 거주

2020.6.18. 2시간 30분
화곡동 자택

2020.8.21. 2시간 30분
화곡동 공간대여시설

<표 I-4> 구술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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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이 반복 구술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언론이나 공간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보다 개인적인 감정, 소회들을 
말할 때는 그러한 ‘레퍼토리’화 된 서사와는 달리 반복이 많지 않았다. 특히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는 다루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연,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아 유학한 경험 등을 말하는 과정에서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동순은 원산에 살았던 
시기 자신은 북한 정권이 선택한 엘리트였으며, 어머니의 강권이 아니었다면 
월남을 하는 대신 북한의 고위층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했
다. 이는 오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원로에게서 흔히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년이 넘는 군 생활을 하
며 느꼈던 여성에 대한 차별, 그에 대한 분노, 군에 대한 애증의 감정 등을 
거침없이 토로하기도 했다.
  이복순과는 2020년 6월 18일 서울시의 자택에서 1차 면담을 진행하였고, 
2020년 8월 21일 화곡동의 공간대여시설에서 2차 구술을 진행하였다. 특별
히 1차의 경우, 이복순이 그즈음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약속 시간이 겹치게 되어 유튜브 채널 “씨리얼”(CBS)의 제작진과 동
석한 상태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39) 현장에는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마이크
가 설치되었고 초반부 인터뷰 과정은 제작진의 주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약 
1시간 30분가량의 촬영을 마치고 제작진이 떠난 후, 연구자와 이복순은 1시
간 정도 추가로 1:1 면담을 진행하였다. 하여 1차 면담은 총 2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복순과의 1차 면담이 언론사 인터뷰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예상
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논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취재진의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한 이복순의 인터뷰 내용과 최종 결과물로 업로드된 영상
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증언을 어떻게 ‘편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선한 의지의 재현자
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 안보화의 문제와 이중의 침묵화 현상을 보다 명확하

39) 해당 인터뷰를 포함한 씨리얼의 콘텐츠는 2020년 6월 24일 「전쟁 후 70년이 지났
는데도 들어본 적 없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다.
https://youtu.be/PPyNQssJ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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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면담은 이복순의 자택 근처 공간대여시설에서 역시 2시간 30분 정도
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일정과 건강 상황으로 인해 1차 면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있기까지 두 달여간의 공백이 있었다. 2차 면담은 연구
자의 제안으로 자택이 아닌 외부의 스터디 공간을 대여해 진행하였는데, 다
른 가족이 있는 자택에서 진행됐던 1차에 비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
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복순의 경우 2차 면담을 마친 뒤에도 꾸준히 연구
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통화 중에 면담에서 말하지 않았던 다른 경험
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면담이 아닌 통화 중에 언급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녹음 가부가 달라졌던 까닭에 일부 통화 내용은 녹취록 대신 연구일지에 기
록한 내용을 토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구술면담 이외의 자료수집에 관련하여, 부산일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면보기와 원문보기 서비스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원문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
리’, 지면은 각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였다. 대구매일신문은 기
존 공간사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확보하였고, 
마산일보, 민주신보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
이브’를 활용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기사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국언론진흥재
단의 ‘빅 카인즈’와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활용되었다. 그밖에 대한민국 국
회의 ‘국회회의록’,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 대한민
국역사박물관의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국가기록원 ‘6.25전쟁’, 전쟁기념관 
‘오픈 아카이브’, 끝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의 본문 인용에 있어서 과거의 신문기사 등을 인용할 때에는 옛 
문투는 살리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문을 모두 국문으로 옮겼고, 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일부를 수정하였다. 기사문, 모집 공
고 등 문서의 성격이 강한 인용은 상자 안에 넣어 구분하였고, 구술적인 성
격이 강한 증언, 인터뷰, 녹취록 등은 문단에 변화를 주어 구분하였다.



- 25 -

5.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I장에서는 그간 ‘전쟁’과 ‘여
성’의 연결고리로서 질문되지 않아 왔던 ‘6.25 전쟁 참전 여성’의 경험에 주
목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6.25 전쟁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보여준 연구
들과 6.25 전쟁과 여성의 관계를 질문해 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3절에서는 연구의 목표와 그에 따라 설정된 연구 질문을 각각 세 가지로 제
시하였다.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된 구술사 방법론에 관한 간
략한 소개를 포함,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을 먼
저 개괄하고,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 관점에서의 전쟁 연구에 관해 논한다. 
2절에서는 안보화 이론과 그것이 갖는 ‘침묵-문제’에 대한 비판을 기술함으
로써 본 연구가 질문하는 6.25 참전 여성들의 ‘침묵화’ 현상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 
  제III장은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 즉 “6.25 전쟁에는 여성도 참전했다는 
사실을 역사로써 구체화하는” 것을 시도하는 장으로써, 1절에서는 전쟁 이전 
여자배속장교의 시작부터 개전과 여자의용군의 창설, 제1기와 2기의 모집과 
훈련, 운영과 배치 등에 관해 기술한다. 2절은 전쟁 시기 여자의용군이 ‘실제
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관련 제도에서 드러나는 젠더 위계를 
규명한다. 이어 3절에서는 전통적 젠더 관념에 의해 당대의 여군이 어떠한 
상징과 의미들을 부과받았는지, 어떤 이미지로 고정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마
지막 4절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여군 제도와 실제 운용
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차원의 젠더 위계를 정리한다. 
  제IV장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 “육군 여자의용군 ‘임동순’과 ‘이복순’이 
경험한 6.25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장으로써, 두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여자의용군 개개인에게 경험된 6.25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는
지, 그들은 제도적·사회적으로 가해진 ‘여자의용군’의 표상을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1절에서는 임동순의 이야기를, 2절에서
는 이복순의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을 전쟁에 관해 증언하는 ‘안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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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내세운다. 3절에서는 두 사람의 구술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의 주제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4절에서는 두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면서 두 참전 여군의 말하기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젠더 위계를 밝힌다.
  마지막 제V장은 결론으로서 제I장에서 정리했던 연구 목표를 중심으로 II
장과 III장, IV장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였던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읽고 들을 것인가”라는 질
문에 대한 연구자의 답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정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
의와 한계, 후속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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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과 전쟁 연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학계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영국의 런던정경대(LSE)에서 발간하는 국제정치학 저널 『밀레니엄
(Millennium)』 특별호에서 “여성과 국제정치”를 다루었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계의 소위 ‘제3의 논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일종의 비판이론이며 탈실증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초기 페미
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세계정치 이해를 주장하며 전
통 국제정치학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과학 연구에 자
연과학 방법론의 적용을 주장하고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실증주
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40)

  ‘젠더(gender)’와 ‘가부장제(patriarchy)’는 페미니즘 안보연구 이해에 기초
가 되는 개념이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性)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
물학적 성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된 개념
으로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41) 
‘젠더’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관계를 포함하며, 동시에 
권력 관계 및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무엇보다 젠더는 사
회적 관계의 구성 요소이자 동시에 권력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42) 
  ‘가부장제’는 젠더 이원적 대립구조를 일상화시키는 지배적 남성성의 표현

40) 황영주(2013).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19호, 28-29쪽.
41) 샌드라 하딩은 젠더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며, 젠더화된 사회 생활

은 ① 성차와 거의 관련 없는 다양한 이분법에 이원론적인 젠더 은유를 부여하거나 ②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 이들 젠더 이원론에 호소하거나 ③ ‘현실’이나 혹은 성차
에 관한 인식과 단지 불완전하게만 관련 있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인의 정체성의 형
태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샌드라 하딩(2002).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박혜경 역, 이
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4쪽.

42) Joan Scott(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1, No. 5, p. 1067; 황영주(2013). 3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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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는 “남성성의 특권을 영속시키는 구조적이고 이데
올로기적인 체계”이며, 모든 종류의 사회제도나 문화 전체도 가부장제가 될 
수 있다. 가부장제는 단지 ‘남성(men)’ 또는 ‘남성적인 것(the masculine)’으
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젠더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성성에 대한 복잡한 
개념과 여성의 순응, 순종을 필요로 한다.43)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들은 현실주의를 포함한 전통적 국제정치학뿐만 
아니라 비판적 주류 이론들마저도 젠더 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남성 지배의 구도를 숨김으로써, 사실상 남성 
지배를 만들고, 또한 유지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다(Whitworth, 1994; 
Peterson, 1992).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를 분석의 범주로 삼고 성별 
이분법에 녹아있는 남성편향을 폭로하고 거부함으로써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
념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국제정치학을 
일상의 평범한 현실로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은 국제정
치학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44) 
  예컨대 진 엘슈타인(Jean Bethke Elshtain)과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 앤 티크너(Ann Tickner)는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을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확립시킨 선구적 학자들이다.45) 먼저 엘슈타인의 Women and 
War(1987)는 여성성과 모성으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가 사적 영역에 국한되
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밝히고, 여성의 전쟁 참여 사례들을 소개
했다. 인로의 Bananas, Beaches, and Bases(1990)는 국제정치학에서 여성
의 경험을 새롭게 조명하려면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젠더에 의존하는 군(軍)과 군사화를 분석하고 ‘군사화된 여성성’이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에 주목되지 않았던 외교관 (여)비서, 외교
관 부인, 기지촌 여성, 여성노동자의 가정과 일들로부터 국제정치의 작동을 

43) Cynthia Enloe(2004). The Curious Feminist: Searching for Women in a 
New Age of Empi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4-5.

44) Cynthia Cockburn(2007). From Where We Stand: War, Women’s Activism 
and Feminist Analysis, London: Zed Books, p. 234.

45) Christine Sylvester(2002).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An Unfinished 
Journey,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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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낼 것을 강조했다. 티크너의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92)는 현실주의 전통을 재해석하면서 안보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국제정치학 전반과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었음을 지적하고,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theory)을 반영해 국제정치에 지배
적인 ‘시민-전사’의 이미지를 ‘중재자’ 이미지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페미니즘 IR의 전쟁 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2차 대전
기 참전 여군을 다룬 연구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캠벨(Campbell)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독일, 소련에서 여성의 참전이 어떻게 이루어졌
는지, 군인이나 전투원으로 여성들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군 운용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등을 밝혔다.46) 페닝
턴(Pennington)의 연구는 2차 대전 이후 오랫동안 참전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 당해왔던 소련의 여성 군인과 조종사에 주목했다.47) 전투원 혹
은 비전투 군인으로 참전하는 여성들을 향한 관심은 현대의 군대에서 나타나
는 젠더 역할의 분리와 위계화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일례로 클레
이캠프와 클레버(Kleykamp & Clever)는 미군을 중심으로 군대 내 여성 역
할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피고, 공식적으로는 전투 역할에서 배제된 여성들
이 실제로는 전투의 전면에 참여하고 있는 위선적인 상황을 지적했다.48) 이
외에도 전쟁의 경험은 젠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경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49)

46) D’Ann Campbell(1993). “Women in Combat: The World War II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7.

47) Reina Pennington(1996). “‘Do not speak of the services you rendered’: 
Women veterans of aviation in the Soviet Union,”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9(1).

48) Meredith Kleykamp and Molly Clever(2015). “Women in Combat: The 
Quest for Full Inclusion,” in Mariam M. Kurtz and Lester R. Kurtz (eds.), 
Women, War, and Violence: Topography, Resistance, and Hope, Santa 
Barbara: Praeger, an imprint of ABC-CLIO, LLC.

49) Ronit Lentin (ed.)(1997). Gender and Catastrophe,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Lois Ann Lorentzen and Jennifer Turpin (eds.)(1998). The 
Women and War Reader,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Susie Jacobs, Ruth Jacobson and Jennifer Marchbank (ed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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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성이 본질적으로 ‘평화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는다. 성차를 생물학적 차이로 인식하든 문화적 차이로 인식하든 여성은 
돌봄이나 보살핌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지향적이라고 여겨지기
도 한다.50) 또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주로 평화적 가치를 위해 교육되는 
반면, 남성은 전쟁을 위해 교육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여성의 도덕적 
어머니 역할(moral motherhood)과 모성적 사고(maternal thinking)가 권
력, 헤게모니, 위계질서와 같은 기존의 개념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51) 평화에 대한 여성의 젠더 인지적 접근을 조망한 러딕(Ruddick)이나, 
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협상을 시도하려는 각국의 여성들의 평화운
동 사례에 주목한 코번(Cockburn)의 연구, 이라크전에서 시행된 평화재건을 
위한 여군들의 활동에 주목한 지글러와 군더슨(Zeigler and Gunderson) 
등은 모두 여성과 평화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52)

  반면에 ‘여성성=평화적’이라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실베스터는 모성에 기반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부장제 질서를 타파하려는 능
동적인 여성이나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일원화
되고 수동적인 타자로만 인식한다는 점, 또한 양육자가 아닌 여성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53) 이런 맥락에서 워를(Woehrle)은 

States of Conflict: Gender, Violence and Resistance,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Caroline O. N. Moser(2001). “The Gendered Continuum 
of Violence and Conflict: An Operational Framework,” in Moser, Caroline 
O. N. and Fiona C. Clark (eds.), Victims, Perpetrators or Actors? Gender, 
Armed Conflict and Political Violence,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pp. 20-52. 

50) 강윤희(2011). 254쪽.
51) 황영주(2007).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82쪽.
52) Sara Ruddick(1989). Maternal Thinking: Towards a Politics of Peace, 

London: Women’s Press.; Cynthia Cockburn(2007). From Where We Stand: 
War, Women‘s Activism and Feminist Analysis, London: Zed Books. (신시아 
코번(2009). 『여성, 총 앞에 서다』, 김엘리 역, 삼인.); Sara Zeigler and Gregory G. 
Gunderson(2005). Moving Beyond G. I. Jane: Women and the U.S Militar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53) Christine Sylvester(1987). “Some Dangers in Merging Feminist and Peace 
Projects,” Alternatives,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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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가 여성성/남성성의 젠더 및 군사화와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주목
했다. 그는 ‘남성-전쟁’과 ‘여성-평화’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며, 중요한 것은 
권력의 본질과 그것의 허용된 사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54) 같은 입장에서 경험연구를 시도한 맥켄지(MacKenzie)는 시
에라리온 여군의 사례를 통해 전쟁에 대한 신화(myth), 특히 ‘전사/피해자’의 
신화에 도전했다.55) 그의 연구에서 시에라리온의 여성 전사들은 남성 못지않
게 전투에서 적을 사살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전통
적 젠더 역할을 주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여성이 아닌 전사(가해자)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6.25 전쟁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웬디 브라운(Wendy L. Brown)은 『남성됨과 정치』에서 
페미니즘 연구가 여성에 대한 배제, 거부, 비하를 비판하고 여성의 비가시화
를 드러내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6)

… 정치 이론의 역사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은 여성이 정치적
으로 또는 심지어 인간의 지위를 어떻게 거부당했는지 그리고 
이런 거부가 다양한 이론 구조에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춰졌는지
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여성의 
자리를 찾거나 전통적으로 여성이 맡는 ‘비가시적’ 노동을 정치
적 사고와 실천에 결합하는 이론적 재구조화 작업을 시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에 기초해 과거의 정치 이론을 
살펴보는 정치적인 목적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57)

54) Lynne M. Woehrle(2015). “Are Women the Peacemakers? Are Men the 
Warmakers?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Militarization,” in 
Kurtz and Kurtz (eds.).

55) Megan MacKenzie(2011). “Ruling exceptions: Female soldiers and everyday 
experiences of civil conflict,” in Christine Sylvester (ed.), Experiencing 
War, London; New York: Routledge.

56) 정희진(2021). “해제: 서구 정치사상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구성,” 웬디 브라운, 『남성
됨과 정치: 서구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독해』, 황미요조 역, 나무연필,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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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의 문제의식을 따르면 페미니즘 시각에서 전쟁을 연구하는 것 역시 
단순히 기존의 전쟁 연구, 전쟁에 대한 인식, 전쟁 역사의 서술 가운데에 여
성의 존재를 ‘끼워 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요컨대 페미니즘 국제정
치학의 전쟁 연구는 단순히 생략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는 것만이 아
니라, 남성성이라는 특정한 관념과 실천, 제도가 전쟁에 대한 인식과 전쟁 
수행 과정에 어떻게 서로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포착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렇다면 6.25 전쟁을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1950년대 한반도라는 시공간적 배경에서 전쟁이라는 맥락과 젠더 위계
의 상호구성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이 된다.
  베티 리어든(Betty A. Reardon)은 전쟁을 통해서 강화되는 군사주의는 
“가부장제의 정수가 체현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회의 군사화는, 통치의 
명시적이고 노골적인(원저자 강조) 양상으로서 가부장제를 거리낌 없이 드러
낸 결과”라는 것이다.58)

  가부장제는 제도의 지지를 받고 폭력적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신념 및 가치의 집합이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 여성과 여
성 사이, 그리고 남성과 남성 사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관
계들을 규정한다. 가부장제는 어떤 일을 "자연스러운" 남성의 일
로, 또 다른 일을 "자연스러운" 여성의 일로 만드는 구조를 강제
한다. 그리고 남성의 일에는 항상 더 많은 가치와 의미, 보상을 
부여한다. …… 가부장제가 상정하고 있는 가정, 가치, 노동 분
업 등 모든 측면들은 이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가장 가부장
적인 제도, 즉 군사적인 속성(the military) 속에서 결정화되어 
굳어진다.(이탤릭은 원문 강조)59)

57) 웬디 브라운(2021). 『남성됨과 정치: 서구 정치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독해』, 황미
요조 역, 나무연필, 60쪽. 

58) 베티 리어든(2020).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황미요조 역, 나무연필, 50쪽.
59) Ellen Elster(1981). “Patriarchy: a working definition,”. in W. Chapkis (ed.). 

Loaded Questions: Women in the Militar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베티 리어든(2020). 49-5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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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든이 인용한 것처럼 가부장제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남성의 일과 여
성의 일을 나누고 그들 사이에 위계를 생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남성성
과 여성성은 결정적으로 ‘군사적인 것’과 만나며 굳어진다. 이는 국가가 수월
한 전쟁 동원을 위해 남성성을 전쟁 수행에 적합한 특정 방향으로 강화하고
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성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즉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대립 
속에서, 이항대립의 한 항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6.25 전쟁 당시 이러한 이항대립 구조 속에서 남성성 혹은 남성됨과 군인
됨을 연결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보호해야 
할 대상-여성’의 존재에 근거한 ‘보호하는 주체-남성’의 성립이다. 둘째는 “비
겁한 사나이”와 같은 표현에 내포된, ‘여성만도 못한’ 남성에 대한 비난을 통
해 구성되는 ‘사나이’의 모범이다.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 여성은 남성성과 남
성 주체의 구성을 위해 하나의 상징으로 위치 지워진다. 
  이때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선험적이거나 필연적인 특질
이 아니며, 전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선택된 특질들이다. 
전시 상황에서 남성적인 것은 곧 전장에서 용맹함을 떨치는 것, 두려움 없이 
적을 사살하는 것, 보호해야 할 대상들(대표적으로는 여성)을 지키는 것으로 
설정되고, 전쟁 수행의 주체로 상정된 남성들은 남성됨과 군인됨을 동일시하
도록 강요받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군인’들은 모순에 처하게 된다. ‘군
인됨’을 ‘남성됨’과 일치시키는 구조 속에서 여군은 당연히 남성일 수도, 또한 
온전한 군인일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모순적인 ‘여성-군인’의 지위는 전쟁
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여성들의 경험과 역사를 줄곧 
지배해왔다.

2. 안보화 이론과 ‘침묵-문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냉전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관
점에서 안보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점차 나타나고, 구성주의와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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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안보 담론이 빠르게 
성장했다. 규범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안보논의의 전개와 함께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안보, 비판안보 등의 논의가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안보’는 특
정 행위자 차원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닌 국가 외부의 상황이
나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주목하는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개
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서 전통적 안보연구와 비판적 안보연구를 
연결하는 중간적 입장에 선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화(securitization)’라는 개
념을 중심으로 안보문제의 구성적 성격에 주목했다. 이들의 안보 개념은 물
질적이고 실재적인 측면에 더해 내재적·과정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써, 
‘주어진’ 하나의 실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사회 의제’로 간주된다.60) 
  여기에 199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인간안보’ 개념은 안
보의 대상이 전통적인 국가 단위체에서 ‘개인’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잘 드
러내 보였다.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UN 개발프로그램의 보고서에서 제시
된 것으로, 전통적인 안보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이며 ‘모든 인간’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안보를 지향한다. 비교하자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담론이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간안보 개념은 안보의 분석 수준을 
국가에서 개인과 국제사회로 넓히는 데에 성공했다.61) 
  이렇게 안보의 개념이 확장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에서 배제되어왔던 주제인 ‘젠더’의 문제가 안보 연구에 포섭될 수 있는 전기
가 마련되었다. 젠더를 고려하지 않은 혹은 젠더 문제를 평가절하하는 관점
으로 인간안보와 인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인식적·이론적 차원의 문제나 실
행적 차원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젠더 평등(gender equality), 젠더 주
류화(gender mainstreaming), 여성 임파워먼트(women’s empowerment)
와 같은 주요 개념들이 제기되었다.62) 

60) 민병원(2012). “안보담론과 국제정치: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평화연
구, 20(2), 212-213; 216-217쪽.

61) 민병원(2012). 218-221쪽.
62) 전재성(2006).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 논의,” 국제관계연구, 

11(2), 9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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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안보문제로서 존재하고 관리되는 것
은 어떤 대상이나 물질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안보화를 행하는 주체와 
청중 간의 간주관적 과정의 결과로써 안보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발상에 기
초한다.63) 따라서 안보행위는 일종의 화행(speech-act)으로 인식되고, 안보
화 주체(securitizer)뿐 아니라 청중,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의 
구성으로서의 상호작용이 모두 중시된다. 그러나 비판적 안보연구자들은 안
보화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화행 이론이 ‘침묵-문제(silence-problem)’를 내
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화행에 의존하는 안보의 개념화가 
스스로의 우려에 대해 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행위자들, 소위 서발턴64)

(하위주체)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버트랜드는 안보화 이론의 ‘침묵-문제’가 지금까지 비판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탈식민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그의 비판은 안보화 이론이 서발턴의 목소리
를 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서발턴을 ‘위해’ 다른 목소리가 발언하게끔 만듦으
로써, 일종의 식민 관계나 다름없는 침묵화와 주변화를 초래하는 것에 주목한
다.65) 이에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서발턴은 안보화를 할 수 있는가?”
  일찍이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63) Balzacq et al(2015). “What kind of theory - if any - is securitiz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9(1), pp. 98-99. 

64) 본래 ‘서발턴(subaltern)’이라는 단어는 ‘군대 내의 하급 사관 혹은 낮은 서열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그람시(Antonio Gramsci)에 의
해 이론적 개념으로 처음 자리 잡았으며, 1980년대 초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인 라나지트 구하(Ranajit Guha) 주도로 만들어진 『서발턴 연구(Subaltern Studies)』
와 동 저널의 편집위원회인 ‘서발턴 연구 집단’에 의해 탈식민주의 이론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김택현(2008).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보, 제200
집.). 서발턴은 지배 집단 혹은 엘리트에게 종속되어 주체성과 말할 역량(재현과 해석, 
지식 생산의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며, 특히 스피박의 에세이 “서발턴은 말
할 수 있는가?”는 ‘젠더화된 말 없음으로서의 서발터니티’에 관한 탁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 역, 그린비를 참조.)

65) Sarah Bertrand(2018). “Can the subaltern securitize? Postcolonial 
perspectives on securitization theory and its cr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Vol. 3(3),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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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주체가 서구 담론 안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문제 삼는”66) 작업을 
통해 서발턴의 재현 불/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분석에서 “지식인들
은 서발턴들을 재현[대표]하면서 자신들을 투명한 존재로 재현”67)하는데, 이
는 곧 서발턴을 위해 대신 말하는 지식인들이 서발턴을 ‘말할 수 없게’ 만드
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재현 과정에서의 식민화에 관해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는 (서구의 페미니즘 저술들이) “제3세
계 여성들 일상의 물질적, 역사적 이질성을 담론적으로 식민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적이면서도 단일한 “제3세계[개념으로서의] 여성”을 만들고/재
현”하는 것을 비판한다.68) 
  같은 맥락에서 버트랜드는 안보화 이론에 내포된 ‘침묵-문제’에 대한 비판
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한층 더 확장시킨다. 그는 안보화 이론이 두 단계
의 ‘식민적 순간(colonial moment)’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화 이론에 제기
되었던 기존의 비판들은 그것의 일부만을 포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서발
턴을 침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침묵화의 유형은 안보화에 요구되는 화행을 
완결하는 데 실패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서발턴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
를 묘사하기 위해 무엇을 ‘안보’로 명명할지에 대한 주장의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배제의 논리를 통해 작동한다. 두 번째 침묵화 유형은 서발턴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공백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서발턴을 ‘대리
(for)’하여 안보화의 화행을 수행하면서 이중적 침묵화가 일어난다.
  첫 번째 침묵화는 화행이 실패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의 기제로 구
분된다. 첫째는 발화적 침묵화(locutionary silencing)로, 화자가 물리적으로 
말하기를 방해당하거나, 혹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면 폭력 등의 위협에 처하는 
경우를 뜻한다. 두 번째 발화내적 방해(illocutionary frustration)란 청중이 
화자의 말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화자의 발화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66)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1988),”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
숙 역, 그린비, 399쪽.

67)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2013). 410쪽.
68)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역, 여이연,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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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될 때를 의미한다. 셋째로 발화내적 무력화(illocutionary disablement)
는 메시지를 왜곡하는 특정한 무력화의 프레임(disabling frames)으로 인해서 
청중이 화자가 의도한 내용을 듣거나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무력화 프레임’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필터링하고 형성하는 인
식론적 구조로서 이념(ideology), 개념적 어휘(conceptual vocabulary), 언
어 차이(language difference) 등을 들 수 있다. 

화행의 3요소
화자 청중 내용

화행의 
실패 종류

발화적 침묵화
Locutionary 
silencing

발화내적 방해
Illocutionary 
frustration

발화내적 무력화
Illocutionary 
disablement

문제점 말하기
Speaking

듣기
Listening

경청
Hearing

잠재적 
해결방안

더 많은 발화
Enabling more 
speech

청중의 각성
Awakening 
audiences

번역?
Translation?

출처: Bertrand(2018)
<표 II-1> 침묵의 세 가지 기제

  상술한 침묵의 기제들이 작동하면 서발턴의 목소리는 주변화되고, 이러한 
주변화는 심지어 화행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조차도 ‘조용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서발턴은 본질적으로 침묵하지 않으면 침묵‘당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안보화 이론에서 ‘침묵-문제’를 단순히 발화
(speech)의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서발턴에게 가해지는 주변화를 ‘비-참
여’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침묵-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발화를 둘러싼 맥락과 발화 사이의 상호작용까지도 모
두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침묵의 형태는 간단하게 ‘대리’ 안보화(securitization ‘for’)의 문제
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유형의 침묵화가 발생했을 때, 안보화 
이론에서는 침묵 당한―스스로를 위해 안보화를 행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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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턴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을 대리하여 안보화를 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리’ 안보화가 사실은 스피박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서발턴을 위한 목소리로 서발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로 끝나기 쉽다는 것
이다. 이러한 ‘대리’ 말하기에서 서발턴은 재-현(re-presentation) 행위에 내
재된 본질화(essentialisation)라는 인식론적 폭력에 의해 침묵 당하며, 또한 
재-현자들이 스스로를 비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의 실체를 은폐하기 
때문에 다시금 침묵 당한다.

  결과적으로 버트랜드의 분석에서 서발턴은 안보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첫
째로 서발턴은 안보 개념으로부터 발화적 침묵화, 발화내적 방해, 그리고 발
화내적 무력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둘째, 서발턴은 그들을 
대신하여 ‘안보화’를 달성하고 ‘침묵-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의 지
식인들에 의해서 ‘대신’ 말해짐으로써 안보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끝으로 서
발턴은, 안보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안보화 이론 자체의 ‘주변화’ 효
과를 애매해 보이게 하고 또 합리화하기에 안보화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버트랜드의 지적은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들이 “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들은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
회가 더욱 제한되었던) 1950년에 이미 초·중등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서
구식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엘리트 계층에 속해있
거나 이후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여성들이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

침묵의 
종류

안보화 화행 완결의 
실패로서의 침묵

대리 안보 말하기의 
결과로서의 침묵

침묵화의 
기제

발화적 
침묵화

발화내적 
방해

발화내적 
무력화

‘침묵-문제’의 
적극적 개선

‘침묵-문제’를 
비판하는 

규범적 주장

‘침묵-문제’를 
드러내는 분석

작동 논리 배제 이중화(superimposition)

출처: Bertrand(2018)

<표 II-2> 안보화 이론의 식민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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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특히 공적 영역으로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군’이라는 
국가조직에 소속되어 명실공히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이들이
기도 했다. 즉 당대의 무학력 혹은 저학력 여성들, 그리고 직업이 없었던 여
성들에 비해, 나아가 학력과 직업 면에서 다른 많은 평범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참전 여성의 경험과 기억은 전쟁 당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내내 잊힌 채로 있다가, 선택적으로 들리어졌다. 전쟁
에 관한 공적 역사에서나 공식 기억에서, 전쟁에 관한 지식 생산에서, 이들
은 ‘말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아주 드물게 이들의 말하기가 있다 
하더라도 재현의 권력을 지닌 재현자들이 이들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
여 전달하였고, 참전 여성의 경험과 존재는 그 재현을 따라 추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은 왜 들리지 않아 왔는가? 예컨대 ‘여/군’에 대한 고
정관념이나 무지, 불인정, 무관심과 같은 가부장제, 혹은 남성중심적 군사주
의의 사고관은 참전 여성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그 공적을 축소하고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다. 나아가 젠더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 
존재로서 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아무도 묻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숨
겨야 하는 것’으로까지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
들은 늘 ‘잊혀진’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잊혀진’ 존재였던 이들에게도 조명이 비추는 순
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국방부는 전쟁 발발 후 62년 만에 참전 여군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사를 최초로 편찬하였고, 66주년에는 지상파 방송이 나서
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가 하면, 70주년에 이르러서
는 이들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전쟁기념관 내에서 열리고 상당수 언론이 
참전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버
트랜드가 지적한 ‘대리’ 안보 말하기의 문제를 내포한다.
  이들의 경험을 공적인 역사로 만드는 역사화의 주체는 군-남성-군인-연구
자로서 참전 여군들의 경험을 어떠한 틀 속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납작해진’ 
여군의 모습에 이러저러한 평가들을 덧붙인다. 그렇게 재현된 참전 여군은 
예나 지금이나 “애국심을 고취”하고 “남성의 성찰을 자극하는” 일종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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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추하는 ‘타자’”로서 해석되곤 한다.69) 그 시절 “인습과 관념을 물리치
고” “분연히 앞치마를 벗어제”치고 나서 “비겁한 사나이를 자성”하게 만들었
던 그들은, 2012년에도 여전히 “어린 딸들”이나 “나약하고 어린 소녀”와 같
은 존재로 의미화되어 일종의 신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의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선택적으로’ 들리게 되거나 혹은 재현자의 의도에 
맞게끔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들리게 된다.

… 스피박의 에세이는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자체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당연히 수
반되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으로 
열린 채 남아 있는 질문을 스피박에게 배운다.70)

  돌아가서, 스피박은 스스로 던진 질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 ‘서발
턴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버트랜드 역시 “서발턴은 안보화를 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피박의 답변은 그 스스
로 말하는 것처럼 (서발턴을 가장 잘 이해할 법한 이들에게조차 서발턴이 이
해받지 못한다는 현실로 인해) “정념에 찬 통탄을 담”은 것이었으며 “권장할 
만한 주장이 아니”다.71) 모리스의 언급처럼 스피박의 정식화는 “우리가 어떻
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
었다. 마찬가지로 “서발턴은 안보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버트
랜드의 부정적인 답변은, 우리에게 곧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을 지시한다.

69) 김엘리(2015). “여성군인의 우수인력담론 구성: 여군활용역사와 정책의 젠더정치,” 사
회와 역사, 제106집.

70) 로절린드 C. 모리스(2013). “서문,”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40쪽.
71) 로절린드 C. 모리스(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1999),”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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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6·25 전쟁기 한국 육군의 여군72)

1. 전쟁의 발발과 여군의 시작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아울러 최초의 ‘여성 군인’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26일, 입대와 동시에 소위로 임관된 간호후보생 31명이다.73) 
그러나 이들 간호장교는 창설 단계부터 ‘여군병과’(여자배속장교 및 여자의용
군)와는 별도로 만들어졌으며, 이후로도 ‘여군병과’와 ‘간호병과’는 별개로 운
영되었다. 1989년 여군병과가 해체되어 소속 여군들이 각 병과로 전환된 이
후에도 간호병과는 분리되어있는 까닭에 각종 여군사의 편찬에서 별도 기술
되는 경우가 많고, 간호병과는 간호병과만의 공간사를 따로 편찬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육군 여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여군병
과’의 효시가 되는 ‘여자배속장교’와 ‘여자의용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자배속장교는 전쟁 이전인 1949년에 배출되어 예비역 장교로 임관했다
가 전쟁 시기 군에 복귀하여 현역으로 활동하였으며 여자의용군의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여자의용군은 보다 직접적으로 참전할 여군을 양성할 목적
으로 여자배속장교단의 추진 하에 만들어졌으므로 6.25 전쟁 시기에 가장 

72) 여자배속장교와 여자의용군 제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방부(2011). 『여군 60년
사』; 민경자(2008). “여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68호(2008. 8).; 육군본부(2000). 『육
군 여군 50년 발전사: 창설-2000』 등을 교차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집필 과정의 특성
상 이들 자료 간의 중복이 많았고, 다른 한편 본문 내에서 사실관계가 충돌하거나 여
러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이 종종 확인되었다. 이 경우 최대한 많은 
추가 자료들을 교차 검증한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고, 각주를 통해 그 근거
를 밝혔다. 

73) 1948년 5월 1일 제1육군병원이 창설되면서 간호 인력이 필요해지자 민간 간호사 자
격증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끝에 최초의 간호장교가 선발되었다. 
이어 1949년 2월에는 해군이 진해에 간호교육대를 창설하여 4월 9일 해군 간호소위 
제1기 20명이 배출되었다. 공군에서는 육·해군처럼 간호장교를 양성하지는 않고 1951
년 6월 1일부로 현직 간호사 중 지원자를 선발하여 간호군무원을 최초 임용하여 운영
하였다. 다만 6.25 전쟁 기간 중의 공군 간호군무원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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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자의용군 제1기와 2기는 1950년 9월과 12
월에 각기 모집되어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초기에 군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여자의용군 총 4개기 중 제1·2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
다.74) 이후 여자의용군 인사관리 및 활용의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육군
본부 고급부관실 내에 ‘여군과’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인 ‘여군’ 시대가 열리
게 되었는데,75) 육군 여군의 효시가 여자배속장교와 여자의용군에 있다는 것
은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1) 전쟁 이전 여자배속장교 제도

  정부 수립이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 10월, 문교부는 학생의 사상적 통
일과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결성에 착수했다. 
12월에는 ‘학도호국단 조직 및 지도요강’을 제정하고, 간부 육성을 위한 군 
위탁 교육도 시작되었다. 학도호국단 결성과 함께 전국 학교에는 교련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들을 교육할 인원을 현역장교 중에서 확보하
기에는 군 인력이 부족했으므로 교련교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교부는 학도호국단의 교관 양성을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1948년 12월 26일부터 전국의 중등학교 이상 체육 교사 중 군사교관 희망
자를 배속장교로 모집해 군사교육을 시행하였다. 당시의 보도를 보면 안호상 
문교장관은 교련도 교육의 일부분이므로 교육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속장
교로 임명 및 활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74) 여자의용군 제3기는 1953년 2월에 96명이, 제4기는 1953년 6월에 88명이 입대하
였다. 1953년 무렵에는 현재의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되어 국지전 양상
으로 전쟁이 전개되었고 후방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한편 제1기가 500명 
입소-491명 수료, 제2기는 384명 입소-383명 수료로 수백 명의 규모로 운영된 것과 
달리 3·4기의 경우 100명이 되지 않는 인원이었으며, 1·2기와 달리 명확한 특기를 보
유하도록 운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여자의용군 중에서도 
1950년에 입대한 1·2기와 1953년 입대한 3·4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1·2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택하였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여
자의용군 3·4기에 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75) 민경자(2008).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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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이들 배속장교 후보생을 육군사관학교 특8기생으로 포함해 교육
을 진행하였는데 제1기와 2기는 남자배속장교, 3기는 여자배속장교 훈련으
로 이루어졌다. 자료에 따라 인원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제1기는 1949년 1월 3일 239명이 입교해 1949년 2월 5일 233명
이 예비역 소위로 임관, 제2기는 1949년 2월 10일 157명이 입교해 1949년 
3월 29일 154명이 예비역 소위로 임관한 것으로 확인된다.76) 제3기 여자배
속장교는 1949년 6월 30일 33명이 모집되어 1949년 7월 30일 32명이 예
비역 소위로 임관했다. 

76) 육군사관학교(1978).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13쪽.; 병무청(1985). 『병무행정사(
상)』, 256쪽에는 1기 236명, 2기 156명, 3기 4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육사 자료가 
각각의 근거명령을 출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랐다.

체조교원 군사훈련
중등교 배속장교로 임명
  국가 비상시국 수습 대책의 일부로 향토방위 태세를 철저히 하며 아울
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양양시키는 동시에 조직력·복종력 정신 등을 
위시한 조직 생활을 시키고저 각 중등학교 생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기
로 하였다 함은 기보된 바거니와, 그동안 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
를 둘러싸고 수차에 걸친 교섭이 있어 각 고급중학과 대학에 배속장교를 
파송하기로 하였던바, 여러 가지 준비의 불충분과 장교의 부족으로 이를 
아직까지 보류하여왔다 하는데 우선 긴급조치로 금년도 동기 휴가를 이용
하여 전국에 있는 각 중등학교 체조교사 260여 명에게 임시 군사훈련을 
시키기로 양부간 합의를 보았다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체조교사들은 오는 23일 태릉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하게 
되어 앞으로 40일간 군사훈련을 마치면 소위로 임관되어 각 중등학교에 
배속장교의 자격으로 파견되리라 하는데 안 문교장관은 이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련이라 하드래도 교육의 일부분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에 경험
이 있는 사람이 나을 것 같이 생각되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194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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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배속장교 훈련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사범대학 자리에 설치된 ‘중
앙학도훈련소(학도특별훈련소)’에서는 현역장교 8명과 하사관 24명으로 편성
된 임시 교관단의 지도 하에 각 학교의 학도(학생)간부 1,500여 명이 1주씩 
5차에 걸쳐 군사훈련을 수료하였다. 겨울방학 중 시행된 군사훈련을 수료한 
학생 간부들은 학도호국단 창단에 참여하였고 1949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186호에 의거 대한민국 학도호국단의 창설이 공포되었다. 1949년 말 전
국 학도호국단 편성 현황은 중등학교 905개교에 학생 수 42만여 명, 대학교 
42개교에 학생 수 2만 8천 명에 달해 총원 45만 명의 거대 조직이었다.77) 

77) 관련하여 최상호(2012)는 1948년 12월 21일~1949년 1월 28일간 학생간부 2,400
여 명에게 단기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썼고, 육군본부(2000)는 학생간부 2,400여 
명을 선발하여 단기 군사훈련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도할 교관이 없었다고 기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국방사(1)』에는 “같은 시기에 각 학
교 학도간부 1천 5백여 명이 5차에 걸쳐 서울 사범대학내에 설치한 학도특별훈련소에
서 현역 장교 8명과 하사관 24명으로 편성된 임시 교관단에 의하여 1주간씩 군사훈련
을 받고 난 후 창단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기술이 구체성이 가장 높다
고 판단했다.

구분 훈련 기간 입교 임관 장소

1기
1949.1.3. 

~ 
1949.2.5.

김인식 외 
238명

육본 특명(갑) 
제2호 제2항
(1949. 1. 6)

김인식 외 232명 
육군예비역 소위 임관
육본 특명(갑) 제20호 제2항

(1949. 2. 4) 육사 
공덕리 분교 

2기
1949.2.10. 

~ 
1949.3.29.

박만희 외 
156명

육본 특명(갑) 
제40호 제1항
(1949. 3. 2)

박종협 외 153명 
육군예비역 소위 임관

국방부 특명(갑) 제23호 제2항
(1949. 3. 28)

3기
(여자)

1949.6.30.
 ~ 

1949.7.30.
33명 모집

문일련 외 31명 
육군예비역 소위 임관

육본특명 제164호 제1항
(1949. 8. 1)

여자배속장교
훈련학교

출처: 육군사관학교(1978). 『육군사관학교 30년사』, 113쪽을 토대로 정리.

<표 III-1> 배속장교 1~3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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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중앙학도훈련소에서는 ‘여자청년호국대 지도자훈련’을 실시하여 여자
중등학교 체육교사와 여자대학 체육과 학생, 각 학교의 지도자급 여대생을 
포함한 100명이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의 훈련을 수료하였다. 훈
련과목은 주로 사상 위주의 정신교육이었고, 여자경찰창설요원의 교육대장으
로 임명 대기 중이던 김현숙이 훈련대장으로 초빙되었다. 구대장은 조선민족
청년단원인 김정례, 윤희열, 김기정, 장옥성의 4명이었다. 훈련을 마친 이들
은 모두 학교·직장으로 복귀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32명이 다시 소집
되어 여자배속장교 훈련에 참여하였다.78) 
  ‘여자배속장교훈련학교’는 1949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 과
정으로 시행되었다. 학교장은 육군호국군79)의 참모부장 원용덕 준장이 맡았
고 김현숙이 훈련학교 교육대장에 임명되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들은 육
사에서 파견되었으며 내부 관리자들은 문교부 직원들로 채워졌다. 부산사범
의 교사 문일련 등 32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고, 수료 후에 1949년 7월 
30일 육본특명 제164호에 의거 예비역 소위로 임관하였다. 김현숙 교육대장
도 이들과 함께 예비역 중위로 임관했다.
  여자배속장교 훈련에는 제식훈련, 지휘통솔법, 독도법, 총검술, 총기 분해
결합, 각개전투, 분·소대 전술, 야외전술훈련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훈련 
시 화기는 99식 소총이 지급되었다. 훈련은 주로 훈련학교가 위치한 구 서울
사범대(을지로6가, 현 국립의료원)에서 이뤄졌으나 분·소대 전술은 가까운 장
충공원에서, 실탄사격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훈련 기간 중 개성 

78) 최상호(2012). 76쪽에서 ‘여자청년호국대 지도자훈련’을 이범석이 이끌던 조선민족청
년단의 주최로 수원의 민족청년단 청년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참조한 자
료들을 재검토한 결과 참여 인원 다수가 족청 단원이었던 것에서 기인한 오류로 추정
된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국방사(1)』, 391쪽 이하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2002). 『건군사』, 312쪽은 ‘여자청년호국대 지도자훈련’을 서울사범대학에 설치된 
학도 특별훈련소(중앙학도훈련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79) 호국군은 전투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설된 대한민국 최초의 예비군이다. 국방부
는 호국군을 통해 잉여인력자원을 예비전력으로 육성한 뒤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
가 도입되면 현역화 할 것을 계획하였다. ‘국군조직법’을 법적 기초로 1949년 1월 20
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해 세부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병
역법(1949. 8. 6. 공포) 제정과 8월 11일 각지구 병사구사령부 설치에 따라 8월 31일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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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선 부근 송악산에서 일주일간의 야외전술훈련도 실시되었다. 

  교육을 마친 뒤 수료생 중 일부는 기존 소속 학교나 연고지 여학교의 교
련교사로 교직 발령받았고, 다른 인원들은 학도호국단의 여학생 간부교육을 
위한 ‘중앙학도훈련소 여자훈련소’의 교육 담당 인원으로 배치되었다. 배속장
교 훈련에서 교육대장을 맡았던 김현숙 예비역 중위가 훈련대장을 맡고, 훈

임관 구분 이름 소속
예비역 
중위

교육
대장 김현숙 (해방 전 평양 강동여중 교사)

여자청년호국대 훈련대장
임관 구분 이름 소속 구분 이름 소속

예비역 
소위

1구대

정임순 창덕여중 교사

3구대

김은순 군산여상 교사
이범희 숙명여대 학생 류순숙 영동여중 교사
김순화 숙명여대 학생 고성선 강경여중 교사
윤희열 조선민족청년단원 류순주 인천여상 교사
서복녀 중앙대 학생 이영실 숙명여대 교사
김암녀 중앙대 학생 김옥환 (무학여중 교사)
하복조 대구여중 교사 박복순 조선민족청년단원
박을희 숙명여중 교사 이종선 교사(학교 미상)

2구대

김정례 조선민족청년단원

4구대

노선익 서울 성신여중 교사
박숙동 거제여중 교사 김용순 신광여중 교사
이옥인 동구여상 교사 박상희 조선민족청년단원
김영숙 청주여중 교사 홍소운 수도여고 교사
강정화 이화여중 교사 현성원 군산여중 교사
문일련 부산사범 교사 안명례 공주사범 교사

이종인 마산여중 교사 조영옥 교사(학교 미상)

이영실 인천여중 교사 강영심 교사(학교 미상)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80쪽.

<표 III-2> 여자배속장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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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대장 보좌관은 김정례 예비역 소위가 맡았다. 홍소운, 윤희열, 박을희, 박
복순, 정임순 예비역 소위는 구대장 겸 교관이 되었다. 중앙학도훈련소 여자
훈련소에서는 전국 학도호국단 간부 여학생 외에도 여자청년단 간부 및 대한
부인회 간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으며, 주로 제식훈련과 정신교육 위주의 
1개월 단기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다. 

  1949년 9월 27일 대통령령으로 학도호국단 간부교육이 폐지되면서 중앙
학도훈련소 여자훈련소도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 교육대장으로 있던 김현숙
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배속장교 이범희, 김순화 예비역 소위
를 보좌관으로 임명해 군 작전에 투입됐다. 여자훈련소의 교관 겸 구대장으
로 있던 김정례, 박을희, 박복순은 대한부인회의 조직 및 훈련국장 등 주요
직책을 받아 여자청년단 지부들을 조직하였고, 기초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시행하는 등 각종 여성계 단체를 상대로 호국정신 함양과 반공의식 주입에 
주력했다. 

2) 전쟁의 시작과 여자의용군 창설 

(1) 여자의용군의 창설

  여자배속장교 교육대장을 역임한 김현숙은 6.25 개전 당시 국방부장관 비
서실에 소속되어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어 있었다. 여자공비 전향을 
위한 선무활동을 하던 중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방부로 복귀한 김현숙은 국방

여자배속장교 각 학교에 진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제1기 여자배속장교 훈련생 OO명에 대한 졸업
식이 오는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내 사범대학교 내 동 훈련소에서 
성대히 거행될 것이라는데 졸업생은 여자중학교 선생 또는 금년도 대학 
졸업생들이라 하며 앞으로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키는 동시에 각 여자중학
교에 배속하리라 한다.

(경향신문, 1949. 7. 29.)



- 48 -

부장관에게 여자의용군 창설을 건의하게 된다. 7월 말에서 8월 초순 대통령
의 재가를 받아 여자의용군 창설이 승인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문서는 보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94년 작성된 국방
사 연표에는 8월 14일이 여자의용군교육대 창설일로 기록되어 있다.80) 이날
이 여자의용군 창설과 관련하여 공간 사료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날짜로, 
여자의용군 창설이 결정된 날짜이거나 공식적으로 여자의용군 모집을 시작한 
날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숙은 여자배속장교 중 7월 하순의 배속장교 소집지시 이후 국방부에 
복귀한 박을희, 하복조, 김영숙, 류순숙과 국방부 정훈국에 근무 중이던 홍소
운과 함께 여자의용군 1기생 모집에 착수하였다. 김현숙은 김영숙, 류순숙, 
홍소운에게는 대구 지역에서 모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박을희
와 함께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지역에서 모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80) 국방군사연구소(1994). 『국방사연표(1945~1990)』, 81쪽. 

구분 군번 계급 이름 현역 임관일 전역일 및 계급

여자의용군 
창설요원

17661 소령 김현숙 1950. 10. 23. 1960. 1. 30. 대령
(초대 여군병과장)

17662

소위

하복조 1950. 10. 23. 1959. 5. 30. 중령
17663 박을희 1950. 10. 23. 1964. 3. 31. 중령
17664 안명례 1950. 10. 23. 1951. 9. 24. 대위
17665 홍소운 1950. 10. 23. 1962. 1. 20. 중령
17666 이범희 1950. 10. 23. 1952. 3. 6. 대위
17667 김순화 1950. 10. 23. 1952. 3. 6. 대위
17668 류순숙 1950. 10. 23. 1956. 10. 31. 중령 
17669 김영숙 1950. 10. 23. 1961. 8. 30. 중령
17670 이영실 1950. 10. 23. 1951. 4. 18. 소위

17671 현성원 1950. 10. 23. 1964. 6. 30. 대령
(제2대 여군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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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명단은 여자배속장교 출신 중 여자의용군 창설 과정 및 교육 단계에
서 참여한 인원들이다. ‘여자의용군 창설요원’은 지원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업무에 참여한 경우이고, ‘추가 현역 편입’은 서울 수복 후 여자의용군훈련소
가 서울의 일신국교로 이동했을 때에 추가로 복귀하여 교육에 합류한 이들이
다. 

(2) 여자의용군 1기생 모집

  여자의용군 1기생 모집은 정부가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남하 피난 중이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서 모집을 시행하기는 어려웠고, 주로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모병 활동은 여자배
속장교들이 인파가 많은 시내 중심을 돌며 가두방송으로 구호를 외치고, 모
집자격과 세부지침을 홍보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대구에서는 만경관 극장
에서 강연식으로 모병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방부 정훈국 출신의 홍
소운은 정훈국 위관장교들의 지원을 받아 시내에 모집 공고 벽보를 부착하
고, 시내 가두방송도 실시하였다.
  먼저 대구 지역에서의 모집을 살펴보면, 8월 23일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여자의용군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고일은 8월 19일로 기재되어 있
으나, 지원 기간이 8월 1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가두방송 등을 통한 

구분 군번 계급 이름 현역 임관일 전역일 및 계급

추가 현역 
편입

206447

소위

김용순 1950. 11. 25. 1952. 1. 25. 소위
206448 박상희 1950. 11. 25. 1952. 11. 9. 중위
206747 서복녀 1950. 11. 25. 1952. 6. 30. 중위

206848 윤희열 1950. 11. 25. 1967. 1. 31. 대령
(제3대 여군병과장)

207595 노선익 1950. 12. 10. 1968. 5. 31. 대령
(제4대 여군병과장)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89-90쪽.

<표 III-3> 여자배속장교 출신 6.25 참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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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모집은 17일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집 공고의 
경우 모집 요강뿐 아니라 서문을 통해 여자의용군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뒤에서 볼 여타 공고들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젊은 여자들
은 용감히 나오라!”면서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우리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서 지원자들의 전선 배치에 대한 염려
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8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 
http://db.history.go.kr/id/dh_018_1950_08_19_0020

젊은 여자들은 용감히 나오라! 우리도 군문(軍門)을 들어갈 때가 왔다. 우리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작전과 전투를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군무(軍務)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는 기술적 훈련을 받은 후 간호·
경리·행정·계몽·정보·□□·조리 등 여러 방면에 있어 훌륭한 군무를 감당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방부 정훈국 섭외과와 최근 동회 사무소로 연락하라.
△ 모집요항
1. 인원 OOO명
  가. 자격: 초등 중학 졸업 이상의 대한민국의 여자
  나. 연령: 만 17세 이상 35세 미만
1. 원서 접수 장소: 국방부 정훈국 섭외대 기타 □□단체에서도 취급함
1. 마감: 4283년 自 8월 17일 至 8월 29일 매일 8시부터 18시까지
1. 제출 서류: 이력서 3통, 사진 3매, 신원보증서 3통, 지원서 3통, 입대원서
1. 시험 장소: 대구여자상업중학학교
1. 심사일: 단기 4283년 8월 30일, 31일
1. 발표: 동 9월 1일
1. 여자학도호국대원 及 여자청년대원은 소속단체의 추천이 要함
1. 기타 상세한 것은 국방부 정훈국 섭외대에 문의할 事

단기 4283년 8월 19일
대한여자의용군

(대구매일신문, 1950. 8.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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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의 공고문에 앞서 20일에는 여자의용군 자원을 독려하는 사설이 게재
되었는데, “남자가 제일선에서 총을 들고 멸적의 행진을 하는 한편, 여자는 
그의 우방을 군사적인 행정, 계몽, 정보, 사찰, 간호 등을 담당”한다고 하여 
역시 일선 전장 투입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후방의 업무를 전담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여자의용군의 일이 “구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
는 성스러운 일을 도맡아” 보이는 것이라며 ‘국가를 구하는 성스러운 일’에 
여성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안보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82) 나종남 외(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6쪽에서 
재인용.

(전략) 당국에서는 여자들을 위하여 군문을 넓게 열었다. 여자의용군! 이야
말로 북한괴뢰들이 강제로 징발이라는 것과는 그 본의가 판이하여 오로지 
구국의 역군 참가를 요망하는 것이다. 남자가 제일선에서 총을 들고 멸적
의 행진을 하는 한편, 여자는 그의 우방을 군사적인 행정, 계몽, 정보, 사
찰, 간호 등을 담당하여 구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성스러운 일을 도맡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나머지 가일층의 분
투로써 우리나라 대한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매일신문, 1950. 8. 20.)82)

여자의용군모집요항
一. 인원 OOO명
一. 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자 및 초급중학 졸업 이상의 대한민국 여자
  나. 연령 만 17세 이상 35세 미만
一. 원서 접수 장소 계엄사령부 보도부
一. 마감 4283년 自 8월 17일 至 8월 30일까지 

(매일 8시부터 18시까지)
一. 제출 서류
  가. 이력서 3통 나. 사진 3매
  다. 신원보증서 3통 라. 추천서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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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의 경우 대구(29일)에 비해 마감일에 하루 더 여유가 있었고, 특
이한 점은 다른 공고들과 달리 유일하게 “국민학교 졸업자”도 자격에 포함되
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에서의 공고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1면에 게재
되었고, 27일에는 공고 없이 모집인원을 초과했다는 기사가 2면에 실렸다. 
모집인원이 마감일보다 빠르게 초과하면서 지면 공고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
다. 이후 29일에는 시험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기사가 2면 하단에 작게 실렸
는데, 이 기사에서 확인되는 시험장소는 ‘동신국민학교’로 공간사가 기록하는 
‘대신초등학교’와는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83) 
  대구와 부산 지역의 두 공고를 함께 살펴보면 모두 담당 부서가 정훈국 
섭외대로 안내되었는데 이는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정식 창설하기 이전에 모
집과 선발 과정이 정훈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2기생
의 모집 공고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자학도호국대원 및 여자청년단원은 소속
단체 수장의 승인서/소속단체의 추천”을 요한다는 구절이 눈에 띈다. 제1기 
모집을 주도했던 여자배속장교들이 관련 단체의 관계 직위에 있었던 것과 얼
마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집 공고 외에 신문지면에 ‘금일의 구호’ 형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여자의용군 깃발 아래 애국여성은 뭉치자!”라는 구호의 다음 광고는 
1950년 8월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마산일보에 게재되었다.

83) 최상호(2012). 109쪽.; 같은 책 142쪽에 실린 여자의용군 1기생 박수자의 증언에서 
시험장소가 대신초등학교라는 언급이 확인된다. 

  마. 입대원서
一. 심사장소 계엄사령부 보도부
一. 심사일 4283년 8월 31일
一. 발표일      년 9월 1일
1. 여자학도호국대원 及 여자청년단원은 소속단체 수장의 승인서를 要함
2. 기타 상세한 것은 정훈국 섭외대에 문의할 事

대한여자의용군
(부산일보, 1950. 8. 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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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마산일보에 실린 금일의 구호
(좌 1950. 8. 24. 우 1950. 8. 29.) 

  여자의용군 1기 모집을 계획할 당시 모집인원은 500명이었는데, 아래 기
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지원자가 쇄도하며 빠른 속도로 모집인원을 초과
하였고, 실제 지원 인원은 대구와 부산에서 각기 1천여 명이 넘어 전체 정원
의 4배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기사는 “예상외의 다수 지원자가 
쇄도”하여 “비겁한 남성들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여자의용군의 뜨거운 지원 
열기가 “일부 비겁한 남자들의 모병에 대한 재인식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
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자의용군 모집인원을 초과
비겁한 남성들에 경종
  대한여자의용군에서는 기간 여자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던 바 예상외의 
다수 지원자가 쇄도하여 모집인원 총수의 수배를 초과하였다 하며 이러한 
현상은 국민 총력의 발휘를 요청하는 현 시국에 비추어 일부 비겁한 남자
들의 모병에 대한 재인식과 각성의 □□이라 하며 관계당국의 절□을 □
고 있다 한다.

(부산일보, 1950. 8. 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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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용군 지원 여성들의 이같은 폭발적인 반응은 당대에 유행처럼 번졌
던 ‘혈서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1950년 8월 14일 부산일보에서는 “16세의 
소녀가 한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라는 혈서를 써서 북부산 서
면지서에 지원서와 동봉 지참하여 관계자를 감명케 하였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고, 혈서 지원 소식은 당시 언론 보도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84) 당대
에 혈서는 지원자의 애국심과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졌고, 
애국자의 ‘미담’으로 묘사되었다. 이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혈서 지원이 계
속 이어지자 계엄사령부의 보도부장이 언론을 통해 혈서 지원을 삼가달라는 
담화를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다. 

84) 「소녀의 몸으로 군문 지원… 혈서로써 나라 위해 싸우겠다고」 (부산일보, 1950. 8. 
14. 2면). 이외에도 1950년 8월 27일 부산일보에는 마산지구 병사구사령부에 3명의 
여성이 혈서지원한 소식이 실렸고 이후 1951년 3월 15일(부산일보, 여중생 1명이 혈
서 지원 제출), 1952년 7월 11일(동아일보, 전북 병사구사령부에서 32명이 입대하는
데 3명이 혈서 지원 제출), 1952년 11월 19일(영남일보·평화일보·국군화보, 미약한 몸
이나마 나라의 간성이 되겠다고 혈서 지원 제출) 등 혈서를 써서 입대에 지원하는 사
례는 휴전까지 계속되었다. 육군본부(2000). 211쪽 참조.

열성은 감사하나 혈서지원은 삼가합시다
김 보도부장 담
  부산지구 계엄사령부 보도부장 김종문 중령은 모병에 혈서 응모는 필요 
없다고 작 18일 상오 10시 군 출입기자단과 회견석상에서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요즘 모병 실시에 있어서 혈서로써 자원하여 오는 장정들이 많이 있음
에 대하여는 그 열성에 무어라 감격의 말을 다 할 수 없다. 이 혈서로써 
자기의 비장한 결의를 표명하는 것도 물론 찬양을 금할 수 없으나 그렇다
고 해서 구태여 손가락을 짤라 귀중한 피를 흘린다 함은 이 더욱 애석하
다 아니 할 수 없다. 앞으로 군문에 응모하는 장정들은 별다른 방법으로
써 지원하여주기 바란다.

(부산일보, 1950. 8. 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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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의용군 1기생 훈련과 배치

  1950년 9월 1일, 육군은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교육대”를 창설
하였다(국일명(육) 제58호).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각 250명씩 선발된 합격
자들은 9월 1일 금요일 부산의 성남국민학교에 설치된 여자의용군교육대에 
집결하였다. 이후 9월 4일 월요일에 입소식이 있기까지 군복을 지급받고, 머
리를 단발로 자르고, 각 중대로 편성되었다. 당시의 복장은 여성용으로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에 남성용 전투복과 전투모를 그대로 착용하였다.85) 
  당시 교수부장으로 보직된 손희선(당시 중령)은 정일권 총참모장이 “여자
의용군교육대 창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관심사항이므로 귀관이 육사에
서 교관 생활을 오래 하고 헌병학교 교장 대리 등을 역임했으니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교수요원을 선발해 여자의용군교육대 교수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
다고 증언했다.86) 이로써 여자의용군교육대의 교육대장인 김현숙 소령보다 
상위 계급인 손 중령이 교수부장을 맡게 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었고, 
이는 여자의용군이 창설 이전부터 수뇌부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음
을 보여준다. 손 중령은 육사 교관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해 교관으로 편성
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1기생 훈련은 하사관 수준에 맞추어 분대 전투 수행 능력을 목표로 설정
되었다. 훈련의 내용은 보병의 기초훈련 위주로 편성되었고, 여성으로서 필요
한 군대 위생 등은 여자배속장교가 담당하였다. 교육대의 조교 업무는 일부 
남성 부사관들이 맡았다. 전체 500명의 인원은 칼빈소총중대 200명, M1소

85) 여자배속장교는 물론이고 여자의용군이 창설된 후에도 여군의 피복은 별도로 생산되
지 않았기에 여군들은 남성용 피복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몸에 맞게 수선을 해서 입
었다. 참고로 전쟁 당시에는 정복이 아닌 작업복(지금의 전투복)만을 착용하였고, 여군
뿐 아니라 남군을 포함하여 복제(服制)와 관련한 최초의 규정은 1954년 9월 1일 제정
된 잠정규정 제24호였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도 여군의 피복은 전체 물량이 적
을 뿐 아니라 재봉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각 창(廠)을 통해 제작되지 않았고 남군용 피
복을 각자 개조하여 착용하였다. 1956년에는 제7피복창에서 최초로 여군의 하근무복
이 생산되었으나 품질 문제로 착용이 어려웠다고 전해지며, 남군의 복장규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59년 2월 15일 「육군규정 625-2 여군 및 간호장교 복장규정」을 통해 여
군의 복제가 정식화되었다. 육군본부(2000). 176-177쪽.

86) 최상호(2012). 113쪽의 주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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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대 200명, 권총중대 100명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시의 여건상 개인화기는 
지급하지 못하고 중대별로 화기와 실탄을 지급하여 훈련을 시행하였다. 구체
적인 훈련 개요는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여자의용군교육대
(여자의용군 제1기, 교육대장 김현숙 소령)

교수진

○ 교수부장: 손희선 중령(육사 2기, 헌병학교 대대장-교장 대리)
○ 교관
- 김학원·최재명 대위(육사 5기), 천주원·김병윤 소위(육사 9기), 

유재영·심국보 소위(육사 10기)

훈련 
개요

- 하사관 수준의 분대 전투 수행 능력을 목표로 보병 기초훈련 위
주의 훈련 편성

- 제식훈련, 총검술, 각개전투, 분대전투, 화기학, 실탄사격, 독도법, 
구급법, 군법, 정신교육 등

- 일반 강의는 합동으로 교육대 강당에서 실시, 야외 각개전투 훈
련 등은 부대 내에서, 실탄사격·전술훈련은 교육대 인근의 야외 
사격장·훈련장에서 실시

- 실탄사격은 전원 칼빈소총으로 실습을 진행하였고, 무기 부족으로 
개인화기는 지급하지 못함 
• 칼빈소총중대(200명): 소총 40정, 실탄 2천 발 지급
• M1소총중대(200명): 소총 40정, 실탄 1천 8백 발 지급
• 권총중대(100명): 권총 20정, 실탄 1천 발 지급

부대 
편성

부대 명칭 중대장 소대장
칼빈소총중대(A중대) 박을희 소위 김영숙 소위
M1소총중대(B중대) 홍소운 소위 류순숙 소위

권총중대(C중대) 현성원 소위 하복조 소위
대대본부(본부중대) 대위(남자) 미상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112-113쪽; 육군본부(2000). 『육군 여군 50년 발전
사: 창설-2000』, 91쪽을 토대로 종합 정리. 

<표 III-4> 여자의용군교육대(제1기) 훈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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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생 훈련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난 무렵 민주신보에 1,400자 정도의 
긴 분량으로 「대한여자의용군의 훈련소 생활」이라는 스케치 기사가 실렸다.

대한여자의용군의 훈련소 생활
  국난을 구하라는 국민의 아우성 치는 소리는 하늘을 진동하듯 충천(沖
天)하고 있다. 이때 우리 대한의 딸들은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하여 
우리 민족의 원수를 무찌르고 구국의 전장에 용감히 나가게 되었다. ……
  그런데 훈련생들은 모두가 모두 이구동음으로 제1선에서 국군과 같이 
직접 전투에 참가시켜 달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다 한다. 얼마 전 전투
복에 맵시 있는 전투모로 우렁찬 호령 소리에 발맞추어 행진하고 있는 광
경은 참으로 믿음직하며 그네들 앞날의 수행할 중요 임무에 기대되는 바 
자못 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의 꽃인 대한의 딸이여 누이동생들
이여 승리의 진격전에 하루빨리 참전하여 남자에 믿[못]지 않은 훌륭한 전
공을 세워 뒤를 이어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좋은 사표가 되소서. 끝으로 부
장 김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주일 훈련 기간 중 지금은 초기일 만큼 제반 군사에 관한 기초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은 남자의[와] 조금도 다름 없으며 오히려 남자 국군보다 
훨씬 강렬한 점이 많다 한다. 훈련생 중에는 모두가 대학 전문 초고급 중
학 출신인 인테리들이며 훈련의 모습은 최후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
어 소장 이하 각 간부들을 놀라게 하는 동시 감격시키고 있다. 훈련 후의 
임무와 직책분담은 적의 후방에 진입하여 적정탐지, 적진교란, 일선에서의 
정찰, 척후 부녀계몽 및(及) 국군위문, 전투참가, 장병간호이며, 통신, 첩보, 
사찰, 계몽, 행정, 경제, 간호, 전투의 각 반으로 나누게 된다 한다. 여자군
인이 새로이 신발족한 데 대하여 여러 국민들의 인식도 새로이 하여 주기 
바라며 이후 또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솔선 응모케 하여 주기 바란
다. 또한 앞으로 이분들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한두 명이 조금 실수하여도 
널리 이해하여 이 실수를 전체로 해석 아니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친딸
과 누이동생과 같이 많은 사랑과 애호 편달(愛護 鞭撻)을 요망하며 유지 명
사들의 많은 참관과 편달을 거듭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민주신보, 1950. 9. 11. 밑줄 연구자 강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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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훈련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일선에서 국군과 같이 직접 전투에 참
가시켜 달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다고 전한다. 모집 주체들이 여자의용
군은 ‘일선에 배치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여자
의용군 자신들은 공고를 통해 홍보된 행정, 경리, 간호, 정보 등의 업무보다 
전투현장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사에서 여자의용군은 “민족의 꽃”인 “대한의 딸”이자 “누이동생들”
로 호명되었고, 김현숙 소령은 여자의용군에게 “친딸과 누이동생과 같이 많
은 사랑과 애호 편달”을 보내주기를 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어
깨를 나란히 같이하여”, “남자에 못지않은 훌륭한 전공을 세워”, “훈련은 남
자와 조금도 다름없으며 오히려 남자 국군보다 훨씬 강렬한 점이 많다”하는 
등의 표현은 이들이 ‘남성에 뒤지지 않는’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모두가 대학 전문 초고급 중학 출신인 인테리들”이라면서 이들의 우
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사는 이들 여자의용군 1기가 “전투요원 배출 목적이 아닌 후방 행정
지원요원 양성이 목표였지만, 당시 전황으로 보아 유사시에는 전투 지역에 
충원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훈련의 강도도 높았”으며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강인함을 요구하는 교육”이었다고 기록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교육생들은 한국여성 특유의 인내심이 강했고” 대부분이 교사 혹은 
학도호국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기에 제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빨
랐다고 평가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여성 특유의 (강한) 인내심”이 군사훈련 
이수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은 성별을 바꾸어 ‘한국남성 특유의 (강한) 인내
심’으로 표현하기에는 어색한 문장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88) 
  9월 19일에는 훈련생 일동이 교육대 소재지인 성남국교에서부터 부산 시
내를 시가행진하였는데, 공간사 편찬자는 이를 두고 “국토방위에는 남·여가 

8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 
http://db.history.go.kr/id/dh_018_1950_09_11_0060

88) 간단한 예로 네이버와 구글에서 “한국 여성 특유의 인내심”과 “한국 남성 특유의 인
내심”을 검색해보면 전자의 경우 “선덕여왕은 여성 특유의 인내와 포용의 리더십으
로…”, “창업 성공 요인으로는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 인내심…”, “만주 독립운
동에서 여성 특유의 인내와 희생, 지혜로움으로…” 같은 문장들이 다수 발견된다. 반면 
후자의 검색 결과, 인내심을 남성의 특성으로 표현하는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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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없다는 사실과,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여성들의 피 끓는 충정을 보여주
어” 부산 시민들의 정신계도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격려와 
환영을 받았다고 평했다. 
  이러한 평가는 여성의 군 편입이 “여성이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국가 집단
체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점”과 (더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 집단체의 모든̇ ̇

(원저자 강조) 구성원들이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군에 편입되어 있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유한다는 유발-데이비스의 해석과 닿아있다.89) 이러한 지적
은 역으로 여성의 군 편입이 ‘상징적’인 것 그 이상이 되기 어려움을 시사한
다. 또 다른 공간사 편찬자의 서술처럼, 여자의용군은 “남자들의 군 입영의욕
을 고무”시키며, “전란 중의 국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많”은, 일종의 
“국민 총동원”을 상징하는 기표로 작동한 것이다.90)

  이승만 대통령은 9월 12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성모 국방장관과 김
활란 공보처장 등을 대동하고 여자의용군교육대를 순시하였는데, 이 대통령
의 훈시에서도 다시 한번 여자의용군들에게 “모든 남성에 지지 않을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자의용군은 
이렇듯 소집의 단계에서부터 훈련 과정 동안 거듭해서 남성들과의 비교 속에 
놓여있었으며 ‘남자에 못지않음’을 증명해낼 것을 요구받았다.91)

89) 니라 유발-데이비스(2012). 『젠더와 민족: 정체성의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 박혜란 
역, 그린비, 179쪽.

90) 육군본부(2000). 210-211쪽.
91) 최상호(2012). 114쪽; 「여자의용대 훈련소서 훈시」 (부산일보, 1950. 9. 23. 2면)

여자의용대 훈련소서 훈시
  수도탈환을 위해 용약출진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하신 이 대통령은 昨 21
일 하오 4시 10분 신 국방장관 및 김 공보처장을 대동하고 여자의용대훈
련소를 방문 「젊은 여성들이 모든 남성에 지지 않을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꾼이 돼라」는 간곡한 훈시를 하여 젊은 딸들
의 결의를 더 한층 공고케 하였다 한다.

(부산일보, 1950. 9. 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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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9월 26일, 3주간의 훈련 끝에 여자의용군 1기생 수료식이 거행되
었고, 입소 인원 500명 중 491명이 수료를 하였다. 이들이 수료한 9월 말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한창 북진하던 시기로, 9월 28일 서
울 수복과 29일 정부의 서울 환도에 맞춰 여자의용군교육대도 부산의 성남
국교에서 서울의 남산국교(현재 명동역 부근)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로 이동한 교육대는 약 일주일가량 교육을 준비했는데, 당시 남산국교
의 시설이 치열한 시가전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있었고 지하창고에는 북한군 
시체가 쌓여있는 등 시설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가까운 일신국교
(퇴계로, 구 극동빌딩)에 머무르던 제17연대가 전방지역으로 투입되고 빈 시
설에 10월 14일 여자의용군훈련소가 다시 이전하게 된다. 
  이 무렵 제2훈련소에 예속되어 있던 여자의용군교육대는 해체되고, 10월 
12일을 기해 육군본부 직할의 여자의용군훈련소로 개편 창설되었다(국일명
(육) 제85호). 초대 훈련소장은 여자의용군교육대의 교육대장이었던 김현숙 
소령이 계속해서 맡았고, 수료한 여자의용군 1기 중 20여 명이 훈련소로 자
체충원되었다. 이들은 배속장교와 같이 서울과 각 지방의 여학교, 도심지 등
을 순회하며 2기생 모집 활동에 돌입하였다. 
  수료생 중 231명은 육본 본부사령실의 여군중대에 배속되었다. 여군중대
는 수료한 여자의용군들의 배치 및 인사관리를 위해 10월 2일 육군본부 본
부사령실 본부대대 제5중대로 창설되었으며 초대 중대장은 배속장교 출신 
김영숙 소위가 맡았다. 5중대로 편성된 인원은 육본의 각 부처감실과 재무
대, 통신보급대대, 조달감실 등에 배치되어 필서, 문서 연락, 기록카드 정리 
등 행정업무로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했고, 그 외 미보직 인원은 이화여고 
앞 러시아대사관에서 숙영하며 대기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새로 배치될 정훈대대와 여자의용군훈련소에서 제2기생 소
대장을 맡을 인원, 국방부와 육본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여군장교가 필요해지
자 여자의용군 1기생 중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선발시험을 치르고, 우수자 
44명을 소위로 현지임관하였다. 이중 국방부에 3명, 여자의용군훈련소에 10
명, 육군본부에 1명이 배치되었고 1명은 통역장교로 임명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원 정훈 제1대대와 제2대대로 분산 배치되었다.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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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부로 소위 현지임관한 1기생과 배치부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정훈대대 배치의 경우, 10월 1일 38도선 돌파 후 북한군과 주민을 상대로 

군번 이름 배치부대 군번 이름 배치부대
205681 박보희

국방부
206112 노영자

정훈 1대대

206140 김순덕 206113 엄덕순
206141 임동순 206117 김미란
205682 박문자

여자의용군
훈련소

206119 신순자
206125 손태순 206122 박영자
206126 남복희 206124 박병수
206127 이혜석 206095 문정자

정훈 2대대

206128 김소식 206097 이수덕
206129 박성희 206099 이점례
206130 오현애 206101 김정수
206131 박수자 206103 김봉주
206132 김현숙 206106 김도곤
206133 노순용 206109 김명자
206110 송부례 육군본부 206111 김봉혜
209096 권천두

정훈 1대대

206114 이가영
206098 안병숙 206115 민순홍
206100 정정희 206116 김복수
206102 신순악 206118 오민자
206104 윤옥주 206120 손애희
206105 김진춘 206121 윤소희
206107 김수현 206123 김경숙
206108 이옥환 206145 이복금 통역장교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119-120쪽.

<표 III-5> 여자의용군 1기생 중 장교 임관자(195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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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무공작이 필요하다는 정훈감 이선근 장군의 건의에 따라 1950년 11월 
4일 정훈 제1대대(772부대)와 정훈 제2대대(773부대)가 창설되었다. 이때 
“정훈대대 임무의 성격상 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 단계부터 여자
의용군의 보충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44명의 장교임관자 중 29명이 정훈대
대로 배치되었으며, 사병 중 일부도 정훈대대에 배치되어 선무공작과 장병 
정신교육, 대민 계몽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국방부로 배치된 장교 세 명은 국방부 제3국(경리국)에 배치되어 지출대리
관으로 보직을 받고 예산지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사병 인원 중
에도 일부가 국방부에서 근무하였다. 당시의 예산 지급은 금고를 싣고 직접 
사단별로 방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의 지출대리관 3인은 전방 출장업
무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참여자 임동순이 그중 한 명으로, 당시의 전방 출
장 경험을 자세히 구술해준 내용이 IV. 1. 3)에 수록되었다.

(4) 여자의용군 2기생 모집

  여자의용군 제2기 모집은 여자의용군 1기생이 훈련을 마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첫 번째 공고는 9월 24일로 확인된다. 2기생 모집은 9월 하
순부터 시작해 11월까지 계속되었고, 일괄적인 모집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 되었다. 

<그림 III-2> 부산일보의 모병 공고(195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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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의 첫 번째 공고(9/24~10/9 게재)는 9/25부터 접수를 시작해 마
감일이 10/1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92) 선발시험 일자는 10/12일, 합격자 
발표일이 10/14일로 실제 마감일은 10/9~10일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일보의 두 번째 공고(10/11~15 게재)는 9/25~10/15 접수하여 시험일
은 10/17, 발표일은 10/19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두 공고 사이에 육군본부
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면서 선발시험 장소가 부산의 여자의용군훈련소에
서 서울의 육군본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공고 때에는 
“시험자는 16일 오전 8시까지 접수소 전에 집합”하라는 안내가 포함되었고, 
16일에 접수 장소에 집결해 서울로 이동한 뒤 서울의 육군본부에서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부록 2-1. 부산일보 모집 공고(1950. 9. 24. ~ 10. 15.) 
참조).

  동아일보는 1950년 10월 18일 1면에 공고문, 2면에 기사문이 실렸는데 
공고 제목에 “여자의용군 모병 연기”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앞선 부산일
보의 공고보다 마감이 일주일 정도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고에
는 원서 접수 장소가 육군본부 징모과와 여자의용군훈련소(남산국교), 대구 
제1훈련소로 구분되어 있고 선발시험은 여자의용군훈련소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동아일보는 기사문의 연령 제한(22세 미만)이나 공고문의 발표일(시

92) 최상호(2012)는 접수 시작 일자를 9월 15일로 기록하였으나(125쪽), 부산일보 지면
확인 결과 25일로 정정함.

<그림 III-3> 동아일보의 모병 공고(1950. 10. 18.)
좌(기사) 여성도 제1선에 / 우(광고) 여자의용군 모병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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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일보다 이름) 등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된다(부록 2-2. 동아일보 모집 공고
(1950. 10. 18.) 참조). 
  끝으로 1950년 10월 26일 조선일보의 공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
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지면에서 확인된 2기생 모집 공고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한다. 이때는 원서 접수와 선발시험 모두 여자의용군훈련소로 일원화되
었으며 시험도 이틀에 걸쳐 치러졌다(부록 2-3. 조선일보 모집 공고(1950. 
10. 26~27.) 참조). 

신문사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게재일 9/24~10/9 10/11~15 10/18 10/26~27

원서 
접수

9/25~10/14*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징모과 부산분실 
부산 전□□ 2층
대구 제1훈련소

9/25~10/15
(20일간)

부산 전□□ 2층

10/12~10/23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징모과 

여군훈련소(남산
국민교)

대구 제1훈련소

10/20~11/5
여자의용군훈련소 

내 (서울 
남산국민학교)

선발 
시험

10/12 8시
부산 

여자의용군훈련소
(성남국민학교)

10/17
서울 육군본부

10/25
여자의용군훈련소
(서울 남산국교)

11/9~10
별도 기재 없으나 
여자의용군훈련소

로 추정(서울 
남산국교)

합격자 
발표

10/14
각 시험 장소에서

10/19 10/24* 11/12

비고

대구의 시험 장소
는 따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

접수 장소는 부산
이고, 16일에 접
수소 앞에 집합해 
서울로 이동한 뒤 
육군본부에서 시
험.

접수처는 서울의 
여군훈련소와 대
구의 제1훈련소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 시험은 서
울 여자의용군훈
련소 시행.

접수 및 시험 모
두 서울 여자의용
군훈련소에서 시
행. 신체검사 및 
구술시험, 학과시
험으로 나눠 이틀
간 선발.

* 날짜 오기로 추정
출처: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공고를 종합하여 정리

<표 III-6> 여자의용군 제2기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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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에 정리한 모집 공고의 경우 부산일보와 전국구 일간지인 동아일
보, 조선일보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시행된 모집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이복순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 
지역에서 배속장교들의 모집 활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원을 하
였고, 선발시험과 합격자발표가 수원시청에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수원 
지역에서만 30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으나 50명만이 합격해 훈련소
로 이동하였고, 입소식 전까지 각지에서 오는 합격자들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여자의용군 2기생은 위에서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선발이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된다.93)

(5) 여자의용군 2기생 훈련과 배치

  이렇게 집결한 여자의용군 2기생은 1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중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졸업생들이었으며 대학생과 교사 출신도 다수 포함되었다. 최초 입
소 인원은 384명이었고, 특별히 서울 수복 축하 겸 여자의용군 창설을 알리
기 위한 음악회에 동원되었던 한성여중 밴드부와 동덕여중 예술반 학생들이 
공연을 위해 여자의용군훈련소에서 합숙훈련을 마친 이후에도 남아 여자의용
군 2기생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11월 중순부터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되었고 11월 30일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철수를 시작한다. 여자의용군 2
기생이 입소식을 하기 직전부터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자의용군 2기의 입소식은 1950년 12월 1일 거행되었다. 1기생의 교육
을 맡았던 손희선 중령과 육사에서 파견되었던 교관 중 일부는 소속 부대로 
복귀하였고 2기생 교육 당시에는 구자산 대위가 부소장, 김병윤 중위가 교수
부장을 맡았다. 훈련생들은 3개 중대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았고, 배속장교 
출신 이범희, 현성원, 류순숙이 1, 2, 3중대장에 보직되었다. 1기생 출신 중 
11월에 현지 임관하고 훈련소로 배치된 인원들이 소대장 임무와 본부 행정
업무를 맡았다. 
  애초 2기생의 훈련계획은 1기생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2월 14일부터 시

93)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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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흥남철수를 비롯해 12월 중순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후방으로까지 
후퇴하게 되자 여자의용군 2기생 훈련도 기간을 앞당겨 17일 만에 조기 종
료된다. 이로 인해 1기생과는 달리 2기의 경우 실탄사격을 실시하지 않고 훈
련을 마치게 되었다. 이에 관해 연구참여자 이복순은 “누구는 총 가지구 (사
격훈련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총을 만져보지두 못한 거 같은데 훈련소에서
는”94)이라고 증언하여, 짧은 훈련 기간으로 인해 1기생과 2기생 간에 훈련
의 격차가 생겼음이 확인된다. 

94)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여자의용군훈련소
(여자의용군 제2기, 훈련소장 김현숙 소령)

교수진
○ 훈련소 부소장: 구자산 대위
○ 교수부장: 김병윤 중위
○ 교관: 유재영·심국보 소위(육사 10기)

운영

- 훈련소 본부: 안명례, 박을희 등
- 본부 행정업무: 박문자, 남복희, 이혜석, 김현숙 등
- 1기생을 교육했던 남자 부사관들과 여자용군훈련소로 자충된 여

자의용군 1기생 인원들이 하사로 진급하여 조교 임무 수행

훈련 
개요

- 중대장 및 소대장: 내무 및 정신교육, 제식훈련 담당
- 교관 및 조교: 기초군사훈련 담당
- 기초군사훈련은 제식훈련, 각개전투, 독도법 등을 포함
- 교육 기간이 짧아 실탄사격 훈련 미실시

부대 
편성

부대 명칭 중대장 소대장
제1중대 이범희 김소식, 오현애, 

박수자, 박성희, 
손태순, 노순용 등

제2중대 현성원
제3중대 류순숙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126-127쪽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표 III-7> 여자의용군훈련소(제2기) 훈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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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용군 2기는 1950년 12월 17일부로 입소 인원 중 단 1명을 제외한 
383명이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식 후에는 효자동 경무대까지 서울 시내
를 행진하였다. 수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린 딸들이 이 추운 겨울에 
전방에 나가서 고생하게 되었는데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내용의 훈시를 했
고, 이에 김현숙 훈련소장이 “총대가 없으면 부지깽이라도 들고 싸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95) 수료식 시가행진 후 2개 소대 규모 53명은 곧바로 
청량리에 위치한 육군정보학교로 입교하였다. 
  한편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이 후퇴하면서 여자의용군훈련소도 서울 이동 
2개월 만인 12월 18일 부산 대신동 경남상고로 다시 이동하고, 정보학교 입
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료생 역시 전원 부산으로 이동했다. 본래 열차 
이동을 계획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천 송도항에서 LST(Landing Ship 
Tank, 전차상륙함)에 승선해 부산 초량항으로 이동했다. 2기생 장원순은 이
때를 두고 “상륙함 가장 바닥에서 짐과 함께 부산으로 가는데 물 한 모금 마
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같이 입대한 친구가 몸이 아파 함께 상륙함에 
탄 군인들에게 물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었던 일을 떠올렸다.96) 
  부산으로 이동한 여자의용군 2기생 330명은 여자의용군훈련소, 전방군단
과 사단, 정훈대대, 국방부, 육군본부, 야전재무대, 통신부대, 총기재생창 및 
총포창, 예술대, 육군병원 등으로 배치되었다. 
  앞서 청량리 정보학교로 입교한 53명은 육군 정보국이 적 후방지역에 투
입해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한 여군활용계획을 수립한 데에 따라 선발되어 정
보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청량리 정보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정보학
교의 이동과 함께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4주간의 정보직무교육을 마치
고 제7훈련소 본부(정보학교 명칭 변경), 육군본부 정보국, 육군 첩보대
(4863부대) 본부 등에 배치되어 행정, 암호해독, 필서, 상황전파,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이들 중 20여 명은 정보직무교육 수료 후 특수공작조 
요원으로 차출돼 첩보부대(일명 HID)로 배치되었으나, 정확한 임무 수행 내
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95) 최상호(2012). 128쪽.
96) 한지은. 「[6.25전쟁 70년] “밤엔 울고 낮엔 총검술” 전장 누빈 여군 장원순」 (연합뉴

스,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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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2월 말 결정된 여군의 전방 배치 계획에 따라서 전방 부대에서 소
대장 임무를 수행할 장교 인원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전과 같이 여자의용
군 1~2기생 중 희망자 자원을 받아 시험을 치르고 선발 과정을 거쳐 1951
년 1월 1일, 1기생 8명과 2기생 6명이 추가로 현지 임관되었다(육특명(갑) 
제39호). 11월 18일의 장교임관자는 상당수가 정훈대대로 배치된 데에 비해 
1월 1일의 장교임관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방 부대로 배치되었다. 

  이로써 전방 3개 군단과 10개 사단에 총원 130명의 여자의용군이 배속되
었다. 이들은 1기생 장교 8명과 2기생 장교 5명, 1기생 하사 6명, 그 외 2
기생 사병 111명으로 구성되었다(명단은 부록 3. 여자의용군 1~2기 전방 부
대 배치 현황 참조). 이들은 대부분 각 군단과 사단의 참모 부서에서 행정업

출신 군번 이름 계급 배치부대

여자의용군 
제1기

209003 이춘자

소위

제1군단
209004 김제옥 제2군단
209005 최미대 제1사단
209006 백은숙 제2사단
209007 김다희 제3사단
209008 탁영실 제5사단
209009 이희자 제6사단
209010 이인옥 제3군단

여자의용군 
제2기

209011 김혜경 제7사단
209012 김계숙 제8사단
209013 김순배 제9사단
209014 최환희 수도사단
209015 조창희 제11사단
209016 이말생 국방부

* 근거: 육군본부 특별명령(갑) 제39호(1951. 1. 11.)
출처: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122; 130쪽 토대로 정리

<표 III-8> 여자의용군 1~2기생 중 장교 임관자(195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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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이복순도 이때 전방 근무를 자원하여 제9
사단에 배속되었고, 이와 관련한 증언은 IV. 2. 4)에 수록하였다. 
  그 외에 2기생 중 15명 정도의 인원은 정훈 제2대대에 배치되어 기배치
된 여자의용군 1기생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20여 명은 여자의용군훈련소로 
충원되었으며, 100여 명은 육군본부 제5중대와 제6중대로 편성되어 국방부
와 육군본부 부처감실 등에 배치되어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로 
육군본부의 제6중대는 여자의용군 2기 수료와 함께 1950년 12월 17일 여
군중대로 창설되었고, 배속장교 출신 박을희 중위가 중대장을 맡았다. 
  군은 뒤이어 여자의용군의 전문분야 활용을 위해 일부 인원을 경리학교와 
통신학교에 입교시켜 경리교육, 무선통신 및 보급통신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의용군 1기와 2기생 일부 인원이 각 병과학교에 입교해 
1951년 5월 21일로 교육을 수료하고, 국방부와 육본의 경리 담당 부서 및 
야전재무대와 통신부대에 근무했다. 이어 총기재생창 및 총포창과 육군병원, 
포로수용소 등에도 여자의용군이 배치되었다. 이로써 여자의용군은 1950년 
말까지 2개기 874명이 배출되었다.97) 아래는 제2기생 배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97) 최상호(2012). 132쪽의 974명은 입력 오류로 보인다.

배치 부대 인원
장교 임관(이후 전방 사단·국방부 배치) 6
전방 군단 및 사단 111
국방부 및 육군본부 (100)
육군 야전재무대 28
정보학교/첩보대(HID) 53
예술대 55
정훈 2대대 15
여자의용군훈련소 (20)
합계 383
* 괄호 안의 값은 근사치
출처: 육군본부(2000). 102쪽 및 최상호(2012). 129-132쪽 토대로 정리

<표 III-9> 여자의용군 2기 부대 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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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 시기 여군 운영의 실제

1) 여성-‘군인’이 아닌 ‘여성’-군인

  이들 여자의용군의 참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땠을까. 이에 관해 가장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여자의용군 1기생 교육 
중 훈련소에 방문한 이 대통령이 훈련생들과 만난 장면이다.

교육 중 신성모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방문하였
다. 이때 대통령께서 “나라를 되찾은 다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 여성들까지 참전한 데 대해 할 말이 없고 너무나 여러분들
에게 감사한다(연구자 강조). 여러분들 때문에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이때 많은 여자의용군
들도 눈물을 흘렸으며 더욱더 애국심이 돋아났다.98)

  이승만 대통령은 여자의용군 2기 수료식에서도 “어린 딸들이 전방에 나가
서 고생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99)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마치 스베틀라
나 알렉시예비치가 만난 소련의 참전 남성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죄책감, 즉 
여자들을 싸우게 했다는 죄책감”이 있다고 밝힌 것을 연상케 한다.100)

  이때의 여군은 여성-‘군인’이기보다는 ‘여성’-군인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이
들의 존재는 다른 남성들에게, 특히 여자의용군을 ‘어린 딸’처럼 여기는 남성 
지도자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마음이 아픈’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식적
인 모집 과정과 선발 절차를 거쳤고, 일련의 훈련 과정을 거쳐 계급을 부여
받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남성들에게는 동등한 위치의 ‘군인’으로 받아들
여지지 못했다. 이렇듯 여자의용군을 군인이기에 앞서 ‘여성’이라는 성별로 

98) 여자의용군 1기 원숙경 대령(1958년 전역, 제9대 여군병과장 역임)의 2012년 10월 
11일 증언. 최상호(2012). 141쪽에서 재인용.

99) 여자의용군 2기생들의 2012년 10월 17일 증언. 최상호(2012). 148쪽에서 재인용. 
100)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2015).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박은정 역, 

문학동네,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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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 바라보는 인식은 여자의용군 중에 전사자가 하나둘 발생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1) 최초의 여자의용군 전사자: 하사 곽용순

  최초의 여군 전사자는 1951년 2월 4일, 대민 정훈공작 및 대적 귀순공작
차 출동 중에 전사한 곽용순 하사였다. 대구의 신명여중을 졸업하고 여자의
용군 1기로 입대해 제772부대 제2중대 창원지구 파견대에 근무 중이었다. 
부산일보에서는 21세, 동아일보는 25세로 기록하고 있어 전사 당시의 나이
는 확실하지 않으나 입대 이전에는 ‘가정주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의 
보도를 살펴보면 곽 하사의 전사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애
국일념”을 칭송하고 추앙하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와 동시에 그가 ‘연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군에 입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동아일보의 보도를 살펴보면 부제에서부터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사의 첫 문장 역시 “몸은 비
록 여자일망정”이라며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분연히 
앞치마를 벗어제치고 군열에 나섰다”는 표현은 그의 입대 이전 가정주부 생
활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있어야 할 곳을 ‘주방’ 혹은 ‘가정 내’로 고정
하는 사고를 반영한다. 

순국의 여용사 곽용순(郭龍順) 양
그는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
  몸은 비록 여자일망정 조국의 위기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하여 분연히 
앞치마를 벗어제치고 군열에 나서 여자의용군으로 각 전선에서 활동 중 
애처롭게도 25세의 청춘을 일기로 화랑도의 꽃으로 사라진 여자의용군 첫 
전사의 보고가 8일 정훈국 부산분실에 전하여져 왔다.
  즉 지난 2월 4일 12시경 육군 제772부대 제2중대 창원지구 파견대 근
무 육군하사 곽용순 양(25)은 민중 정훈공작과 아울러 대적 귀순 공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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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부산일보는 곽용순 하사의 전사를 좀 더 긴 분량으로 자세히 다
루었는데, 여기는 “순국하는 순간”과 그의 “눈물겨운 유언”까지 전하면서 보
도에 더욱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삽입되었다. “대한여성의 귀감”이라는 제목
이 강조하듯 전사한 여자의용군 곽용순은 한국의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으로 신화화되었다. 더불어 최초의 여군 전사자에게는 공히 ‘순국의 꽃’, ‘화
랑도의 꽃’과 같이 여성임을 한층 강조하는 수식어가 부여되었다. 이는 전장
에서 숱한 전사 소식이 쏟아졌을 법한 당시에도 이 사례를 주목해야 할 이
유가 되었을 것이다. 

○○지구에 출동 중 불의의 흉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마산시 주둔 수도육
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가하여 왔으나 동일 12시 50분경 장렬하게도 순
국의 꽃이 되었다. 곽 양은 대구 신명여중에서 수학하였다가 6.25 사변이 
발발하자 멸공구국의 불타는 애국일념에서 자진 여자의용군에 지원하여 
육군 제772부대에 배치되어 활동을 하여왔다 한다.

(동아일보, 1951. 2. 9. 밑줄 연구자 강조)

대한여성의 귀감(龜鑑)
곽용순양 대적 공작 중에 순국
  지난 2월 4일 12시 육군 제772부대 제2중대 창원지구 파견대 근무 육
군하사 곽용순양(당 21세)은 민족적 원수인 공비 근멸의 사명을 띠고 민
사 정훈 공작과 아울러 대적 귀순공작차 모 지구에 출동 중 불의의 흉탄
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이 급보에 접한 부산시 주둔 수도육군병원에서
는 즉시 출동하여 응급치료를 가하였으나 원래 중상을 입은 동양은 백약
이 무효로 동일 12시 5분경 장렬하게도 순국의 꽃이 되었다 한다. 
  곽양은 일찍이 대구 신명여중에서 수학하였으며 괴뢰군 남침으로 6·25
사변이 발발하자 가정주부로서 중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공구국의 불
타는 애국일념에서 자진 여자의용군에 지원하여 제1차로 대구 여자의용군
훈련소를 끝마치고 군문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다가 다시 육군 제772부대
에 배치되어 일반 민중에 대한 정훈 공작과 공비 섬멸 투쟁에 맹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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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사에서 나타난 “가정주부로서 중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고정적인 관념을 동아일보의 기사보다
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기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서술은 자원하
여 군에 입대하고 여자의용군이 되기로 한 곽용순의 ‘결심’을 보다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으나 다른 면에서는 계속해서 여성의 ‘올바른’ 위치
를 가정으로 한정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한편 두 기사 모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곽용순의 호칭
에 관한 것이다. 그의 나이가 스물하나이든 스물다섯이든 이미 결혼을 해 가
정을 꾸린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하사’라는 명확한 계
급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음에도 기사는 그를 ‘곽용순 양’, ‘곽 양’이라고 호
칭하고 있다. 통상 미혼의 젊은 여성, 어린 소녀를 뜻하는 호칭인 ‘양’은, 성
인이자 기혼이며 하사 계급을 가진 곽용순에게 붙이기에는 적절치 않게 느껴
진다. 그런데도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여러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
사를 쓰는 이와 읽는 이들 모두에게 여자의용군이 ‘나이 어린 혹은 미혼의 
여성’, ‘소녀’로 당연하게 전제되었음을 시사한다. 

(2) 두 번째 여자의용군 전사자: 이등중사 권이순

  하사 곽용순의 ‘최초의’ 전사 이후, 더 이상의 여군 전사 소식은 언론 보도

하여왔다 한다. 그런데 곽양은 순국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조국애에 불타는 
순국 정신을 발휘하여 가호 중의 전우들의 손을 붙잡고 “나는 이미 불의
의 흉탄에 맞아 평생소원인 중공 오랑캐 타도와 조국 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천오백만 여성을 대표하는 여자의용군 전우들과 총후 대한 여성
동지들은 총궐기하여 내 손으로 이루지 못한 원수 김일성 괴뢰도배들을 
쳐부수고 중공 오랑캐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하루속히 조국 통일을 
완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눈물겨운 유언을 남기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순국의 사도가 되었다 한다.

(부산일보, 1951. 2. 9.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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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의용군의 배치와 인력 운용 면에서 
더욱 큰 여파를 몰고 온 것은 두 번째 여자의용군 전사자 권이순이었다. 
  이등중사 권이순은 여자의용군 2기 출신 3사단 본부중대 소속으로 1951
년 5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속사리에서 전투 중 전사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시작되며 중동부 전선의 국군 제7사단이 무너지고, 이어 제3사단과 
제9사단이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리에서부터 속사리를 지나 하진부
리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사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현리전투’의 이 철수
과정에서 수많은 장병이 전사하거나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5월 19~20
일 사이 하진부리에서 수습된 제3군단 병력은 제3사단이 34.2%, 제9사단이 
40.0%에 불과했다.101) 
  권이순 이등중사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리 긴박한 전쟁 중이긴 
하나 여군까지 전방에 투입해서 전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비난이 일었
다.102) 다음은 당시 제3사단 감찰참모로 재직했던 조봉석 예비역 중령이 『여
군 45년사』를 집필한 오장경 예비역 중령에게 보낸 서신 일부다. 
 

  …… 3사단이 수일간의 고투 끝에 최종집결지 하진부리 북방 
한 계곡 농가에서부터입니다.
  본인은 군단장의 호출을 받고 사령부에 도착한 직후 군단장과 
작전참모 두 분이 지도를 놓고 작전계획을 뜨고 있었습니다. 순
식간에 작명이 완성되어 전속력으로 사단집결지에 가서 사단장
께 직접 전달하라는 요지였습니다.
  그곳에 도착이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전사한 
여군하사 장례식이 곧 시작되었습니다. 부관참모의 구령에 따라 
묵념, 애국기, 조사가 끝났습니다. 1¼톤 차 당가 위에 안치된 
영현은 모포에 싸였고 태극기가 덮어졌습니다. 때는 폭설이 
50cm 정도 쌓였으며 밤송이 같은 함박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1). 『6·25전쟁사 (8):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532-540쪽; 박동찬 편저(2016).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1-385쪽.

102) 조봉석 예비역 중령의 서신(1993. 5. 12.). 육군본부(2000). 112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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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구슬픈 취침나팔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영현을 
모신 1¼톤 차는 함박눈이 태극기 위에 쌓여지면서 서서히 시야
를 떠났습니다.
  부사단장, 일반참모 그리고 명령을 갖고 간 본인은 잠바의 눈
을 털고 농가 온돌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잠시 침묵이 이어
졌습니다. 얼굴을 보니 저마다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
사단장께서 입을 열어 “육본에서 왜 여군을 일선에 배치하였는
지”하며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애처로워 그러셨겠지
요.(연구자 강조) …… 

1993. 8. 4. 상파울루, 브라질. 육사 제9기 조봉석103)

  함께 근무하던 여자의용군의 전사를 목도한 남군들은 모두 말을 잇지 못
하고 눈물만 흘렸고, 부사단장은 “육본에서 왜 여군을 일선에 배치하였는지”
를 못마땅해했다. “너무나 애처로워” 그랬을 것이라는 말은 부사단장뿐만 아
니라 조봉석 중령 본인의 감정 역시 그러했다는 증언일 것이다. 조 중령은 
같은 편지에서 3사단에 함께 있던 군예대 여학생(학도의용군)들의 죽음에 대
해서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여고생들의 죽음 역시 동료 남군들에게는 정서
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 중대장은 지도를 펴놓고 이 지점에서 군예대 여고생이 
전사하는 순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데 뼈를 찌르는 듯하더라
는 말을 끝으로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동석한 소대장, 인사계까
지 흐느껴 울었습니다. 
  본인은 중대장을 끌어안고 울면서 위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
용을 들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중대장은 “나는 너무나 충격이 
크니 인사계 자네가 더 잘 아니 설명드려라.”하여 인사계는 다음
과 같이 전반적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103) 최상호(2012). 376-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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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농가에서 잠시 휴식 중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뼈를 쪼개듯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계
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빵을 헤어가며 먹을 수밖에 없는 굶주
림에 준령의 눈길을 고비 고비 넘는 체력은 극도로 피로하여 불
가분한 휴식 중 공격을 받은 전우는 뼈를 찌르는 여자의 ‘대한
민국 만세’ 소리에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신경이 용기와 
적개심으로 돌변하여 철수 중 기습을 받으면 부대는 순간적으로 
산산분리되기 쉬운데 중대는 하나같이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대
항하면서 여고생의 사체를 모포에 싸서 깊은 눈 속에 매장하고 
농가 주민더러 후일 고이 매장하여 달라고 부탁과 동시에 그 지
점을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대장은 부디 상부에 보고하여 내가 전사하여도 대한민국 
역사에 남겨달라고 방에서도, 그곳을 떠날 때도 재삼 손을 붙들
고 애원하였습니다. …… 붉은 선혈과 함께 숨을 거두는 최후의 
순간까지 대한민국 만세 소리 계곡에 울려 전우의 심금을 예리
하게 쪼개고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의 최후의 만세 소식은 위기에 처한 용사에 사기를 드
높여 용기와 적개심, 복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전
지에서 심리급변은 돌격이나 공격, 조우전, 철수전 등 실전에 참
가한 경험 없이는 생애 중 그 어느 곳에서 체감할 수 있었겠습
니까. …… (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

1993. 8. 4. 상파울루, 브라질. 육사 제9기 조봉석104)

  이 군예대 학도의용군 여학생의 죽음은 거듭되는 전투에 극도로 피로에 
빠진 남군들 모두가 일시에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신경이 용기와 적개
심으로 돌변”할만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철수 중 기습 상황에서도 부대가 산
산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중대는 하나같이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대항하면서 
여고생의 사체를 모포에 싸서 깊은 눈 속에 매장”까지 하고 농가 주민에게 

104) 최상호(2012). 376-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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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습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중공군에게 쫓겨 사단 
전체가 풍비박산되었던 현리전투의 후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진술은 ‘기
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이 군예대 여학생의 죽음은 그가 정규군인조차 아닌 ‘여고생 학도
의용군’이었다는 점에서 남군들에게 더욱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었을 수
도 있다. 그렇지만 전투현장에서의 여성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정규군인 
여자의용군이었든 자원한 여자 학도병이었든 남군들의 심리에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 권이순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남군들 사이에서 여자까지 전사하
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의 반응이었다.

(3)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군인

  첫 번째 여자의용군 전사 사례였던 곽용순의 전사와 이후 두 번째 전사자 
권이순의 사례는 사람들에게 ‘다른 무게’로 전해졌고 이후 여자의용군 인력 
운용에 끼친 여파도 달랐다. 곽용순의 전사는 ‘후방’에서, 정훈 및 대적공작 
업무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여군 철수나 여군 폐지의 여론으로 이어지지 않
았다. 오히려 최초의 여자의용군 전사자로서 세간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 
고귀함과 영웅성을 칭송받았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이를 본받으라는 ‘귀감’으
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권이순의 경우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 전투현장에서 여군이 전사
했다는 점에서 특히 남군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얼마 안 있어 전체 여군
의 후방 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의 전사 
소식은 언론에도 보도되지 못했다. 이는 그만큼 여자의용군의 ‘일선’ 배치가 
남성 군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일이었음을 뜻
한다. 즉, 단순히 여성이 군인이 되고 군인의 일을 한다는 것과 여성이 ‘전투
현장’에 군인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총성이 오가는 전투현장에서 여성이 죽는 것은 다른 남성 군인들에게 ‘죄
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죄책감과 불편함은 “여성은 (남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젠더 관념에서 기인한다. “전장에서 전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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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다.”가 아니라, “전장에서 여성을 지키지 못했다.”가 남군의 심리를 지
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여군은 동일한 훈련을 거쳐, 동등한 지위와 
자격으로, 함께 국가안보를 수행하는 동료로 인식되지 않았다. 설령 군대에 
여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있을 곳은 전투부대가 아니어야만 했다. 
  권이순의 전사를 비롯해 전방군단 및 사단에서 근무하던 여자의용군들의 
실종, 부상 등의 소식이 이어지자 비난의 화살은 “여군까지 전방에 투입한 
결정”으로 향했다. 전방에 배치된 여군을 후방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우세해지며 군 지휘부는 여군 전원의 후방 배치를 결정하였다. 전방 군
단과 사단에 투입됐던 여군들은 부대별로 대구의 제1보충대로 전속되었고, 
1951년 8월 12일 제6사단의 여자의용군을 끝으로 전원이 후방으로 철수하
였다. 이로써 6.25 전쟁 중에 이뤄진 여자의용군의 ‘일선 전투부대’ 참전활동
은 막을 내리게 된다.105) 
  

양양에서 근무 중 3사단에서 여군 1명이 전사하여 여군까지 전
방에 있어야 하겠냐는 의견이 대두되어 1951년 6월경 대구에 
있는 보충대로 철수하였다.

― 이춘자(여자의용군 1기, 제1군단 소대장 근무)106)

북진하는 도중에 타 군단에 배속된 여군사병 1명이 총격에 사망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얼마 후 사단보다 먼저 후퇴하였으며, 
1951년 6월 강릉에 오니 제1군단사령부로 전출명령이 났다. … 
1951년 8월 말경 대구에 있는 보충대로 철수명령을 받았다. 

― 최환희(여자의용군 2기, 수도사단 소대장 근무)107)

  전방 부대에 배치됐던 여군이 철수된 후,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방지역에서 
마땅한 임무를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여군 사병이 숙달된 주특기 없이 보
병 기초군사훈련만을 이수한 상태였기에 경리와 통신 분야에 근무하던 몇몇 

105) 최상호(2012). 175쪽. 
106) 2011년 12월 21일 양양 자택에서 증언. 최상호(2012). 177쪽에서 재인용.
107) 육군본부(2000).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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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용군을 제외하고는 주임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1951년 2월 28일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학생들에 대해 복교령이 공포된 것도 재학 중 입대했
거나 진학을 원하는 여자의용군이 대거 제대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로 인해 1951년 한 해에만 여자의용군 1~2기생의 과반인 531명이 군을 떠
났다. 

전역 연도 여자의용군 제1기 여자의용군 제2기 합계
1950 27 0 27
1951 330 201 531
1952 55 53 108
1953 19 37 56
1954 28 53 81
1955 4 5 9
1956 7 5 12
1958 2 0 2
1960 2 1 3
1962 0 2 2
1964 2 1 3
1966 1 0 1
1967 4 0 4
1969 1 0 1
1970 2 0 2
1972 1 0 1
1974 1 0 1
1975 1 0 1
1976 1 0 1
1978 1 0 1

전역일 미상 2 1 3
총합계 491 359* 850

* 여자의용군 2기생 총원은 383명이나, 원자료의 참전자 명단에 2기생 24명이 누락되어 전역 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의 ‘전역일 미상’ 항목은 참전자 명단에는 있으나 전역일이 공란인 경우다.

출처: 최상호(2012)의 참전자 명단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10> 여자의용군 1~2기 연도별 전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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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군 인력 활용의 실상과 한계

(1) ‘여성의 일’과 여군 무용론

  여성 군인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은 여군의 군 생활과 복무 환경에도 상
당한 영향을 끼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은 여군 인력을 여성-‘군인’이
기보다 ‘여성’-군인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을 온전한 ‘군인’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실패했다.

… 사단에서 전투임무가 아닌 행정임무를 부여한 점이 불만이었
고, 여자의용군의 활용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 최환희(여자의용군 2기, 수도사단 소대장 근무)108)

  최환희의 증언에서처럼 많은 여자의용군은 전투부대에 배치되어 총을 들고 

108) 육군본부(2000). 115-116쪽. 

출처: 최상호(2012)의 참전자 명단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II-4> 여자의용군 1~2기 전역인원 및 잔류인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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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업무를 맡아야 했다. 때문에 부대 
배치 후 적과 직접 마주하는 전방의 전투진지가 아니라 사령부 내의 행정요
원으로 보직된 데에 실망하는 인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업무만 
하더라도 비교적 ‘업무다운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많은 여자의용군들은 
‘청소 당번’이나 ‘전화 당번’, ‘차 당번’과 같은 일을 하며 근무를 해야 했다. 

여군반장은 여자의용군의 인사관리 및 통솔을 책임지는 자리였
다. 여군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전화 당번이나 차 당번이 고작이었다.(연구자 
강조)

― 박을희(여자배속장교, 육군본부 제6중대장 역임)109)

  위의 증언의 주인공인 박을희(당시 중위)는 1950년 12월 17일 여자의용
군 2기의 수료와 함께 창설된 육본 제6중대의 중대장으로 여군반을 담당하
고 있었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여자의용군은 훈련을 다 마치고 군인이 되었
음에도 제대로 된 업무영역이 확립되지 않은 채 ‘사무실 당번’으로 취급받았
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여군들은 상부에 항의하여 업무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자의용군 1기로 입대한 이점례는 여자의용군교육대 수료 후 경무대
로 배치되어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유리창 청소 등”을 했는데, 얼마 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 5중대장을 찾아가 “내가 군대에 들어온 것은 총 들고 
북괴군 죽이러 왔지 청소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경무대에서 복
귀하였다.110) 
  같은 1기생 이춘자(당시 소위)는 1군단 배치 후 군단장이 인사참모에게 
“장교인 본인(이춘자)은 군단장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여군들은 참모실에 근
무시키라”라고 하는 것을 듣고, 군단장에게 “우리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러 왔
지 당번하러 온 것이 아니니 행정업무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군

109) 박을희. 「여군의 어머니 박을희 장로:14(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1998. 7. 17.)
110) 2012년 10월 18일 전쟁기념관에서 증언. 최상호(2012). 145-14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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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의 허락으로 이춘자는 인사참모부 고급부관실 병력계장으로 보직을 받았
고 다른 여군들도 참모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111)

  이춘자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당번’과 ‘행정업무’는 여자의용군들에
게 다른 의미였다. 본 연구에 구술로 참여한 이복순 역시 인사계로 근무했던 
자신과 ‘비서’ 일을 했던 여자의용군의 사례를 구별 짓는 모습을 보인다.

딴 애들은 편히 있다가 온 아이들 많아. 사단장실, 부사단장실이
고 그런 데 있던 아이들은 비서처럼. 비서 겸.(연구자 강조) 그
렇게 있던 아이들은. …… 어떻게덜 보면 다 기냥 저기, 있더라
고, 사단장실, 부사단장실, 참모장실, 뭐 그 참모들한테 있는 데
가 있어. …… 나는 꼭 저기, 하다보니까 인사계만 다 했어(웃
음). 그 인사계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 이복순(여자의용군 2기)112)

  이렇게 보았을 때 “행정업무 위주의 임무 수행은 전방에서의 철수 뒤 많은 
인원이 제대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113)라는 공간사의 서술은, 사실
상 ‘행정업무 위주의 임무 수행’보다는 으레 ‘사무실 말단 여직원들의 일’로 
당연시되었던 각종 ‘당번 역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두른 표현 뒤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훈련을 모
두 마친 뒤에도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의 일’을 해야만 했던 
여자의용군의 현실이 있다. 
  문제는 이들 여자의용군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시간과 예산
을 들여 키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방부와 군의 문제가, 결국은 
여자의용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서범석 의원: … 다만 국방부의 모든 시책이 정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전승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단

111) 2011년 12월 21일 양양 자택에서 증언. 최상호(2012). 176-177쪽에서 재인용. 
112)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113) 육군본부(2000).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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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국방조직법에 여자 의용군이란 소위 여자에게 대해서 의용군
을 뽑아가지고 그 의용군을 어디다 쓰는고 하니 실제에 전투
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승에 필요한 활동을 시키는 것
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서 급사(給仕)를 시키고 있다
는 그런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런 소리 마라요. 탈선이요｣ 하는 이 있음)
  우리는 예산을, 이러한 예산 조치는 대체 어디서 했으며 이런 

것을 볼 때에 국방부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봐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다소 유감의 의
사를 표시 아니할 수 없읍니다.(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114)

  1951년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범석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여자의용군의 운용을 두고 “막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냐면서 “국방부에 대
한 조치가 하나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한다. 그의 문제 제기는 여
자의용군을 뽑아 놓고 “실제 전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승에 필요한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서 급사를 시키고 있다”라
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맥락상 서범석의 지적이 훈련된 여성들을 데려다가 
급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 쓰라’는 의미보다는, 실제 전투에 쓰
지도 못하고 급사를 시킬 것이라면 예산이 아까우니 ‘아예 뽑지를 말라’는 의
미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전투 임무 부여가 제한된다거나, 유지비가 많
이 소요된다는 식의 주장은 여자의용군에 대한 ‘편성의 필요성’, ‘적절한 정
원’ 논란 같은 회의적 시각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했다.115) 때문에 여자의
용군훈련소는 1950년 12월 2기생 교육을 끝으로 신규 인원을 모집하지 못
하고, 1951년에는 간호장교 양성과정인 간호후보생 10기와 11기, 두 기수만
을 교육한 뒤 같은 해 11월 해체되기에 이른다. 해체 직전인 1951년 11월 

114) 제2대 국회회의록 제10회 제14차 국회본회의 (1951년 1월 26일)
115) 육군본부(2000).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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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일보의 아래 기사는 여자의용군훈련소와 관련한 당시 분위기를 잘 
전해준다. 

<그림 III-5> 부산일보(1951. 11. 6. 2면)

어데로 가는가? 여자의용군훈련소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여자 군인 양성 기관인 여자의용군훈련소는 
동란 후 극히 날이 옅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다한 애로를 무릅쓰고 
많은 여군들을 길러왔던 것이다. 그러나 동 훈련소는 상부 명령에 의하여 
신병양성을 정지한지 8개월 가까워오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존폐까지 전해
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하며 탐문한 바에 의하면 군부 내에서도 동 훈련소
의 존폐 양론이 대립되고 있다는 바 이는 차후의 여자의용군 양성에 미치
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치 그 귀결이 매우 주목되고 있다.
  씩씩한 모습에 단발머리― 총대를 멘 전투□의 □군부대들은 과연 어디
로 갈 것인가?

(부산일보, 1951. 11. 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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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위의 기사는 당시 여자의용군훈련소의 훈련소장을 맡았던 김현숙 중
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김 중령은 여자의용군에 대한 “과소평가”는 “부당”하
다면서, “후방 근무만 여자로 대치하여도 상당한 인적자원이 보충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어느 특수병과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우수할 수도 
있으니” 여군을 더 강력한 기구로 개편시켜야 하지, “폐지란 생각할 수도 없
는” 문제라고 소리 높인다. 즉 남성의 자리를 여성이 대신함으로써 상당한 
인적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수한 특수
병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자의용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
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괴뢰군들의 조직을 보면 이 여자부대 역할이 
상당한데, 우리는 그네들에 못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군과의 
경쟁 측면에서도 여자의용군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자의용군의 신규 모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아래 
김종문 대령의 입장은 무엇보다 여자의용군은 “모든 면에 있어 남자보다 뒤

찬(贊)
과소평가 부당 군사훈련은 긴요
훈련소장 김 중령 담
  모든 선진국가의 예로 보나 여자에 대한 과소평가는 부당하다. 과거에
는 훈련의 시일이 전혀 없이 군로에 □□한 관계로 약점만 나타냈으나 객
관적 정세로 미루어 보아 여자에 대한 군사훈련은 지금이 가장 시급하다
고 본다. 후방 근무만 여자로 대치하여도 상당한 인적자원이 보충이 될 
것이며 어느 특수병과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우수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더 강력한 기구로 개편되기 바라며 폐지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다. 더
구나 북한괴뢰군들의 조직을 보면 이 여자부대 역할이 상당한데, 우리는 
그네들에 못지 않는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여자군인의 역할 남자에 대
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며 그래야만 할 것이다. 초창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훈련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억센 낭
군부대들을 만들어 국가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일보, 1951. 11. 6. 2면. 밑줄 연구자 강조)



- 86 -

떨어진다”라면서 여자의용군의 능력 부족을 지적한다. 더불어 군복의 결여에 
관해서도 여러 관계로 남군에게만 더 지급되므로, 물품 보급 면에서도 여자
의용군이 불리함을 근거로 든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보급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보급대상의 배제 및 제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명백히 차별적인 
취급이다). 나아가 그는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약체인 여자는 분전에 적응치 
않음으로”, “이에 충당할 모든 물자와 그밖에 남자 군인 양성에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이렇듯 신체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투 임무가 불가하다는 것이
나 여군은 남군에게 갈 예산을 소모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군의 모든 논리 
구조와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남성’ 군인과 ‘전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근
거한다. 
 

  이어진 여자의용군의 연혁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여자의용군이 처
한 현실과 그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무엇
을 하는 것이냐” 하는 눈총을 받아가며 “하잘것없는 잡역에 종사”한다는 기

부(否)
신규 모집 중지 재배치를 기할 터
김종문 대령 담
  앞으로는 여자의용군 신규 모집은 없을 것이다. 워낙 훈련도 부족하였
지만 모든 면에 있어 남자보다 뒤떨어진다. 또한 군복 결여도 여러 관계
로 남자□만 더 주게 되니 그만치 불리하다. 그 자체에서도 여자 군인이 
배치 근무에 원칙이 없이 행하여 저 규율에 문란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
으니 현재 있는 여자 군인에 대해서 재교육 재배치를 철저히 하여 효과 
있는 운영을 기하겠다. 그러나 본인이 제대를 희망한다면 자유의사에 맡겨 
언제든지 허가할 방침이다.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약체인 여자는 분전(奮
戰)에 적응치 않음으로 이에 충당할 모든 물자와 그밖에 남자 군인 양성
에 기울이고 여자 군인 훈련소는 더 확장치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
□□ 인사처장) 

(부산일보, 1951. 11. 6. 2면.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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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자의용군의 임무가 일반적인 ‘행정업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 못 하고 있
음은 어느 모로나 안타깝다”는 말은 거꾸로 이들의 역량이 수행 중인 업무에 
비해 훨씬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 지점은, 위의 기사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 부산일보

연혁
  즉 현재 동 훈련소를 수료한 여 병사의 수효는 1, 2기를 통하여 OOO
명인데 이들 중 약 반수는 이미 제대하였다 한다. 동소 요원으로서 복무 
중인 OOO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과 20일 정도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군 각 부문에 배치되어 있다는데 이들은 흔히 「무엇을 하는 것이냐」하는 
□를 받아가며 한 □자국 존재로서 하잘것없는 잡역에 종사하며 충분한 
역량을 발휘 못 하고 있음은 어느 모로나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이들은 
본인이 희망함으로써 언제든 제대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장차 여자의용군의 해체를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그 존속과 나아가서는 육성 강화까지도 주장하고 있어 문제는 
자못 복잡함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모호한 현상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국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군 수뇌부의 선견(善見)이 
요망되고 있다.
  그런데 ① 폐지론을 부르짖는 편에서는 제한된 장비력과 공급량밖에 없
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실전에 약한 여자보다 남자를 훈련함이 효과
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② 존속론을 부르짖는 편에서는 실전에 약한 
것은 단시일 교육으로 인한 훈련 부족에서 오는 애로이며 타자, 속기, 경
리, 통신 등의 □□□목은 여자 병사가 남자 병사보다 능률적이고 적임이
니까 여자를 대치함으로써 여력(餘力)을 조업 공장 등 산□에 주입시킬 것
이며 선진국가 여자 병사의 유별(有別) 적절한 군용 발도를 따서 □□□□
□.

(부산일보, 1951. 11. 6. 2면.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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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종문 대령 담이라 했음은 취재의 착오”였다며 기사의 일부를 취소했다
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담화의 내용이 계속해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김 대령이 
아닌 다른 ‘누구의 담화’인지가 밝혀졌어야 할 터이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진
짜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고, 누구의 말인지 모를 여자의용군 폐
지론만이 세간에 남게 되었다. 이것이 (김종문 대령이) ‘책임을 지지 못할 말’
이었기 때문이든 혹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말’이었기 때문
이든, 존속을 주장한 김현숙 중령과는 달리 폐지를 주장한 이는 ‘익명’의 이
름 뒤로 숨어버렸던 셈이다.
  결국 여자의용군훈련소는 1951년 11월 15일로 해체를 맞았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내에는 여군과가 설치되었고, 각 국감실과 부대에 배속
된 여군의 인사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국일명(육) 제164호) 비로소 
‘여자의용군’이 아닌 ‘여군’ 용어의 사용이 육군 내에서 공식화되었다.

여자의용군 훈련소 기사 일부 취소
  작(昨) 6일부 본지 2면 상단 □□의 여자의용군 기사 중 김종문 대령 
담이라 했음은 취재의 착오였삽기에 취소 하나이다. 

(부산일보, 1951. 11. 7. 1면)

고급부관

여군과
중령 김현숙

서무계 장교계 사병계
대위 홍소운 대위 현성원 대위 류순숙

출처: 육군본부(2000). 128쪽.

<그림 III-6>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산하 여군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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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자의용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비단 인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여장교가 군기를 문란케 한다는 식의 폄훼로까지 이어
졌다. 1951년 11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박영출 의원은 “군복을 입은 여성
장교가 일선에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후방에서는 “여장교 때문
에 우리 군의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예가 많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면
서 “여장교를 쓰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군기확립상 오히려 좋은 일”이 아
니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여군 때문에 풍기상 문란함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
정한 사건이나 정연한 논리로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다더라 하
는 소문에 근거한 억측일 뿐이었다. 

박영출 의원: … 그다음 둘째로 군복을 입은 여성장교가 일선에
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후방에서 간간히 들려오기
는 여장교 때문에 우리 군의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예가 많다
는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이올시다. / 현재 우리 군에 
있어서 혹은 위생 혹은 통신 그런 방면에 여장교를 쓸 필요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여장교를 씀으로 말미암아 만일 
군기의 풍기상 문란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당분간 여장교를 쓰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군기확립상 오히
려 좋은 일이 아닌가 묻는 것이올시다. …

국방부차관 김일환: … 다섯째로 여자장교제도 폐지 의사가 있
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자장교제도는 
역시 존속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현재 여자장교
는 주로 간호 통신 경리 같은 국한된 부분에 복무를 하고 있
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현재도 초등을 나오고 또
는 고등간호학교를 나온 간호장교를 모집 중에 있읍니다. /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여자의용군훈련소는 이번에 이것은 폐지
했읍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용군은 더 증가하지 않고 현재 복
무하고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또 
확충하지 않는, 징모(徵募)를 하지 않는 관계로 훈련소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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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육군본부에 이 여자의용군을 관계하는 과를 하나 신설했읍
니다.(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116)

  이 같은 질의에 김일환 국방차관은 현재 여군들이 “주로 간호, 통신, 경리 
같은 국한된 부분에 복무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여자
장교제도 자체는 존속시키되 여자의용군은 추가 모집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여자의용군훈련소를 해체했다고 답변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군은 그 존
재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고 계속되는 폐지론에 방어 논리를 수립하기 위해 
여군이 (남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일천 대장117)에게 건의해 여군에게
도 행정병, 통신병, 타자병, 교환병 등의 기술 교육을 시키도록 
허락받았다. 

― 박을희(여자배속장교, 육군본부 제6중대장 역임)118)

  여자배속장교 출신의 홍소운 대위는 공병우 박사가 한글타자기를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군의 행정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자기술
을 도입하고 “여군이 이를 숙달해 주특기로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제
안은 육군 전체의 행정업무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특히 “양성된 여군이 행정기술업
무분야를 담당케 함으로써 더 많은 남자군인들을 전투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된 점이 군 수뇌부를 설득하는 데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여군사 편찬자는 “타자기술은 여군으로서의 가능한 분
야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으로써, “오로지 여군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근무
분야”라고 자평한다. 또한 이 ‘타자기술’이 성공적으로 여군의 주특기로 자리 
잡으면서 1951년 10월 1일 <여군 기술하사관 모병안>을 수립 시행하는 추
진력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타자가 ‘여성의 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

116) 제2대 국회회의록 제11회 제102차 국회본회의 (1951년 11월 24일)
117) 정일권 대장의 오기로 보인다. 
118) 박을희. 「여군의 어머니 박을희 장로:14(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199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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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면서 여군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여군 기술하사관의 
모병안이 수립되어 여군사병의 장기활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덕분에 
1953년에는 여자의용군의 모병도 재개되면서 1월에는 제3기생 96명이, 6월
에는 제4기 88명이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병 목적에서부터 기술병 
양성에 주안을 두어 속기, 통신, 타자, 경리, 일반행정 등의 특과병으로서 각 
분야로 입대하게 되었다.119)

  여자의용군은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전화 당
번, 차 당번과 같은 ‘당번’ 역할, ‘급사’ 노릇을 거부하고자 했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까지 ‘여성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군 지도부와 상관들에 
의해 소위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일들을 강요받았다. 더 나아가 그런 업무
를 주로 한다는 이유로 ‘쓸모가 없다’거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의 대상
이 되어야만 했다. 그런 여군들이 군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계기는 역설적으로 타자를 비롯한 경리, 통신 
등의 몇몇 분야를 여군의 주특기로, 즉 ‘여성의 일’로 만듦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로써 여군 제도의 존속과 여군 개개인의 군대 내 생존을 위해 시도된 ‘여
군병과’의 확립은, 역설적으로 여성 군인들이 여군병과의 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남성 군인들과 분리되어 여타 병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여군들은 1950년 창설 후 4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1989년 여군병과
가 해체되면서 비로소 남군과 동일하게 각 병과로 배치될 수 있었고, 그러고도 
마지막까지 금녀의 구역으로 남아있던 포병·기갑·방공·군종 병과가 여군에게 
열리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120) 

(2) 여군의 결혼과 출산 금지

  여자의용군의 군 생활을 어렵게 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여군의 결혼과 출
산을 금지했던 군의 ‘금혼 규정’이었다. 여자의용군 1기 모집 때만 하더라도 
지원 요건에는 학력 요건과 “만 17세 이상 35세 미만”의 연령 제한만이 포

119) 육군본부(2000). 141-143쪽.
120) 이영선. 「육군, 여군에 전 병과 개방…3사 최초 여생도 선발」 (국방일보,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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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됐었다. 그러나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기 모집에서는 자격이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변경되면서 지원자격에 ‘미혼’일 것이 추가되었
다(여자의용군 제1·2기의 지원자격 비교는 다음 절의 <표 III-12> 여자의용
군 지원자격 종합을 참조). 그 이후 육군의 여군들은 여군병과뿐 아니라 간
호병과의 간호장교마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금혼’ 규정에 묶여있어야 했
다. 여군의 결혼 자체를 막았던 이 금혼 제도는 사실상 거의 전원이 결혼 적
령기의 여성으로 구성됐던 여자의용군들에게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
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임동순은 여군이 결혼하면 “살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며, “결혼하니까 다 제대를 
하더라”고 과거를 떠올렸다.121) 그는 또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결혼하
면 사회생활을 정리해야 했던 시절”을 아쉬워했다. 

“입대해서 잘 훈련시켜놨는데 시집 간다고 제대할 땐 정말 속상
했다”며 “육아휴직도 없었고 결혼하고도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임 대령이 복
무하던 당시엔 결혼 후 시댁과 친정 모두 제대하라고 하는 바람
에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가 잡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여군이 늘어나자 여군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한국일보, 2020. 6. 22. A01면)122) 

  그래서였을까, 임동순 자신은 1972년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결혼을 하
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혼의 삶을 살고 있다. 반면 다른 연구참여
자 이복순은 아버지가 중대장을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 딸 쫌 제대시켜 줄 
수 없습니까” 하며 간곡히 요청했어도 자신을 제대시키지 못해 “안심하고 있
었는데”, 남편 될 사람이 찾아와 중대장에게 가서는 “약혼하러 갈 테니 휴가

121)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22) 안아람. 「“수원서 서울이 ‘시쳇길’이었지… 지프차 이동 때 온통 피범벅」 (한국일보, 

2020. 6. 22. A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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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라”고 한 것이 그대로 결혼과 전역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말한
다.123) 이복순은 결혼 날짜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955년 3월 25일에서
야 전역을 했다. 

첨에 내가 결혼 안 할라꼬 한 일주일을 울었다고. 그래도 뭐 아
버지가 허가해 논 이상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지. 그때 우리 남편은 하사관이고 나는 장교고, 그래가지고 
온 여군들이 소문났어. 그때 뭐 여군도 여군치고도 결혼한 사람
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그래서 결혼했느냐, 내가 그렇게 결혼할 
줄 몰랐다 이거지. 전역하기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어. 그때
는 우리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바로 옷을 벳기니까.(이상 밑줄 연
구자 강조)

― 이춘자(여자의용군 1기)124)

  위의 여자의용군 1기 이춘자 역시 “결혼하면은 바로 옷을 벳기”는 군의 규
정상 결혼 직후인 1951년 6월 30일, 소위로 전역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
듯, 195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
고 혼자 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여군
의 금혼 규정은 자연스럽게 여군들에게 ‘일(군대)’과 ‘가정’ 중 오로지 하나만
을 택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로 작동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 전 지원자격이 ‘미혼자’로 규정된 것은 여자
의용군 제2기생부터였고, 따라서 여자의용군 1기 중에는 기혼자가 포함되었
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기혼자가 여자
의용군에 입대했다 하더라도 군에 계속 남아 경력을 쌓아가기란 매우 어려웠
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복무 중’의 결혼과 임신·출산에 관해서 창설 
당시 장교에게는 결혼·출산에 규제가 없었고, 사병에게는 결혼·출산 모두가 
허용되지 않았다125)는 기록도 있으나, 임동순의 증언에서나 소위 계급으로 

123)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124) 국립여성사전시관. <[한국전쟁 참전 여군] 여자의용군 1기 이춘자> 인터뷰 영상 

(2020. 11. 30.) https://youtu.be/i4gupM4s2Qc



- 94 -

전역한 이춘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결혼 예정자에 대한 전역 압박은 장
교에게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59년에 제정된 <여군하사관 복무규정>은 여군 사병의 지원자격을 
“만 17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독신자”로 정하고 “의무연한 복무기간 중에
는 결혼할 수 없”으나 “단 계속 복무자로서 중사급 이상 하사관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126) 장교의 경우 1961년의 <간호 및 여군장교 인사관리 
규정>에서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독신자”와 “만 7세 이하
의 자녀를 갖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군복무기간 중 “임신하였다고 특정된 
자”는 전역 조치 되었다.127) 이후 1963년 개정된 규정에서 여군장교와 사병 
모두 지원자격이 미혼자로 제한되었으며 ‘미혼만 지원 가능’하다는 입대 자격 
제한은 무려 2007년이 되어서야 없어졌다.
  그렇다면 군은 왜 여군들의 결혼을 금지했는가? 1983년 여군단본부와 인
사참모부 제도과는 공동으로 <여군 하사관 결혼 허용 방안>을 작성 보고하였
는데 금혼 규정의 문제점과 결혼 허용/결혼 규제의 제도개선 전후 비교를 충
실히 담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시기적으로는 전쟁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
나, 여군의 금혼 규정은 창설 초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
었으므로 이는 또한 군의 보수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5) 여군단(1983). 『여군 33년사』, 87쪽; 육군본부(2000). 147쪽에서 재인용. 
126) 「육군규정 625-1 여군하사관 복무규정」 (1959. 2. 15.).; 육군본부(2000). 145쪽에

서 인용.
127) 「육군규정 605-5 간호 및 여군장교 인사관리 규정」 (1961. 8. 30.). ; 육군본부

(2000). 146쪽에서 인용.

문제점

● 결혼 규제의 법적 근거 무
 • 군인사법 및 동시행령: 규제 사항 무
 • 군인 복무 규율: 임신 휴가 허용
 • 육군 규정: 결혼 및 임신 규제
 • 공무원법, 군인복무 규율에 위배
  - 행정 소송제기 소재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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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관의 결혼 허용을 위한 연구 자료이기에 결혼 규제시의 단점과 결혼 
허용시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육군 여군에 대한 금혼 규정
이 인권 보장 및 정상적인 결혼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
여준다. 하사관과 장교, 군무원 간의 형평 등에 관한 언급 등을 제외하고 보
면 위의 분석은 여자의용군 1~2기가 활동하던 1950년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만한 것들이다. 

● 여군 장교 및 여군무원과 형평상 불균형
  • 동일한 군조직요원, 불만요인
● 우수자원의 모집 및 장기 복무자 확보 곤란
● 군복무와 결혼의 연계성 단절로 인간 기본권 침해 및 직업의식 결여
  • 결혼 적령기 경과로 불안정한 복무 자세
● 비합리적 규제로 음성적 이성교제 및 성혼 사례 발생
  •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한 복무부적합자로 전역 조치

결혼 
규제

장점
• 가정에 대한 잡념 제거
• 가족 수당 제외

단점

• 법적 근거 무
• 인간의 기본권 침해
• 결혼 적령기 경과로 정서적 불안정
• 음성적 결혼으로 인하여 건전 가정 형성 저해
• 동일 군조직 내 구성원 간의 형평 위배(장교, 군무원)
• 우수인력 손실

결혼 
허용

장점

• 인간의 기본권 보장
• 정상적인 결혼 제도 수용으로 사회와의 이질감 해소
• 합법적인 결혼으로 대민 간의 품위 유지
• 확고한 직업의식으로 안정된 근무
• 동일 군조직 내 구성원 간의 형평 유지(장교, 군무원)

단점
• 가정 형성으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
• 가족 수당 지출

출처: 육군본부(2000). 『육군 여군 50년 발전사: 창설-2000』, 262쪽을 참고하여 정리.

<표 III-11> 여군 하사관 결혼 허용 방안(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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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 여자의용군들의 결혼이 금지되었던 
이유 역시 “가정 형성으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이다. 이후 3절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1950년대 사회통념과 전통적 젠더 
관념에서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이자 ‘총후에서 전방
의 남성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존재’로 의미화된다. 여자의용군의 군 진출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 벌어진 예외적인 사태일 뿐이며, 이들도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성별 분업 구도에서 여성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 
생활이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군을 떠나는 것이 ‘당연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군장교의 복무 중 임신·출산은 계속해서 금지한 채 
1961년에서 63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갖지 아니
한 자”의 ‘입대’만을 허용하였던 예외조치도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진) 여자라
면 모름지기 ‘어머니됨’을 우선해야 한다는 발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는 
“여자가 애를 두고 어딜 밖에 돌아다니느냐”하는 생각이 그대로 규정으로 명
문화된 것과 같다. 이런 젠더 관념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은 군 
복무와는 병행될 수도 없고, 병행돼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비혼으로 오래도록 군에 남아 제6대 여군처장과 초대 여군단장을 역임한 
임동순에게도 한때는 기자들이 “결혼했냐 그러고, [안 했다 하면] 왜 결혼 안 
했냐 그러고, 오만 별것을 다 물어”128)보곤 했다. 그렇게 나온 한 기사는 
“신임 여군 처장”의 소식을 전하며 “바쁜 생활 중에 혼기도 놓쳤다”는 사실
을 강조하는데, 그런 임동순마저도 여군처장 취임 일성은 아래와 같았다. 

“여군은 결국 어머니가 되며 이들의 아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군
인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는 완전한 여성으
로 여군을 길러냄으로써 훌륭한 어머니를 곳곳에 심는 것이 우
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129)

128)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29) 「신임 여군 처장」 (중앙일보, 197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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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은 결국 어머니가 되며, 이들의 아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군인이 된다. 
미래의 전투원을 낳아 모성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여성’의 표상은 그렇게 
이미 그 자신이 군인인 여성마저도 지배한다. 이러한 전통적 젠더 관념 속에
서 여성 군인들은 계속해서 여성-‘군인’이 아니라 ‘여성’-군인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여자의용군들은 언젠가는 군을 떠나야 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미래의 전투원이 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여성’-군인이었기에 남성 군
인들과 결코 같아질 수 없었으며, 따라서 온전한 군인도 될 수 없었다. 

(3) 보훈 제도에서의 차별과 배제

<그림 III-7> 조선일보(1955. 11. 16. 3면)
「우리에게도 연금 ―공평치 못한 당국의 조치― 

여자 상이군인들 구호를 호소」

  위 기사130)는 휴전으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난 1955년 11월에 발행되었다. 

130) 「우리에게도 연금 ―공평치 못한 당국의 조치― 여자 상이군인들 구호를 호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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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치 못한 당국의 조치”라는 문구가 암시하듯,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기
도 전에 국가와 군은 참전 여성들을 제도로부터 ‘차별적으로’ 배제하기 시작
했다. 기사는 1955년 11월 15일, 보건사회부 장관실 앞에 일곱 명의 여자 
상이군인이 나타나서 “생활안정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더니, 보사부 장관
이 산하기관인 ‘대한군경원호회’에 가서 생활대책을 호소해보도록 말했다는 
언급으로 시작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7명의 여성 상이군인131)은 “모두 불구자로서 다리를 잘
리운 사람과 대퇴부와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여자 상이군인들로서” 이들은 
“휴전 이전에 모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이북 출신이었고, 같은 해 5월까지 미군 제17육군병원에서 입
원치료를 받다가 정양원으로 수용되었다.132) 그런데 이들은 “여덟 번째나 찾
아와도 신통한 말조차 해보지 못했다”면서 “그나마 믿고 찾았어도 찬바람 날
리는 학대밖에 못 받는 신세”라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기사에 인용된 이들의 
호소는 자신들에 대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명확한 ‘성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천대를 하는가요. 이제 시집도 갈 수 없

선일보, 1955. 11. 16. 3면) 
131) 기사에 등장하는 이들 중 현재 공간사에서 참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김병

직(金丙稙)’ 한 명뿐이다. 그는 극동군사령부 연락단이 조직한 첩보부대 TLO(Tactical 
Liaison Office)에 소속되어 전방에서 3개월간 미군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소위 계급
을 달았다. 51년 첫 임무로 북한 진남포에 잠입해 아군 첩보원에게 장비를 전달하고 
첩보를 입수해오는 데 성공했다. 52년 1월 두 번째 임무로 구월산 부근 산악지대를 
지나던 중 적의 박격포탄이 날아와 동료 2명이 즉사하고 김병직은 머리에 파편이 박
히고 복부파열과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었다. 미군에 의해 구출돼 헬기로 후송됐
고, 야전병원에서 세 차례의 대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하다가 명예제대했다. 「여자
상이군인의 「사랑의 인술」―대통령 표창받은 김병직 여사」 (동아일보, 1981. 6. 2. 10
면); 최상호(2012). 410쪽.

132) 정양원이란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①전투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고 전지 또
는 계엄지구에서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수용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1951년 3월 15일 사회부령 제4호로 「중앙상이군인정양원규
정」이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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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팔자! 그저 먹고살게나 해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
애요!”(밑줄 연구자 강조)

“상이군인들에 대한 대책은 여러 번 들었고 또 남자들에게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지만 왜 하필 여자들이라고 우리는 
서러움을 받아야 하는가요?”(밑줄 연구자 강조)

  기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는 “범칙물자불하대금 2억 6천만 환으로써 
상이군인들의 생활대책을 세운다고 야단”일 정도로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과 
자립 대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지만, “버림받은 말 없는 여자 상
이군인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당국자들과 말 한마
디나마 해보려고 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여성은 남성 상이군인들에
게는 지급되는 연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의 표현처럼 “말 없는 여자” 상이군인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보건사회부 장관실 방문에 이어 벌써 여덟 번째로 군경원호회의 상무
이사실을 찾고 있고, “배운 재간도 조금은 있고 하니 약간만 도와주면 저 혼
자 자식을 데리고 목숨을 이어 갈 것 같으니” “먹고살게나 해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간절히 그리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열 시간이 
되도록 기다려도 당국자들은 만나주지 않고, 8일째가 되도록 “신통한 말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미혼입니다. 이런 병신을 데려갈 사람도 없겠고 또 
갈 수도 없는 몸! 그저 먹고 살게나 해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여
덟 번이나 찾아와도 종일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푸대접을 받
으니…”(밑줄 연구자 강조)

  국가가 요청하는 대로 그 부름에 응답했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신체 
일부를 잃기까지 한 여성 참전 군인들에게 전후 국가가 돌려준 대답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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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받을 생각만 말고” “자립하시오.”라는 것이었다. 이들 참전 여성들은 당시 
남성 상이군인들은 이미 받고 있었던 연금조차도 받지 못했고, 새롭게 논의
되는 상이군인 생활대책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다. 미군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
다가 정양원으로 수용된 이들이라면, 군도 정부도 이미 이들이 전상자임을 
인정했고 인지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보훈 
제도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때 제가 6.25때 후퇴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다쳤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6.25와 척추 다친 것이 무슨 상관
이 있느냐는 의사도 있습니다. … “퇴행성 척추층,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수근관증후근 양측” 이 모-든 병명은 제가 군에 있
을 때 생긴 병이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저였
기에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보훈처에서 내려온 통지서는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 “육군본부에서는 현상 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자로 결정
하고 상이 원인 및 원상 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음.” …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 엉터리와 같은 통보 내용입니다. 어느 미친 
군인이 일선에서 사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 추락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절의 일선 근무병들이.

― 이복순(여자의용군 2기)133)

  본 연구의 구술자 이복순은 전방의 9사단 배속 후 강원도 정선지구 전투
에서 후퇴 중 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었다. 이 부상으로 그는 오늘날까지도 
매일같이 고통을 겪으며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의사로부터도, 육
군본부로부터도, 보훈처로부터도 부정당했다. 그의 국가유공자 신청은 “군 공
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6.25와 
척추 다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사의 말은, ‘전쟁’과 ‘여성’이 ‘참전
군인’이라는 단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133) 이복순의 자필 진술서(200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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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쟁과 여성을 무관하다 여기는 것, 여성과 군인을 마치 대립항인 
것처럼 상상하는 것, 전통적 젠더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젠더화된 
사고방식은 실재하는 참전 여성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또한 이들의 목소리
를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 공적 역사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참
전 여성의 존재는 사라져버렸고, 그럼으로써 참전의 주체를 남성으로만 한정
지어 상상하게 만드는 일종의 ‘남성-전사’ 신화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러
한 젠더 위계는 제도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 차원에서도 참전 여성
들을 구조적 차별에 빠뜨렸다.

3. 전쟁 시기 여군의 사회적 의미

1) 전통적 젠더 관념의 전시 성역할 규정

(1) ‘총후’의 여성

  전통적 젠더 관념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은 상호 대립적이자 상호 보
완적 관계인 것처럼 ‘상상된다’. 이러한 성별 분리 속에서 여성들은 어리고, 
연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고, 따라서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예쁘고 아름답고, 때문에 자주 ‘꽃’에 비유되며, 가장 
중요하게는 남성을 돌보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대상으로 존재 의미를 획
득한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고정된 인식은 전쟁 시기 여성들에게 남성 장병
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지친 남성들에게 따뜻한 위
안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지시한다. 

장병에 보답하는 총후의 미담
정열에 넘친 처녀의 피 
손가락을 끊어서 정의군에 선물
  괴뢰군 격퇴에 주야 용전감투(勇戰敢鬪)하고 있는 국군 및 UN군 장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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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과 유엔군을 생각할 때에 오로지 감격과 감사 이외는 없다면서 다른 
것도 아닌 혈서라는 수단으로 심지어 잘린 손가락을 동봉하면서 “이 아릇
[한] 피를 국군 오빠와 유엔 군인에게 드리는 바”라고 하는 열일곱 소녀의 
사연이 “계엄사령관을 비롯하여 각 장병을 크게 감격케 하였다”는 것은 지금
의 시선으로는 어딘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
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이토록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남성 장병들을 위
로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넘어서 칭송을 받는 일이었음은 명
백하다. 
  나아가 전시의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바람직한 “총후 여성”으로 자각할 것
을 요구받았는데, 그 실천의 방법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아래의 
기사에서 대한부인회는 공보처, 국방부 정훈국, 사회부 부녀국, 부산 시내 일
간지, 부산시 등 주요 기관과 언론의 후원을 받아 ‘총후 여성 총궐기주간’을 
설정하였다. 이 운동의 실천 방안에는 소비를 자제하고 저물가정책 등 국가
시책에 순응하는 것과 함께 군 위문편지를 쓸 것과 위문수건을 만들어 보낼 

대하여 그 감사함을 금치 못하고 자기 새끼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재
작(再昨) 11일 하오 8시경 경남 계엄사령부에 끊어진 새끼손가락과 함께 
동봉하여왔어, 계엄사령관을 비롯하여 각 장병을 크게 감격케 하였다는데 
주인공은 대한반공부산연맹에 근무하고 있는 손미자 양(17)이라 하며 그 
혈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일선(一線)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 오빠와 수천만 리를 거쳐 우리나
라를 위하여 상륙작전하고 있는 UN군의 군인을 생각할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오로지 감격과 감사 이외는 없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은 
오직 여러분들 국군 오빠들과 UN군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저 악독한 이북 괴뢰군은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저
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정열로써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아릇□ 피를 국군 오빠와 
UN 군인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일보, 195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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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문수건에 놓을 수의 예시로 주어진 “나는 오빠의 승리를 비나이다”
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연상의 남성(오빠)과 연하의 여성(여동생)이라는 연령
과 성별의 이중적 위계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이
름조차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애정에 넘치는” 수를 놓아 보내라는 요청은 
전쟁을 수행하는 남성 장병들은 응당 후방의 여성들로부터 애정 어린 응원과 
위안을 받아 마땅하다는, 성별화된 역할규정으로부터 정당화된다. 
  이 지점에서 또한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질문, “왜 간호를 더 많이 기억
할까?”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전통적 젠더 관념에서 여성은 남성을 
‘돌보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존재이기에, 총을 들고 전투현장에 있는 여성
은 쉽게 상상할 수 없어도 병상에 누운 남성 군인을 살뜰히 보살피는 여성
은 훨씬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군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간호병과
만이 남성이 아닌 여성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다는 점은 ‘여성 군인
=간호장교’의 등식을 한층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총후(銃後) 여성 총궐기운동 18일부터 24일까지 주간설정
총후 여성의 총궐기를 촉구하여 여성의 자각에 의한 전선 총후를 결부하
는 자동적인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대한부인회
에서는 …(중략)… ‘총후여성 총궐기주간’을 설정키로 되었는데 이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리라 한다.
1. 신생활을 전개하여 □□억제를 기하고 저물가정책에 순응할 것
2. 부유층의 애국을 촉진하여 국가시책에 순응하고 군에 절대 협력하도록 

할 것
3. 15세 이상의 여성은 의무적으로 지성과 애국심에 가득 찬 군 위문편지 

1통 이상을 써서 육군본부 휼병부(恤兵部)로 기송할 것
4. 위문수건은 「몸」 특히 「배」에 두를 수 있을 정도로 하여 「나는 오빠의 

승리를 비나이다」 등의 애정에 넘치는 간단한 수(繡)를 놓아 육군본부 
휼병부로 탁송할 것

(부산일보, 1950. 9. 18.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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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의 남성

  반대로 전통적 성별 분리 하에서 남성은 강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힘이 
있고, 여자를 보호하고, 당연히 국가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것을 요구받는다. 
남성에게 ‘시민됨’은 곧 ‘군인됨’이며,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며 자성해야 할 일, 더하게는 처벌을 받아야 하
는 일로 여겨진다.
  이에 관해 티크너의 분석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로부터 출발하는 ‘시민-
전사’의 개념이 ‘강력한 남성성’의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
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희생은 전사(warrior)가 되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며, 역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는 주로 남
성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곧 남성-됨을 의미하며, 군
대는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분리해낸다. 따라서 일등시민의 자리는 전사가 될 
수 있는 남성에게만 허용된 것이며, 그래서 전쟁은 ‘남성의 것’, 군대는 ‘남성
의 공간’이 된다.134) 

134) J. Ann Tickner(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포고
…… 전국은 바야흐로 인류평화의 적 잔로무도(殘虜無道)한 공산군을 영원
히 이 나라 강토에서 말살하여 조국 통일의 숙원적 대업을 성취할 결전적 
진군을 개시할 만반의 체제를 갖춤에 대하여 대한민족은 총궐기하여 국토
방위의 고귀하고도 신성한 영예의 의무를 담당한 유일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에 당하여 국민으로서의 최대최고의 민족적 당연한 역사적 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저한 자 그 누구리요. 군은 이에 헌법 및 병역법
에 의하여 제2국민을 소집함으로써 국민 최고의 명예를 널리 청장년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시각을 다투어 조국 통일의 총진군 전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할 것을 바라며 특히 좌기요항에 의하여 각 해당자
는 솔선 자진하여 소집에 응함으로써 신성한 책임과 고귀한 명예를 가일



- 105 -

  제2국민병의 소집령에서 국가와 군은 남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
이 “국민 최고의 명예”이며, 이것을 “청장년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마치 병역으로의 소집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 양 시혜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민으로서의 최대최고의 민족적 당연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저한 자”를 비판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는 기피자는 “극형
에 처한다”며 엄포를 놓는다.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보호해야 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 대상
의 자리를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이 바로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젠더와 민족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서처럼, 군대에서의 여성과 
남성은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집단이 
자리 잡은 위치 또한 상이하며, 이들은 군대와 전쟁에 상이하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다른 측면보다도 전쟁과 관련한 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바로 모든 사회분야에서 전사
warrior로서의 남성 (그리고 걱정거리worrier로서의 여성?) 구

층 빛나게 할 것을 요망한다 
1. 요등록자 단기 4283년 8월 15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대

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자
2. 등록관서 기왕 거주자나 피난으로 일시거주하는 자를 막론하고 일체의 

해당자는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시, 군, 읍, 면사무소 또
는 경찰관서에 자진 등록할 사(事)

3. 단기 4283년 8월 20일 현재로 등록 해당 적합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동 이주를 엄금함 

4. 만약 본 등록을 기피하거나 또는 무단이동하는 자는 기후 발각 시기를 
막론하고 극형에 처한다 

단기 4283년 8월 22일 
계엄사령관 육군소장 정일권

(마산일보, 1950. 8. 27. 1면. 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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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자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135)

  유발-데이비스의 지적처럼 군대와 전쟁에 관해 만들어지는 ‘전사로서의 남
성’-‘걱정거리(보호 대상)로서의 여성’ 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젠더 위계는 모든 사회 분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총후의 여성과 일선의 남성을 대립하여 상상하는 전통적 젠더 관
념 속에서 참전 여성들은 예외적 존재가 되며, 필연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총후’의 여성도 아닌, 일선의 ‘남성’도 아닌 이들은 “일선”과 
“여성”의 모순적인 중첩 위에 위태롭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2) 여성의 몸에 갇힌 여군

(1) “연약한 어린 소녀” 여자의용군

  전방으로 떠나는 여자의용군들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
해 만들어졌다는 가사136)에 담긴 “연약한 이 몸”이 상징하는 것처럼, 전쟁에 
참전한 여군은 주로 ‘어린 딸들’, ‘어린 여성’ 혹은 ‘연약한 몸’, ‘나약하고 어
린 소녀’, ‘꽃다운 2·8 청춘의 처녀’ 등으로 호명되었다. 이러한 ‘여성적’ 이미
지는 참전 여성 본인들로부터 당대의 사회 전반이 가진 인식이기도 했다. 

135) 니라 유발-데이비스(2012). 171쪽.
136) 최상호(2012). 169쪽.

<여군의 노래>
1절.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 대한을 / 간악한 침략으로 야욕 채우려는 

적구를 물리치는 성스러운 싸움터에 / 연약한 이몸이나 조국에 바쳐
애국선열 뒤를 이을 대한의 여군 / 장할손 우리 기상 길이 빛나리

2절. 찬란한 문화민족 우리 대한을 / 잔인한 침략으로 짓밟으려는
적구를 물리치는 성스러운 싸움터에 / 피끓는 애국정열 조국에 바쳐
만방에 빛내일 대한의 여군 / 장할손 우리 기상 길이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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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용군 1기 모집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25일, 마산 지역의 세 여성
이 혈서 지원서를 보내 군에 지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들은 “정의와 평
화를 사랑하는 장래의 어머니를 대표하여” “이 땅의 자손들을 만대반석 위에 
놓기 위해” 종군을 지원했다고 묘사된다. 스물두 살, 스무 살 미혼의 여성들
조차 ‘장래의’ 어머니를 대표함으로써 여성됨을 인정받는 듯 그려지고 있다. 
또한 “연약한 여성이나마” 생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에 뛰어들겠다는 이들의 
결심은 “아리따운 여성 종군 지원”의 애국 미담으로 치하받는다. 

애국여성의 사표(師表)! 혈서로 종군지원
대한의 딸들이여 나오라
  무도한 불법 남침으로 삼천리 강토에 전화를 일으킨 원흉 북한공산도배
들의 두상에 철추를 내릴 날도 목전에 이르른 요즘 삽심만의 자유와 평화
를 위하여 대한의 애국청년들은 속속 국문으로 달리고 있는데 일천오백만 
여성을 대표하여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과반인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장래의 어머니를 대표하여 여성으로써 이 국난을 물리치고 이 땅의 자손
들을 만대반석 위에 놓기 위해 분연 혈서로 종군을 지원한 한국이 낳은 
「짠·다―크」 삼(3)양이 출현하여 애국여성들의 선구자로서 우리 향토가 낳
은 아리따운 여성 종군 지원의 애국 미담 한 토막
  시내 남성동 180 서연주씨 장녀 서선숙(22, 대구가정여고 출신)
  시내 남성동 169 서연옥씨 장녀 서인숙(20, 마산여중 졸 현 대구의대부

속 간호학교 재학)
  시내 오동동 58 최락조씨 차녀 최숙희(20, 마산여중 출신) 
  삼(3)양은 대한의 평화를 짓밟는 악질 공산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의 
용사와 연합군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지금에 이 나라의 
청년으로 연약한 여성이나마 어이 이 투쟁에 저희들의 생명을 아끼리오, 
필승의 신념으로 적을 물리쳐 삼천리 강산에 평화와 자유의 태극기와 승
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굳게 투쟁하겠다는 맹서의 서한과 함께 애국
열에 불타는 이십대 여성 그대로의 정세적인 선혈의 혈서로써 재작(再昨) 
23일 마산지구 계엄사령부에 종군을 지원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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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연은 8월 27일 부산일보에서도 소개되었는데, 해당 기사 역시 이들
을 “몸은 연약한 처녀”로 호명하며 시작한다.

  기사는 이들의 입대 지원이 얼마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감동적인 사례인지
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에 크나큰 “센세이션”을 야기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하
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결국 “몸은 연약한 처녀”라는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며, “남아에 못지 않는” 애국의 지성이라며 남성과의 비교 속에서 의미
를 획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연약한 어린 소녀”이기만 했을까?

여자의용군 1기생은 당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수준
이라서 이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기 때
문에 훈련도 강하게 시킬 수 있었다. 훈련 도중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를 방문해서 여군의 수준이 높으므로 장차 장교로 임관시
켜도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 있다.137)

눈물을 흘리게 하였는바, 금후 이 삼(3)양의 뒤를 따라 대한의 딸들이 속
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있으며 삼(3)양의 혈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음. 숙희 선숙 인숙』

(마산일보, 1950. 8. 25. 밑줄 연구자 강조)

마산에 대한의 딸 3명 혈서로 군문 지원
  비록 몸은 연약한 처녀일지언정 애국의 지성 남아에 못지 않는 처녀 3
명이 군문을 혈서 지원하여 시민에 크나큰 “센세이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중략)… 세 처녀 모두 고급 여학교를 졸업한 재원으로써 
괴뢰군의 남침에 참다 못하여 분연히 궐기하여 지원의 전일 3명이 그들의 
부모에 사유를 알리고 사령부를 찾아온 것이라 하는데 때는 바야흐로 국
민 모름지기 군문으로 군문으로 앞뒤를 다투어 지원하고 있는 요즘 전기 
처녀의 □사는 시민의 특별한 감명을 환기하고 있다.

(부산일보, 1950. 8. 27. 2면.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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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용군교육대의 교수부장을 맡아 1기생을 교육했던 손희선 장군(당시 
중령)은 이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교육하는데 특
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훈련도 강하게 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쟁 이
전이긴 하나 1949년 2월 여자항공교육대에서 구대장을 역임한 박제형 대령 
역시 여자항공대 1기생 15명을 훈련했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여자항공대원이 입대한 후 처음으로 요구해 온 것은 여자라고 
특별취급 말고 남자들과 똑같이 다루어 달라는 것과 따라서 훈
련도 똑같은 과정으로 받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니 
난들 사양할 리가 없었다. 모든 것을 똑같이 해 주었다. ‘앞에 
총’으로 몇 킬로씩 구보도 시키고 과격한 전투훈련도 사양치 않
았다. 그래도 악착같이 낙오 없이 따라 왔다. 정말 감탄할 지경
이었다. 하루는 당시 여자항공대 대장이었던 이정희 대위가 훈
련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상대방이 여자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의해 온 일까지 있었다.(이상 밑줄 연
구자 강조)138)

  여성이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전투나 훈련에서 취약하다고 하는 인
식은 단순히 ‘상상된’ 남성 신체와의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고정관념에 가깝
다. 생각해보면 남성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보다 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다
고 단언할 수 없고, 여성이라고 모두 남성의 신체적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고 확언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군에 입대한 여성들은 ‘여성의 신
체는 남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취급 말고 남자들
과 똑같이 다루어” 주고, “훈련도 똑같은 과정으로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증언에 따르면 여자의용군은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논술시험, 구두시험, 

137) 손희선 장군의 1995년 9월 4일 증언. 최상호(2012). 114쪽에서 인용. 
138) 보라매회 편(1979). 『보라매 얼』, 공군교재창, 239쪽; 최상호(2012). 256쪽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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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중 신체검사가 가장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며,139) 이는 이들을 
선발할 당시부터 ‘군사훈련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갖추었
는지를 까다롭게 검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이 육사에 입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던 것은, 이들이 대부분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 입대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학도호국단의 
군사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고된 가운데도 그런대로 신병
훈련을 받는 데 잘 적응하여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밑줄 연
구자 강조)140)

  위의 수기를 쓴 김일순은 제주 지역 교사 출신의 해병대 4기 여군이지만, 
육군의 여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교련 교육과 학도호국단 훈련 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배
속장교는 물론이고 여자의용군 1기와 2기생들 역시 대다수가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군사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
었다. 여자배속장교 출신 홍소운의 경우, 배속장교 출신으로 중앙학도훈련소
의 여자훈련소에서 구대장 임무를 수행하다 정훈장교 2기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했는데 “모집자격이 남여의 구분이 없이 응시하였으며, 합격이 되었으나 
정훈국에서는 그간 학도호국단 간부훈련으로 얼굴이 검은 데다가, 머리가 짧
아 수료한 이후에도 여자인 줄을 몰랐다.”라고 증언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여자의용군에 지원한 여성들은 실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과 무
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전투 수행 능력이 뒤처지는 존재
로 간주되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연약한’, ‘어린’, ‘소녀’, ‘처녀’ 
등 여성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139) 여자배속장교 박을희(1995년 9월 27일 계룡대) 증언; 여자의용군 제1기 박수자
(1995년 10월 2일 전화인터뷰)와 김명자 증언(1995년 10월 2일 전화인터뷰); 육군본
부(2000). 94-98쪽에서 재인용. 

140) 김일순(해병대 4기) 수기. 최상호(2012). 229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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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군에게만 요구되는 우수성 

  이렇듯 ‘여성의 몸’에 관한 고정관념에 갇힌 여군들은, 오히려 모집 과정에
서부터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탁월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았다. 남성의 공
간인 군에 기왕 여성이 들어올 것이라면 일반 남성 사병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차별화’가 가능해야 했다. 가장 명확한 차별화의 지점은 ‘학력’이었
다.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만이 남성집단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것이다. 
  여자의용군 모집 당시 지원자격은 제1기와 제2기 간에, 그리고 제1기의 
대구와 부산 간에 차이가 있었다. 확인된 모집 공고들의 지원자격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기수 공고 구분 지원자격

여자의용군 
제1기

대구 지역
(대구매일)

가. 자격: 초등 중학 졸업 이상의 대한민국의 여자
나. 연령: 만 17세 이상 35세 미만

부산 지역
(부산일보)

가. 국민학교 졸업자 및 초급중학 졸업 이상의 대한민
국 여자

나. 연령 만 17세 이상 35세 미만

여자의용군 
제2기

부산일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급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
진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서 사상이 확고
하고 신체 건강한 자

동아일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초급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
진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 사상이 확
고하고 신체 건강한 자

조선일보

각항 해당자로서 사상 확고하고 신체 강건한 대한민국 
여자
가. 중등학교(3년)를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나. 단기 4283년 10월 1일 현재로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
출처: 대구매일신문,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공고를 종합하여 정리

<표 III-12> 여자의용군 지원자격 종합



- 112 -

  먼저 제1기와 제2기 간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원 가능 연령
이 ‘만 17~35세’에서 ‘만 18~30세’로 바뀌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혼’이 새
로운 조건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지원 가능한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으므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혼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생겨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한 여성이 가정을 비우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개입된 결과였다.
  둘째로 제1기 모집 당시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의 공고 간에 학력의 차이
가 드러난다. 대구 지역에서는 제2기의 공고들과 마찬가지로 초등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자격으로 하였으나, 부산 지역에서는 초급중학 졸업자 외에 
국민학교 졸업자도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범위가 더 넓었다. 이러한 지
역별 차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이후 제2기의 모든 
공고가 초급중학(중등 3년제) 졸업 이상으로 통일된 것으로 보아 부산 지역
에서의 공고가 예외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학 졸업 이상’이 당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1955년 
시점에서 전체 여성 인구 중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3.1%에 불과
했다.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20~24세 여성 인구 중에는 10.72%가, 25~29세
는 7.10%, 30~34세는 4.33%만이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
다. 1950년 당시에 여자의용군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25~34세 여성 
중에서 중졸 이상은 5.80%, 연령 범위를 좀 더 넓혀 20~34세로 보아도 중
졸 이상의 학력은 7.69%에 불과했다(부록 4. 1955년 연령대별 및 성별 학
력 수준 참조).141)

  같은 해 통계에서 20~34세 불취학자 중 70.84%가 여성이었을 정도로 남
녀 간의 학력 격차도 컸다. 여성 인구 전체의 71.67%는 불취학자였고 다시 
그중에 62.74%는 국문불해독자, 즉 글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이렇듯 여성

141) 전쟁 시기를 전후해 실시한 인구총조사는 1944년, 1949년, 1955년 3개년의 정보
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쟁 발발 시기와 가장 근접한 1949년의 인구조사는 ‘행정구역별 
내·외국인 및 성별 인구’만을 집계한 관계로 학력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다. 따라서 
1955년도의 인구조사 자료에서 1950년 당시의 모집 연령대(만18~30세)를 감안, 
20~35세까지의 자료를 참고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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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던 당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학 졸업 이상의 학
력을 가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자의용군을 모집하고 운용했던 군의 의도가 초급중학 졸업 이
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을 선발하는 것이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학력 조건
의 적용은 남군과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음의 표는 
1949년 1월 20일 공포되어 병역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대통령령 
제92호 「병역임시조치령」의 조문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142) 
  이 중에서 여자의용군의 모집자격과 가장 유사한 경우는 장교의 보통채용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보충의 요령에 있어서 장교의 보통채용은 정
식교육 이수한 뒤 임용되는 것이긴 하나, 남군에게는 사병은 물론이고 준사
관·하사관의 경우에서도 학력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입대 후 사병이 될) 여자의용군이 적어도 지원자격에서만큼은 장교지원
자와 같은 수준을 요구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142) 법률 제41호 「병역법」은 1949년 8월 6일 공포되었으나, 이 법률은 장교 혹은 부사
관의 자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관련하여 1950년 2월 1일 공포된 「병역법 시행
령」 역시 자격 관련 내용이 없는 까닭에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병역임시조치
령」과 비교 검토하였다. 

계급
채용
구분

자격 연령 표준
보충의 
요령

장교

특별
채용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지
식기능이 풍부하여 국군의 
중임을 담당할 수 있는 자

1. 장관급 65세까지
2. 영관급 60세까지
3. 위관급 50세까지

채용 후 
즉시 임용

보통
채용

1. 장교의 군사경력자로서 
현역장교로서의 소질이 있
는 자
2. 하사관, 병의 군사경력자
로서 소질 능력이 우수한 
자

40세까지

주로 
위관급 

속성교육 
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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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자의용군의 입대 후 이들의 학력은 군 생활에 어떻게 작용했
을까? 입대 후 일부 인원은 장교시험을 치르고 현지 임관을 하거나 휴전 후 
여군간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장교 계급을 부여받기도 했으나, 여자의용군 
참전자(1~3기) 970명 중에 그렇게 장교로 임관한 임원은 71명뿐이다. 나머
지 899명은 이등병에서부터 출발해 쭉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제대했다. 결국 
같은 사병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여자의용군에게만 유독 학력 요건을 추가로 
부과했던 것은, 이들이 남성 군인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6.25 전쟁 당시 남성 사병의 동원은 “소총
을 어깨에 멨을 때 땅에 닿지 않을 정도”면 징집하는 수준이었다. 전쟁 초기 
사병의 동원은 가두모집, 부대 인근 지역에서의 강제 징집, 자원입대 등에 
의존했었고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고 전황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신 뒤에도 
병역법에 의한 정상적인 병력 징·소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이 지나서도 

계급
채용
구분

자격 연령 표준
보충의 
요령

3. 중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연구자 강조)로서 
현역 장교로서 적합한 자

19세부터 25세까지 정식교육 
후 임용

준사관
· 

하사관

정식
채용

1. 현역병으로서 진급한 자
2. 호국병역으로서 전역한 자

특별
채용

준사관, 하사관의 군사경력
자로서 현역 준사관, 하사관 
됨에 적합한 자

35세까지 속성교육 
후 임용

보통
채용

병의 군사경력자로서 소양
능력이 우수한 자 35세까지 소정의 교육 

후 임용

출처: 「병역임시조치령」(1949. 1. 20.) 제18조 및 제19조에서 현역 항목만 발췌하여 정리

<표 III-13> 장교 및 준사관·하사관 지원자의 자격 및 보충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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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두모집이나 자택 방문을 통한 강제 징·소집이 이뤄졌고, 신병훈련
소가 설치된 뒤에도 신병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었다. 전선 상황이 
위급할 때는 일주일 만에 전선에 배치되기도 하고, 전황이 호전될 때에는 
10~15일 정도의 교육을 받고 전선에 투입됐다.143)

  이에 비해 여자의용군은 짧게는 17일에서 길게는 26일간의 훈련을 수료한 
뒤에 배치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경우 통신학교나 정보학교 등의 추가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훈련된’ 인력이었다. 모집 과정에서도 단순히 학력만을 추가
로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학과 과목, 논술시험, 구술면접과 신체검사라는 여
러 단계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비교하자면 여자의용군은 일반 남군 사병에 
비해서 훨씬 더 까다로운 자격들을 요구받았고, 훈련의 수준도 남군에 비해
서 더 낮지 않았다.
  김엘리는 남녀분리 시기(1955~1989)의 여군이 성별분업 구도에서 작동하
는 모성 시티즌십의 연장선에 있었다면 남녀통합 시기(1990~현재)에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 비로소 재구성되었고, 이때 여군의 의미를 재구성한 지점
이 “우수인력담론”이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여군의 ‘우수인력’ 관련 언설은 
‘6.25 전쟁 시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남녀통합 시기 이후 국방인력정책
과 여성정책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성의 
몸이 군인의 몸으로 표준화된 초남성 공간에서 여군은 결핍된 몸이지만, 여
군의 우수성은 육체적 열등성을 보완하는 근거가 된다.”는 여군의 우수인력
담론의 의미는 이미 1950년 여자의용군의 모집 단계에서부터 명백히 구체화 
되어있었다.144)

 
3) 타자화의 대상이 된 여군

(1) ‘비겁한 남성들’과의 대조

  여군은 모병에서부터 군대 내에서의 임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남군과 동등

143) 박종상(2020). 『6·25전쟁 시 군사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4-98쪽. 
144) 김엘리(2015).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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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에 서지 못했다. 이들은 남성 인력의 대체적 존재로서 일선에 배치되
는 남성들을 대신하는 존재로 군에 받아들여졌으며, 대외적으로는 “비겁한 
남성들에 경종”145)을 울리는 존재로서 의미를 부여받았다. 김엘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시 여군은 “남성의 애국적 실천을 유발하는 자극제이자 남성/성
을 반추하는 타자”로 제한된 것이다.146) 
  “처음에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
았”던 여자의용군 창설이 승인된 것은 이들 인력을 특정한 업무, 다시 말해 
남성을 대체하는 후방의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능해졌
다. 신현준 해병대사령관 역시 제주에서 해병대원을 모집할 때 ‘여학생도 입
대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뜻은 갸륵하지만 여자가 어떻게 그 험한 훈련
을 받을 수 있겠나 싶어서 잘 달래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일선으로 
출동하는 남자 해병들을 대신하여 여자들에게 행정이나 서무 같은 후방지원
업무를 담당시키는 것도 해병대 운용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입대를 허
용하였다.147)

  여자의용군 제1기 모집 당시에도 여자의용군의 ‘역할’은 제일선에 나가는 
남성을 보조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사설 발췌] 남자가 제일선에서 총을 들고 멸적의 행진을 하는 
한편, 여자는 그의 우방을 군사적인 행정, 계몽, 정보, 사찰, 간
호 등을 담당하여 구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성스러운 일을 도
맡아 보여야 할 것이다.

(대구매일신문, 1950. 8. 20. 밑줄 연구자 강조)

[모집 공고 발췌] 우리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작
전과 전투를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군무(軍務)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는 기술적 훈련을 받은 후 간호·경리·행
정·계몽·정보·□□·조리 등 여러 방면에 있어 훌륭한 군무를 감당

145) 「여자의용군 모집인원을 초과…비겁한 남성들에 경종」 (부산일보, 1950. 8. 27. 2면)
146) 김엘리(2015). 258쪽.
147) 최상호(2012).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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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대구매일신문, 1950. 8. 23. 밑줄 연구자 강조)

  1기 모집 당시의 사설과 공고문, 김현숙 소령의 담화문을 보면 ‘남성-전방
/여성-후방’의 구도가 반복해서 강조된다. 김 소령은 아예 여자의용군의 취지
를 “여자는 총후에 있어서 남자 대신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가에 봉공하자는 
것”이라며 여자의용군이 ‘남성을 대신하는’ 역할로써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담화는 한편으로 일선 전투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지원자들을 안심시키고 지원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여자의용군이 일선에 가지 못하고, 총 들고 싸우지 못하고, 후방
지원 업무만 맡아야 하는 현실에 실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집 주체의 홍
보 전략은 실제 지원자들의 마음가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궐기한 여자의용군 
비겁한 사나이는 자성하라
  작 23일 상오 10시 육군본부 대한여자의용군 편성책임관 육군소령 김
현숙 여사는 부산지구 계엄사령부에서 군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요지 다
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여자의용군은 창설한 지 오래이니 그동안 경비 기타 여러 가지 사
정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하(現下) 괴뢰 
격멸 초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민국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휴(安休)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맹렬
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일반의 협조를 바란다.
  그리고 여자의용대 군 모집은 항간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라도 지원제이며 이들 지원자는 약 3주일 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일반행정기관에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자의용군은 계몽
반, 전투반급, 간호반을 조직할 것이며 통신반도 조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자는 총후에 있어서 남자 대신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가에 봉공하
자는 것이 여자의용군의 중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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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여자의용군은 “비겁한 사나이”를 “자성”하게 하는 존재로서 의
미를 부여받았다. 위의 담화문에서 김 소령은 “일부 비겁한 남자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 “우리들 여성들은 통한을 금할 수 없는 바”
라면서, 여자의용군을 모집하는 담당자이자 그 자신 여군의 일원으로서 모병 
회피자 남성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당시의 징집 대상자 남성들의 
모병 회피는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위의 담화문이 발표된 50년 8월 말 지면에는 
「모병 회피자는 군법에, 월권 행위자는 철저히 단속 … 김종원 헌병부사령관 
언명」(부산일보, 1950. 8. 23.)같이 모병 회피자들에게 처벌을 경고하는 기사
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요즈음 모병을 실시하고 있는 이 중대한 위란기(危亂期)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겁한 남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처로 돌아다니며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경향이 많은 모양인데 이러한 태도에 우리들 여성들
은 통한을 금할 수 없는 바다. 남녀를 막론하고 시국을 재인식하여서 국
가 총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부산일보, 1950. 8. 24. 2면. 밑줄 연구자 강조)

국련군을 맘껏 환영하자 / 모병기피는 통탄 불금
이우정 CIC 대장 담(談)
  별항 보도한 비상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CIC 대장은 동 회의 석상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여 일반 시민의 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한 바 
있었다. 
  UN연합군과 국군의 용감무쌍한 전투로 전국(戰局)은 점차 호전되어 북
진의 반격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낙동강 남강의 방어선을 확보하고 있으니 
괴뢰군의 마산시 침입은 완전히 저지되고 있으며 과반 군경 합동 수사로 
시내 좌익계열을 검거한 바 있어 금후(今後) 좌익분자의 「테러」적 행위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여 주기 바라며 시민은 항상 외부로부터 침입한 오열
에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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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위의 기사는 모병 기피자에 대한 질책은 물론이고 유엔군을 방관적
으로 대하는 지식인 계층에도 “일대 각성이 요청”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
다. 일반 시민에게도 각 상점이나 적당한 곳에 유엔기와 성조기를 붙여서 유
엔군을 향한 적극적인 환영의 태도를 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전 
국민이 다 같이 전쟁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전한 것이다. 이러
한 와중에 ‘병역의 의무도 없이, 여성의 몸으로, 자원하여 군에 입대한’ 여자
의용군은 이러한 교훈을 전하기에 꼭 알맞은 사례로써 찬양되기에 좋았다. 
“전시에 창설된 여군은 창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의고양에 효과가 컸으므
로(연구자 강조), 초기부터 여군의 활동이나 훈련상황 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공간사의 평가148)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2) ‘허영 여성’과의 대조

  여자의용군에 대한 칭송은 비단 모병 기피자들을 질책하는 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여자의용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전쟁에 참여한 여성들은 
또 다른 여성들, 즉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일부 여성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그 훌륭함과 고귀함을 찬사받았고, 그 ‘일부 여성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근거
로써 활용되었다. 

148) 육군본부(2000). 202쪽.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UN군에 대하여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은 대단히 유감이다. 시민들은 각 상점 및 기타 적당한 곳에 UN기와 성
조기를 그려 붙여 환영의 의(意)를 표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유식층의 방
관적 태도에는 일대 각성이 요청되는 바이다. 그리고 근간 모병에 있어서 
구구한 설이 유포되고 있으나 요컨대 UN군이 혈전하고 있는 차제에 모병
을 기피한다는 것은 통탄을 불금케 하는 일이며 자진 응모하여야만 될 것
으로서 부형들의 시국재인식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마산일보, 1950. 8. 27.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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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사에서 특파원은 중부전선의 모 대대에 방문해 두 명의 여자 학도
의용군을 보면서 “부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는 여성들과 대조”를 하고 있다. 단순히 이들의 숭고함과 애국심, 용감함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중의 
판단을 가하는 것이다. 심지어 공간사 편찬자는 이 기사에서 위의 강조 부분
을 “이에 우리 일행은 부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허둥
지둥 하는 여성들과 이들의 행동과 정신을 대조해 보면서(연구자 강조) 조홍
(潮紅)의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바꾸어 옮겨 참전 여성들의 행
동과 정신을 더욱 강조하도록 의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149)

내가 본 「중부전선」 제3신
퍼붓는 탄우(彈雨) 속에서 “대한의 딸”은 감투(敢鬪)
  일행이 대대 산호에서 하룻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기특
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여기는 적탄이 항상 비래(飛來)하고 적
과 아군의 육박전이 거의 매일 같이 전개되는 피비린내 나는 최전선임에
도 불구하고 꽃다운 2·8청춘의 처녀로서 간호원으로 가슴의 적십자 표식
도 늠름하게 장병들과 기거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처녀는 김춘
옥 양(18·강원도 영월읍 □면동 거주)과 권월선 양(경북 의성읍 안사동 거
주) 두 양으로 이들은 사변 발생 직후 자원 군문에 투신하였는데 오늘날
까지 항상 최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다고 한다. 
  “독수리” 떼 속에서 평화롭게 날러다니는 “비둘기”라고 할까?
이들이 기자에게 호소하기를 「이 나라 이 강토는 일천오백만 남성의 것만
이 아니라 우리 일천오백만 여성에도 조국이요 우리의 강토이므로 이 전
쟁에 우리 여성들도 남성에게 지지 말고 공비 격멸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
는 여성들과 대조하여볼 때 만강의 감사를 표하였다. 아침이 되었다. 여전
히 포탄 소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

【중부전선에서 본사 양일봉 특파원발】
(부산일보, 1951. 8. 10. 밑줄 연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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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하는 전후 사회에서 나쁜 여성의 전형, 일명 자유부인으로 표상된 전
후파(戰後派) 여성에 관한 담론이 여성의 노동력 통제와 여성의 성애(性愛)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이때 여성의 성애에 대
한 관리·통제는 여성들의 육체, 의복, 소비 등의 행위에 대한 규율화로 이어
졌는데, 여성의 행위나 의복에 대한 통제가 “전방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목소
리로 후방에 대해 말하게 함으로써” 진실로 굳어졌다는 것이다.150) 

최일선에서 연락차 상경한 한 장교는 서울의 소감을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김소령 담=방금 일선에서는 침식을 잊어가면서 
공비를 격멸시키고 있으며 어름[얼음]이 어는데도 따뜻한 옷조차 
충분치 못한 것을 생각하면 후방 여러분들의 사치스런 옷이라든
지 치장을 볼 적에 기대에 어그러지는 점이 많다. 

(동아일보, 1950. 11. 14. 밑줄 연구자 강조)

일선용사들이 본 후방은. 김성구 용사=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냐 하면 후방의 모든 부면이 건설되고 있는 한편 거리의 모습을 
볼 때 전시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치가 범람하
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옷차림 등을 볼 때 구역질
이 났습니다. 이들 ‘허영여성’들이 좀 더 자각해 주었으면 합니
다. 뭐니뭐니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있는 나라니까요. 

(경향신문, 1955. 12. 21. 밑줄 연구자 강조)

  비슷한 맥락에서 ‘사치스러운 옷’이나 ‘호화로운 생활’ 따위는 포기한 채, 
전쟁에 참전하여 남성 군인들을 보조하고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여성의 존
재는 ‘허영 여성’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기표로 작동했다. 전사한 군예
대 학도의용군에 대해 “그립던 대한민국 후방 생활이란 맛도 보지 못하고 일
선 군인을 따라 …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소녀 순결한 몸과 마음을 다 

149) 최상호(2012). 382쪽. 
150) 이임하(2004b). 276-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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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쳐 미숙한 연기이나마 전력 위로에 매진하던”(밑줄 연구자 강조) 여고생이
라고 표현하는 것151) 역시, 참전 여성들이 (심지어 겪어본 적도 없는) 후방 
생활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나아가 그 학도의용군의 
영웅성은 그러한 ‘후방 생활’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을 
전력으로 위로하는 것에 매진했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처럼 전투에 임
하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여고생의 위문 활동을 “소녀 순결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행위로 묘사하는 것은 ‘남성을 위로하는 여성’의 표상을 그대로 드
러내는 것이면서, 또한 매우 부적절한 비유이다.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여성들과 대조되는 본보기로서의 여군 표상은 전
쟁 시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통용되었다. 예를 들어 
1971년 국방부 홍보영상 <베레모의 여군>에서 여군은 “핫팬츠다 하며 유행
을 뒤쫓기 바쁜 이때에 이 모든 유혹을 외면한 채 투박한 군복에 젊음을 감
싼” 애국자로서 “이 나라 젊은 아가씨들의 자랑스런 본보기”로 묘사된다.152) 
핫팬츠와 같은 당대 젊은 세대 여성의 패션 코드를 ‘유혹’으로 치부하며 비하
하고 이와 대비되는 ‘투박한 군복에 젊음을 감싼’ 여군을 강조하는 도식은 전
시 후방의 허영 여성을 비판하고 여자의용군을 치켜세우는 1950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곧 전시에 만들어진 여군의 사회적 의미가 얼마
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4. 소결: 6·25 전쟁기 참전 여성은 어떻게 의미화되었는가?

  다음 기사는 여자의용군 1기의 모집 당시 김현숙 소령의 담화문을 담은 
「궐기한 여자의용군, 비겁한 사나이는 자성하라」와 같은 지면에 나란히 실린 
기사로, 개전 후 아군 장병을 위로 격려하는 따뜻한 위문문 수백 통이 도착
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기를 요망”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 지면 구성은 특히 전쟁 시기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한 

151) 조봉석의 서신(1993. 8. 4.). 최상호(2012). 376-378쪽.
152) 김엘리(2015).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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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여성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그림 III-8> 부산일보(1950. 8. 24. 2면)에 나란히 실린 「궐기한
여자의용군, 비겁한 사나이는 자성하라」와 「총후에 피는 꽃」

  전시 사회는 여성들에게 사치와 허영에 빠지지 말고, 몸뻬를 입고 소비를 
절제하며, 동시에 ‘총후의 꽃’으로 피어서 전방에 있는 ‘남성 군인’들을 위문
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한 엘리트 여성들을 상대로 
“구국의 잔 다르크가 되라”면서 “이때까지의 뒤떨어진 누습과 관념을 용감히 
버리고 조국이 부르는 길로 자진하여 나와주기를”153) 요청한다. 군의 소환에 
응한 여성들은 남성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피하는 비겁한 남성들을 반성하
게 만드는 모범이 되지만, 실상 그들은 모집에서부터 선발과 훈련, 부대 배
치와 업무 등에 있어서 끊임없이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군인으로 환원
된다.
  전통적 젠더 관념에 의거한 젠더 위계는 안보의 수행 주체를 남성으로 한
정하고,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전쟁 수행과 안보 실천 과정
에서 여성의 설 자리를 제한했다. ‘전방의 남성 대 후방의 여성’이라는 대립
적인 구도는 이 도식에 속하지 않는 참전 여성들을 예외적이고 모순적인 존
재로 만들어버렸고, 이들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

153) 「인습과 관념을 물리치고, 여성이여 구국의 「쟌,다크」 되라」 (부산일보, 1950. 9. 
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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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채 구조적인 차별을 겪어야만 했다. 지금까지 III장에서 살펴본 구조적 차
원에서의 젠더 위계의 작동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전 여군은 모집부터 훈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군 생활 전반에 걸
쳐 남성과의 비교 속에 놓였다. 여자의용군은 모집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남
성 인력의 대체 역할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남성의 몸’, 
‘남성 신체의 전투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인식 속에서 여성 군인들은 
언제나 2등 군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이 연약한 몸을 가졌기에 
전투나 훈련에서 취약하다는 생각은 단지 상상 속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만
들어지는 것뿐임에도 이들은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어린 딸들’이라거나 
‘연약한 처녀’라는 등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어야만 했다. 
  동시에 이들은 군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의 몸’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만큼, 혹은 남성보다 더 뛰어나야만 했다. 때문에 여자의용군은 모
집 과정에서부터 남성 병사들보다 더 많은 탁월함과 우수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았다. ‘남성만 못한’ 존재라는 편견에 눌려, 되려 ‘남성보다 우수함’을 
증명해야 했던 것이다. 남성 군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학력 요건의 부
과나 엄격한 선발 과정, “남아에 못지 않는” 애국의 지성이 되라는 등의 언
설은 여군들에게 가해졌던 구조적 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둘째,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의 대립 구도 속에서 참전 여군은 군
인보다 여성, 즉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
으로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었고, 때문에 ‘안보 수행의 주체’
로 온전히 설 수 없었다. 후방에서 발생한 여군의 전사와 달리 전방에 배치
되었던 여군의 전사 소식은 남성들에게 여성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죄책
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죄책감과 불편함은 여군의 전방 배치에 대한 비
난 여론으로 이어졌다. 
  결국 여군은 남군들에게 동등한 지위와 자격으로 함께 국가안보를 수행하
는 동료로 인식되지 못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여자의용군은 예외
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받았지만, 여성이 군복을 입고 군부대에서 
일을 한다는 것과 여성이 ‘전투현장’에 배치되어 전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설령 군대에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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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곳은 일선의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이어야 했다. 이러한 보호의 
논리는 여군이 할 일, 여군이 갈 곳을 제약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군과 여군 
사이에 위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셋째, 참전 여군의 역할은 전통적 젠더 관념이 지배하는 ‘여성의 일’로 한
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전투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신체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여군이 군대 내에서 수행할 일들은 ‘남성의 일’인 전투와 
무관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모집에서부터 선발, 훈련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성과를 보였던 여자의용군이지만 막상 군대 내에서 부여받은 업무는 당대 사
회의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 즉 ‘당번’ 노릇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렇게 ‘여성
의 일’을 남성의 것과 분리하는 발상은 여군의 일을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업무영역에서도 남군과 여군 사이에 위
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제약과 여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군의 운용 
행태는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했다. 단지 강요된 ‘여성의 일’을 
수행했을 뿐인 여군들이 도리어 쓸모가 없다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여군은 계속되는 여군 무용론과 여군 폐지론 등에 방
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 여군이 남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발굴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타자나 경리, 통신 등의 일정 분야를 여군의 주특
기로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로써 여군이 군대 내에서 존재가치와 필요
성을 인정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일’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넷째, 참전 여군은 군인이기에 앞서 어머니이기를 택할 것을 강요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군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돌
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가정으로 상상되었다. 여자의용군 모집 시기 지원자
의 미담 기사들은 으레 이들의 애국심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저에 ‘여성이 있
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젠더 인식은 
여군들의 결혼과 임신·출산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군인됨과 어
머니됨 사이에서 이들은 언제나 후자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금혼 제도는 
전원 결혼 적령기 여성으로 구성되었던 여자의용군이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남성 군인에게는 일(군대)과 가정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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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고려될 필요조차 없는 문제였지만, 여군에게 일과 가정은 양립 불
가능한 것이었으며, 제도로나 사회적으로나 용인받지 못했다. 
  다섯째, 참전 여군은 ‘비겁한 사나이’와 ‘허영 여성’의 대조적 모범으로, 국
민개병과 총력안보의 상징적 존재로 본질화되고 타자화되었다. 전장에서 안
보실천을 수행하는 특별한 여성으로서 참전 여군은 전사의 역할을 거부한 
‘비겁한’ 남성들을 자성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이들은 전시 사
회에 어울리지 않는 후방의 ‘허영’ 여성들을 반성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모
범으로 언설화되었다. 즉 참전 여군들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
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군의 존재는 국
민 총동원을 상징하는 기표로 작동했고, 또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신화화되
었지만 이러한 상징으로서의 의미 부여는 곧 ‘상징성’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참전 여군들에 대한 타자화는 이들의 주체성을 지워버리고, 남성 중심의 젠
더 위계로 인해 모순적인 위치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종합하면 6.25 전쟁 시기 참전 여군은 여성-‘군인’이기보다는 ‘여성’-군인
으로만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끝내 ‘진짜’ 남성 군인들과 같은 ‘군인’이 될 수
는 없었고, 남군들에게 동등한 위치의 동료로,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
전 여성들의 존재는 빠르게 잊혀졌고, 국가는 보훈 제도로부터 여성들을 완
전히 배제해버렸다. 나아가 전통적 성 역할과 젠더화된 인식 체계는 참전 여
군의 경험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여자배속장교와 여자의용군,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여군과 비군인 
참전 여성들까지 그들은 모두 남성과 ‘같이’ 전장에 있었다. 그들은 ‘보호 당
하는’ 존재이기보다 ‘보호하는’ 주체이기를 택했고, 적극적으로 안보실천을 수
행했다. 이제는 그들의 경험을 ‘역사’로 바꿀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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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6·25 참전 여군의 전쟁 경험

1. 첫 번째 목소리: 대령 임동순

  임동순은 1950년 9월 1일 여자의용군 제1기로 입대하여, 11월 18일 소
위로 임관돼 1972년 5월 대령으로 전역하기까지 22년에 가까운 세월을 여
군 장교로 살아왔다. 군 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의 구술에는 기억에 남는 특
정한 장면에 대한 말하기와 군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말하기가 섞여서 나타
난다. 군 경험 자체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보이면서도, 오랜 군 복무 경험
에서 느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분노하며 군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전쟁 경험과는 직접 닿아있지 않지만 ‘비혼’으로 살아온 삶 
역시 ‘대령 임동순’의 인생에 중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임동순은 이북의 원산 출신으로 해방 후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한에 내
려와 대학에 재학 중 전쟁을 맞았으니 여자의용군 중에서도 학력이 가장 높
은 축에 속한다. 게다가 입대 전부터 국방부장관실에서 일을 했고, 장관의 
제안에 따라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 들어온 후에도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장교 임관 후 국방부 장관실, 국방부 경리국, 여군훈련소 교관과 교
수부장, 학생대대장, 2군 여군과장, 여군훈련소장을 거치며 1970년에 제6대 
여군처장이 되었고, 재임 중 여군단 창단으로 초대 여군단장도 역임하였다. 
그 때문인지 임동순의 구술에서 ‘훈련생’ 시절이나 장교 임관을 받기 전 ‘사
병’으로서의 경험은 거의 생략되어 있다.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도 간부다운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1) 입대의 계기: “군인이 좋으니까 들어갔지!”

  언론 인터뷰에서나 공간사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임동순의 입대 계기는 ‘북
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기 위해서’였다. “8월 하순경 국방부장관이 
본인에게 입대의사를 물어봐서 ‘북진할 때 따라가서 이북에 계신 모친을 모
시고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입대를 결심”154)했다거나, “월남과 전쟁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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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과 헤어진 임 대령이 군에 입대한 것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겠
다는 일념에서였다. … 생활이 안정되자 군 입대 목적이었던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다.”155)는 것이다. 구술을 통해 드러난 입대 과정에는 더 다양한 이
야기가 숨어있다. 

임동순: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왜 들어갔느냐 하면. 내가 국무
총리 비서실에 픽업됐어. 비서실에.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는 
학교도 [전쟁 때문에] 다 없으니까! 그래 놀고 있으니까 나에
게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156)

  전쟁이 일어나던 해 임동순은 건국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전쟁으
로 학교는 휴교하고 정부는 대구로 피란해있던 시절,157) 임동순은 지인의 소
개로 신성모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비서실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를 시
작하게 된다.

연구자: 그때 그러면 일을 시작하신 게 생계 때문에 일을 하시
게 된 거예요?

임동순: 아니야~ 공부 할라고. 그때는 대학 졸업 못 맡았잖아. 
그래서, 학생이니까 공부시켜준다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실에
서 인제 그 비서실장인가? 그 사람이 나를 썼어.158) 

  임동순은 비서실에 취직한 것이 생계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하기 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의용군 1기 박진학이 “군에 들어오면 우수한 사람
은 미국유학도 시켜주겠다. 군으로 들어오라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159)

154) 최상호(2012). 138쪽.
155) 안아람. 「“수원서 서울이 ‘시쳇길’이었지… 지프차 이동 때 온통 피범벅」 (한국일보, 

2020. 6. 22. A01면)
156)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157) 정부는 1950년 7월 16일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한 뒤 8월 18일 부산으로 이전할 

때까지 약 한 달여간 대구에 머물렀다.
158)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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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언한 바와 같이 ‘공부를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은 여자의용군 모집 당시 
고학력 여성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유인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렇게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에 임동순은 국방부장관의 직접 제안으로 여
자의용군 입대를 결심한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임동순은 모집 당시 “대
구여중에 가니 벌써 시험이 종료되었으나 특별히 합격을 시켜줘서 입대할 수 
있었다.”160)

임동순: 어렸을 때 난 참 높았어! 그래서 인제 국방부 장관이, 
날보고 군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명에 의해서 들어갔
거든? 이 정도였거든? … 그니까 내가 국방부장관 비서실에 
근무했었거든 그때 … 장관이 나를 불르드니, 여자의용군을 모
집을 한대. 그러니까 “여자의용군으로 들어가서 활약하면 어떠
냐”, 그러드라고. 아이참, 좋드라고. 그러니까 여자의용군에 들
어갈 때 인제 나를 장교를 시키겠다, 그거지. 장교.161)

  그렇다면 임동순은 왜 군인이 되기를 택했을까? 군인이 되지 않더라도 계
속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비서실에 근무하면 비교적 안전한 삶을 살면서 어머
니를 찾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굳이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
이었을까? 의용군에 처음 들어가게 된 계기를 묻는 연구자에게 임동순은 예
상 밖으로 ‘인민군이 멋있어서’라고 답한다.

연구자: 처음에, 그 의용군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들어
가시게 된, 맨 처음에.

임동순: 군인이 좋으니까 들어갔지! 우리는 달라. 다른 때보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게 눌려서, 이거 이제 북한처럼 될까 이
럴 때야. 이럴 때 이제 여자의용군을 모집한 거야. 가만히 보
니까, 아, 북한에 그 인민군이, 아유 멋있어. 탁~ 걸어 댕기는

159) 최상호(2012). 139쪽.
160) 최상호(2012). 138쪽.
161)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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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유 멋있어(연구자 강조). 그니까 모두 군에 들어가야 되
겠다, 그래가지고 군에 많이 들어갔지. 걔네 멋있다구. 걸음걸
이도 막 탁탁탁 이렇게 걸어가구. 그니까 군이 좋으니까 들어
온 거야.162)

  스물한 살 임동순의 시선에 북한의 인민군들은 걸음걸이부터 남다른, 감탄
을 자아낼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인민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강력한 사상교육을 하는지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그와 무관하게 절도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임동순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
면서도 ‘군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거듭 말하고, 지난 군 생
활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드러낸다.

임동순: 멋있게 살았잖아! 군 생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 하
여튼간에 군인 생활이 좋긴 좋아. 담대해지고. 무서운 것도 하
나도 없고. … 참 잘했어 나는.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내가 
참 잘 선택했다. 군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잘 선택했다.163) 

  그래서인지 임동순은 군복을 입었던 기간보다 입지 않고 지낸 세월이 배
를 넘어간 지금에도 “나는 사복보다 군복이 나아. 군복으로 기냥 완전히 만~
날 군복을 입고 살아서. … 익숙하잖아. 군복을 입으면 더 좋아.”라며 군 생
활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164)

2) 국방부장관 비서실: “나는 옛날에 그게 시집살이야 시집살이”

  임동순은 1950년 9월 26일 여자의용군교육대에서 여자의용군 1기 교육을 
수료한 후 장관실로 돌아가 근무를 지속했다. ‘군인’ 임동순이 되어 돌아간 
장관실 생활은 어땠을까. 장관실에 방문한 손님 접대 등이 주 업무였던 민간

162)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63)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64)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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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절과 달리 ‘육군소위 임동순’에게 주어진 업무는 어렵기만 했다. 각국의 
언론 보도에서 6.25 전쟁과 관련한 기사들, 군 계통의 뉴스만을 뽑아 스크랩
하고 주요 사항을 장관에게 직접 브리핑해야 했다. 1개월 남짓 교육대 훈련
을 받고 갓 임관한 신임 소위는 “총으로 사람 쏴 죽이는” 훈련은 받았어도 
“국가가 뭘 어떻게 움직이고 북한이 어떻게 넘어오고”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고, 장관이 무엇을 물을지 모르는데 답을 못하면 바로 질책이 날아오니 
여지없이 보고사항 전부를 외워야 했다. 군대 술어조차도 익숙하지 않았던 
임관 초기 임동순은 그렇게 매일 밤낮을 긴장 속에 보냈다.

임동순: 나를 국방부 장관실로 보냈어. 그러니까 장관의 비서가 
되는 거야, 육군 소위가. 그러니까 내가 그 치다꺼리를 다 해
야 돼. 그리고 신문 같은 데 보도할 때 내가 그게 제일 괴롭
더라고. 신문에 보도를 하잖아? 그럼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장관이 뭐를 어떻게 해서 뭘 어떡하는 건지, 
뭐 알아야지! 잘 모르잖아. 이제 육군 소위 되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 장관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서실장 있어. 
그 양반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당시 소령이더라고. 그 탁~ 
앉혀놓고 [나를] 교육을 시켜. [비서실 사람들은] 장관이 출근
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맨-날 머리 신경 쓰잖아. 신경 쓰는 
대로 살았어, 우리는.165) 

  임동순은 그 시절 “장관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맨-날 머리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한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무실에
서 뭐 어떻게” 하고 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도 “걱정이 돼서” “밤에 잠
을 못 자”곤 했다.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서도 장관이 들어오면 다시 겁이 
나서 “막 가슴이 떨”렸다. 

임동순: 먼저는 신문을 먼저 보게 하더라고. 아이 참... 각 나라 

165)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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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6.25 동란 때야! 6.25 동란 때! 전쟁 문제가 일어나니
까 각국 나라에서 들어오는 신문, 그거를 다~ 내가 이렇게 픽
업해야 돼. 중요한 것만, 전쟁에 필요한.166) 

  근무 초반에는 숱한 기사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
부터가 난항이었다. “처음에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 “비서실장이 다 가르
켜줘가지고 써가지고” 해준 덕에 간신히 보고를 작성할 수 있었다. 장관 집
무실에 보고를 올리고 나면 장관의 호출이 이어졌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장관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 애를 먹었다.

임동순: 그것도 처음에 뭐 어떻게 아냐? 그니까 비서실장이 다 가
르켜줘가지고 써가지고 해서 줬으니까 하지, 아유 힘들고, 어떻
게 군 내부를 다 알아 내가? 육군 소위가? … 알 수가 있어야
지~! ㅎㅎㅎ 아유 말도 못 해, 나 그때 생각하면은ㅎㅎ 육군 소
위가 뭘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이 어떻게 북한이 어떻게 넘
어오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에잏ㅎㅎ 나는 옛
날에 그게 시집살이야 시집살이ㅋㅋㅋㅋㅋ(연구자 강조)167)

  “뭐 틀리면 장관이 타아아 (흘겨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무언의 질책을 하
는 통에 임동순은 비서실장에게 가서 “어떤 게 포인튼지 좀, 포인트 잡아달
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비서실장마저도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아요?” 하며 
안타까워하며 물으니 임동순은 하소연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임동순: 아유 난 모르겠어요, 아 난 군대 내용 모르겠어요. 훈련
받아봤자 난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거 훈련받았냐고. 총으로 
사람 쏴 죽이는 거 받았지, 이거 안 받았다고ㅋㅋ 그러니까, 
오 상사라고 있어. 아유 그 사람 보고 싶다... 오 상사, 오 상

166)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67)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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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나는 육군 소위고. [비서실장이] “오 상사! 그 임 소위님 
이거 저 중요한 부분만 빼서 드려.” 아유 얼마나 창피해.168)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았지만 훈련받은 내용은 “총으로 사람 쏴 죽이는 
거”였지, 전투 현황 파악이나 작전의 이해, 정세판단에 관한 것과는 무관하다
시피 했다. 여자의용군 1기의 교육훈련은 ‘하사관 수준의 분대 전투 수행 능
력’을 목표로 ‘보병 기초훈련 위주’로 시행되었고, 임동순은 여기서 3주간의 
교육만을 이수한 채 (선발시험을 통과하긴 했으나) 별도의 보수교육 없이 현
지 임관으로 소위가 되었다. “나는 육군 소위”인데 “오 상사”가 작성해준 걸 
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싶었어도 일단 보고를 해야 하니 장
관이 올 때까지 달달 외는 것이 급선무였다. 
  재미있는 것은 임동순은 이 시기를 기억하며 마치 ‘시집살이’ 같았다고 말
한다는 것이다. 한평생 비혼으로 지내며 ‘진짜’ 시집살이를 경험하지 않은 임
동순에게 장관실 생활이 ‘시집살이’로 비유되는 것은, 일종의 ‘여성의 언어’로
써 군 생활을 묘사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느껴진다. 

3) 전방 사단 출장: “쏘면 폭파되는 거지 공중에서”

  임동순은 이후 국방부 제3국(경리국)에서 지출대리관 보직을 받아 예산지
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시는 각 사단에 직접 방문해 예산을 지급하였는
데 “소나무를 잘라 만든 궤짝에 새 돈을 넣어 비행기나 군용 트럭을 타고 다
니며 전달”했다.169) 임동순은 장관의 제안을 승낙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원산 
파견을 자원한다.170) 

168)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69) 안아람. 「“수원서 서울이 ‘시쳇길’이었지… 지프차 이동 때 온통 피범벅」 (한국일보, 

2020. 6. 22. A01면)
170) 이에 관해 최상호(2012). 121; 139쪽과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임동순이 ‘함흥’ 파견

을 자원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면담 내용을 종합해볼 때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향인 
‘원산’으로 자원을 했으나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함흥에 얼마간 머무르고, 원산에는 잠
시 숨어들어 하룻밤을 보낸 뒤 곧바로 흥남을 거쳐 남한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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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순: 그래가지고는 훈련받고는 장관실에 저 근무하다가, 장관
이 불르드니, 전방으로 보직 받으면 어떻냬, 그래서. “좋습니
다.” 나는 전방에 가면 어머니 찾아보고, 어머니가 북한에 계
시니까. 아 정말 좋드라구. 하나님의 도움이다. 감사하고 기냥 
기도를 하고. …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 그랬거든? 어
머니가 북한에 계시니까.171) 

그러나 원산을 향해 출발한 직후 공중에서 원산이 적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
을 듣고 함흥으로 향하게 되고, 약 2주가량 함흥에서 근무한 뒤 흥남을 거쳐 
수송기를 타고 남한으로 후퇴하게 된다. 

임동순: 응. 북한, 평양, 아이 저, 평양까지는 못가고. 함흥, 함흥
까지 갔다왔어. 원, 내가 지원한 데는 원산인데. 원산을 갈라
고 그랬더니 공중에서, 원산은 지금 이미 포위됐으니까 못 간
다고. 그러니까 함흥으로 갔지. 함흥으로 가니까 뭐 웬걸. 평
양서부터 들고 들어오는데 빨갱이들이. 그래서 함흥에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도망와버렸잖아.172)

  임동순의 전방 근무 파견 자원은 여러 번 언급된 것과 같이 북에 계시던 
어머니를 찾기 위함이었으나, 전세가 급격히 변하는 와중이었기에 어머니가 
계시는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결국 후퇴를 하고 돌아와야 했다. 임동순
은 결국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던 순간을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간
직하고 있다. 

임동순: 피란을 와가지고 강원도 양양에 있[었]드라고 어머니가. 
… 근데 나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어머니가 이쪽으로 왔지. 
내가 데리고 오진 못하고. 아, 가슴 아프더라구. 냄겨놓고 오

171)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172)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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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북한에다. 내가 군인인데 어머니를 왜 못 모시고 와? 
[그랬는데] 못했어. 그렇게 되면 자기, 우리가 다 포위당해서 
죽는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그 북한에다 놔두고 오는데 가
슴이 아프더라구.173) 

  임동순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급하게 후퇴했던 그때, 수송기에서의 장면
을 떠올리며 “죽을 줄 알았지, 누가 살 줄 알았나”라며 당시의 상황이 얼마
나 긴박했는지를 전한다. 

임동순: 함흥에 있다가. 원산으로 갈라 그러니까 원산 벌써 포위
가 됐어. 그래서 공중에서 저허- 어디로 가느냐. 비행기가 남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북쪽으로 가드라고? … 그래서 내가 기
절초풍- 난 북한에 가면 죽는데 왜 북한으로 모느냐고. [그랬
더니 조종사가] “지금 저 [적군] 비행기가 따라오지 않느냐.” 
비행기가 따라오는데, 북한으로 가야 그 비행기가 안 따라와. 
… 그래서 내가 알았어.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참 기가 맥혀. …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니까 
[적]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174) 

  임동순은 원산으로 내려가 아군이 미리 준비해 둔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
는 그때 “북한에도 우리 편이 많”아서 “우리 다 숨겨주고, 밥도 해주고” 했었
다고 회상한다. 그렇게 민가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저녁이 되어 남한 
지역으로 출동했던 북한 비행기들이 다 올라온 뒤에 수송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왔다. 

임동순: 이게 정보가 참 빨라. 우리 오는 거를 알고 다 준비해놨
더라고. 집도, 가만히 몰래. 그래서 원산서 하룻밤 자고는, 또 

173)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74)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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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는. “아유 가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인민군] 이것들
이 또 쫓아온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함흥[오류―흥남]
으로 또 올라갔어. … 그래서 우리는 북한으로 도로 올라가가
지고 하룻밤 자고.175)

그렇게 “죽을 줄을 각오하고 댕기는데” 결국 살아남은 것을 임동순은 “기적”
이라고 말한다. 수송기에서 내려 계속해서 후퇴하는 동안 임동순은 두 명의 
배속장교와 함께 몇 날 며칠을 굶으며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양양에 이
르러서야 “빨갱이들이 없”고 “아군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살겠”더라는 것이다. 

임동순: 그때 생각을 하면. 먹을 수가 있어? 뭐 있어야 먹지. 쌀
도 없고 뭣도 없고 다 포위당했다가 또 그거 했다가 이제 이
러니까. 굶고 댕겼어 굶고. 전쟁을 굶고 했어(연구자 강조). 그
러니까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가정집들이 있어 피란 안 
가고 있는 집들. 그 집에 들어가서 숨어. 숨으면은 그 아주머
니가. 그 생각난다. 밥 해서 김치에다가 밥을 해서 주는데 얼
마나 맛있는데. 3일 만에 밥 먹어봐. 근데 젊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걸음 못 걸어. 3일 굶으면 걸음 못 걸어. 그런데, 걸어
요. [아니면] 죽어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악을 
쓰고 걷는 거야.176) 

  임동순에게나 이복순에게나 전쟁 시절의 배고픔은 잊혀지지 않는 ‘몸의 기
억’이다. 숨어 들어간 민가에서 밥에 김치만 해줘도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여전히 그 아주머니가 해준 밥이 기억 속에 선명하다. “내일 죽을지, 당장 죽
을지” 모르고 “만날 빨갱이들이 쫓아댕기니” 그는 ‘죽을 테면 죽어라’하는 마
음도 들었다고 한다. 후퇴 중에는 국군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군복도 다 벗
고” 도움을 준 아주머니네 집에서 “저고리 같은 거 치마 같은 거 빌려가지

175)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76)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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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걸 입고 남하를 했다. “그 사람들은 귀한 건데, 오다가 그걸 다 버렸”
던 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 
  남하 피난 중에는 “부대가 있으면 포위 당해가지고” 부대도 없이 다녔다. 
차도 없으니 양양까지 걸어서 도망을 했다. 농촌 사람들이 쓰는 구루마(수레)
를 비싸게 주고 사서 볏짚단 속에 숨어 인민군의 검문을 피한 적도 있다. 

임동순: 구루마를 우리가 샀어. 사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좋지 비싸게 파니까, 우리가 사니까. 하, 구루마에다가 얹
혀놓고. 뱃짚[볏짚]을 갖다가 그때 그 누구야, 그땐 배속장교가 
둘이야. 배속장교 그 두 사람이 그 살린 거야. 캌- 짚댕이를 
갖다가 위에다 올려 농촌 사람들같이. 그래서 짚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연구자: 아아, 숨어가지고.
임동순: 그럼~ 그래서 넘어간 거라고! 하핳 그래서 살았어. 그래

서 양양 오니까 빨갱이가 없드라고. 멋있게 살았잖아! 군 생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연구자 강조). 아이고.. 막 총대로 쑤셔. 
짚단. 짚단. 거기다 숨은 줄 알고 막 쑤셔. 그러니까 그 총대갛
ㅎㅎㅎ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또 이짝으로 피하고.177)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찔했던 순간에 당시엔 두렵고 무서웠을 법도 
한데, 그때를 떠올리며 오히려 “멋있게 살았잖아!”하며 유쾌하게 웃는 지금의 
모습에서 임동순이 전쟁 시절의 고난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의미화했는지 엿
볼 수 있다. 입대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멋있어서”라고 답했던 그답게, 자신
의 군 생활도 역시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웃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과거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도 한편에는 “국가에서 우리를 알아주는지 몰라주는지. ‘군인 
출신이다’ 하고만 있지. 뭐 나라를 살릴라니까 별수밖에 없잖아.” 하는 아쉬
움이 있다.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는 때때로 “세상에 우리는 어릴 때 군복 

177)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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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적군하고 싸우느냐고 고생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먹지도 못하
고. 하아, 쟤들은 정말 행복하다, 그러지. 우리는 그렇질 못했어.” 하며 부러
워하기도 한다.178)

4) 여군훈련소: “우리 여군들 …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어.”

  임동순은 전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계속해서 국방부 3국에서 지출대리
관 업무를 수행하였다.179) 장관실에 이어 경리국에서의 근무까지 1년 가량의 
국방부 근무를 마칠 즈음, 이제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만한 때”가 되면서 
여군훈련소로 지원을 해서 갔다. 그는 “높은 사람 앞엔 안 돼” 싶었던 것이 
여군훈련소에 가서 교관 노릇을 하니 더 낫고, 자연스럽더라고 회상한다. 교
관의 시선으로 기억하는 훈련소의 모습은 훈련생들의 기억과도 사뭇 다르다. 
이제는 교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후배 여군 훈련생
들을 바라보는 임동순의 마음은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도 같았다. 

(1) “막 구석에 가서 운다? … 무서우니까. 나 전방에 안 간다고”

  공간사의 기록 속에서, 그리고 당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자의용군의 이
야기들에서 ―그리고 남성의 참전 경험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들이 전방으
로 가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인간이라
면 당연히 느낄 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
들도 공적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록은 여자의용군의 용감함과 
애국심, 영웅성을 강조하는 데에 불필요함을 넘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공적 역사의 기록 속에서 이들은 ‘나약한 여성의 몸’을 극복했을지언정, ‘무서
움과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않는다. 그 모든 감정들은 그들의 공적을 추켜세
우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지워지고 사라진다. 남은 것은 다분히 활자로만 남
은, 군인다움을 상징하는 수식어들뿐이다.

178)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79) 국방부에서의 지출대리관 업무에 관련한 구술 내용은 관련 논의를 위해 3절에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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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임동순의 증언에서 여자의용군 훈련병들은 무서워도 하고, 구석에 
가서 울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방에 가서 
전쟁하고 죽어도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군복을 입었으니 가야 한다’고 군
인 정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임동순: 전방으로 가는 건 무서워하지만 가드라고. 전방에 가서 
전쟁하고 죽어도 좋겠다, 그때는 나라가 없잖아, 우리가. 6.25 
동란 땐데. 가면 죽는 거지, 잘못하믄. 많이 죽었어, 우리 여군
들. 그 이름이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어. 참 불쌍해 
나 그거 애들 생각하면... 그럼 죽는 거지 뭐 군인이. 전방 가
라면 가야지. 죽는 거 총알 맞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나는 기억을 못 해. 걔들 다 기억 못 해. 죽은 아이들.180)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 “우리 여군들”을 떠올리면 임동순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전쟁 중의 군인이 죽는다는 건 새삼 놀라울 일도 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공적 역사가 기록하는 여자의용군 전사자는 둘뿐이지만, 
임동순의 기억 속에는 지금도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죽었”고, 그 인
원은 정확히 파악되지도 못했다.

임동순: 그때는 도망도 못 가. 도망갔다는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
야 돼? 헌병이 잡아다가, 잡아가지고 구치소에다 갖다가 집어
넣잖아. 아이 그런 것도 많이 봤어. 무서우니까 애들이. … 

연구자: 여자의용군 중에서도 있었어요?
임동순: 그럼~ 여군 있지. 그럼~ 도망간다고 무서우니까! 이제 

단련되면 안 그래. 처음에는 그래. 허헣허. 아이고.... 처음에는 
웃긴다. 막 구석에 가서 운다??ㅎㅎ 걔들이 훈련 받아야 되고, 
무서우니까. [여군들이] “나 전방에 안 간다”고. [그러면] “전방
에 간다고 여기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아이고 무서워서... 그

180)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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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 얼마나 착하니. 걔들 생각이 나. 너무 착해.181)

  1951년 1월 전방에 배치된 여자의용군은 모두 자원을 통해 선발된 인원
이었다. 그 스스로 전방에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도 일순간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인지라 누군가는 훈련을 앞두고 
“나 전방에 안 간다”고 울기도 했다. 그런 훈련병에게 “전방에 간다고 여기 
지원하지 않았느냐” 하면 무서워하면서도 훈련을 받고, 결국 전방으로 배치
되어 가곤 했다. 

(2) “가지 말란 말을 막, 내가 했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간대.”

  임동순은 그 자신이 여자의용군을 훈련시키는 장교이면서도 그들에게 ‘가
지 말라’ 말해보기도 했다. “느이들이 안 가도, 남자들 다 갈 사람 있어. 뭐
따문에 자꾸 지원할라 그래.” 하며 훈련병들을 말리면, “군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을 입으니까 가야 합니다.”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임동순: 그때는 전쟁터에 즈이가 지원해서 가. 그르니까 미치지. 
가지 말란 말도 못 하고. 가지 말란 말을 막, 내가 했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간대.

연구자: 아, 전방 가지 말라고 해보신 적 있어요?
임동순: [여군들이] “아니 저요? 관계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얼마

나 좋아요.” 하- 그러고 가는데 뒷모습이 환-해.182)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즈이들이 뭐를 하나 해보고 죽을 [거라고]” 그러던 
여자의용군이 정말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못할 거 같”았다. “그 군복 입고 훈련하던 게 눈
에 선하고! 전방으로 전근 갈 때 신고를 하고 가는데 뒤, 뒤통[수] 머리 보기

181)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82)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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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싫”을 정도였다.183) 

(3) “총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박힐 때는, 막 가슴이 아파 운대.”

임동순: 근데 저희들도 그러더라고. 총 한 대. 앞에서 싸우니까, 
인민군들하고. 총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박힐 때는, 막 가슴이 
아파 운대. 

연구자: 인민군들?
임동순: 우리 여군들이!! 전방에 있잖아, 인민군들하고 싸우잖아! 

총칼로! 칼은 안 가지고 총이지. 못 견디겠드래. 못 죽이겠드
래. 그러나 어떡해, 지가 죽는데. 총을 노리고 있는데 지가 죽
어 안 쏘면은! 그런 여성들이 많아. 그 여성들 그래서 내가 군
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고, 참- 여자들이 무섭구나, 강하구
나. 앞에서 총을 겨누니까 지가 쏴야지 어떡해? 안 쏘면 지가 
죽어! 그러니까 쏘는 거야. 눈물 뿌리며 쏘는 거야.(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184)

  그렇게 전방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여군들은, 총알이 인민군 가슴 속에 박
힐 때면 막 가슴이 아파 울었다고 고백했다.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치
열한 전장에서 눈물 뿌리며 총을 쏘았다는 여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임동순은 
“참- 여자들이 무섭구나, 강하구나.” 생각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자의용군들의 고백을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여
성의 특성상 적에게도 동정심을 느낀 것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적을 죽이
면서 동시에 적군의 죽음에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자다움’이라면, 또한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도 총을 쏘는 것 역시 ‘여자다움’의 다른 얼굴이기 때
문이다.

183)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84)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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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여군들 중에 많아, 그렇게 죽은 여자들이.”

임동순: 그 전방에 가서 죽은 아이들도 많고. 에유... 그거를 어떻
게 다 말로 해.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걔들 증말 불쌍해.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좀 마음이 안됐다. 많이 죽었
어, 여자군인도. 그런데 여자군인은 많이 죽었단 말을 못 해.

연구자: 그래요?
임동순: 비밀이지. 남자들도 그렇지 뭐. 전사자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 집에나 통보나 해주고. 우리 여군들 중에 많아, 그렇게 
죽은 여자들이.185)

  임동순의 증언에 따르면 전사자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왔기 때문에 여군
들의 죽음이 비밀이 되어버렸고, 여자군인은 많이 죽었단 말도 하지 못했다. 
또한 전투에 나가 누군가가 죽었다 해도 어디서 죽었는지도 찾을 수 없거나, 
전투현장에 전사자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일도 흔했다. 

임동순: 죽은 사람들 많아. 너무 많으니까 뭐 어디,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사단본부 같은 데는 즈 사단에서 여군
이 나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 찾지도 못
해!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 그래 그냥 놔
두는 거야.186)

  이복순의 증언에서도 두 번째로 전사한 여자의용군으로 알려진 권이순 외
에 현리전투에서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사단 소속의 여군이 세 명이 
더 있음이 확인되지만, 권이순 외의 인물에 대한 실종·전사 기록은 공간사에
서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실종이나 전사자를 모두 확인하는 것
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참전자 명단의 상당 경우가 병력이 말소된 상태이기

185)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86)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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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그러니 어떤 이들의 죽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임동순: 나도 군인이었지만. ‘세상에 쟤[여자의용군]가 뭐따문에 
와가지고 저렇게 희생을 당하냐?’ 내가 생각이, 내가 지휘관인
데도. 세상에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 나는 
(벽에 걸린 옛 사진들 가리키며) 저거 군복 입은 걸, 저거 딱, 
사진 여기 앉아서 보면은 ‘세상에 뭐이 그거 있다고 내가 저 
군복 계급장을 달고, 죽은 시체를 끌고 댕기고, 죽은 시체를 
보고, 내가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 (탄식) 그걸 누가 
알아? 그 고통을 누가 아냐구. 옆에서 사병 죽어가는 거 보면 
참 미쳐. 생각해 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병이 총 맞아서 옆에 
죽어가는데 그거 어떡하느냐고 그거. 내가 죽을 판이니 내가 
싸워야지.187)

  그래서 더더욱 그는, 여군들이 전방에 가지 않기를 바랐다. 나중에는 직접 
“안 되겠다고” “전방에 내보내지 말자” 건의도 했다. 임동순 역시 여군의 후
방 배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임동순: 그래서 나중에는 전방에 내보내지 말자고 내가 건의를 
했어. 안 되겠다고. 전방에 보내지 말고 후방에서 일하게끔 하
자고 그래서, 전방은 많이 안 보냈어. 후방에서 다 일을 했
지.188)

  다른 한편으로는 여군들이 “겁이 나니까” 총을 막 쏘는 통에 “총알이 얼마
나 많이 달아났는지 … 나중에 위에 사람들이 여군 내보냈다가는 우리 총알 
다 없어지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앞서 본고의 III. 2. 1) 여성-‘군인’이 아닌 
‘여성’-군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방 배치 이후 이어진 여군의 전사와 부

187)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88)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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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종 소식은 “여자까지 전사하게 해서야 되겠냐”는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
다. 이런 일들 끝에 1951년 8월 전방 부대에 배치되었던 여자의용군 1·2기
생은 전원 후방으로 전속되었다.189)

5) 수원 고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 그게 거기서 나온 거야.”

“수원 갈 때마다, 거기 좀, 야 좀 섰다 가자... 
여기 시체가 깔려서, 시체 위에 걸어갈 거 같은 기분이야- 

그르니까 여기 좀 쉬자-”

  임동순과의 구술면담에서 ‘국방부 보직 후 전방 출장’과 함께 가장 자주 
반복된 ‘레퍼토리’의 하나가 바로 이 ‘수원 고개의 기억’이었다. 연구자의 면
담과 시기적으로 가까웠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190)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비중으로 기사에 실렸다. 임동순은 언제고 수원에만 가면 그때 그 장면이 덮
치듯 떠오른다고 말한다.

임동순: 내가 얘기했잖아. 수원 거리가 시체야~ 길도 좁잖아. 그
때는 길 넓기나 넓어? 좁은 길인데. 도로가. 찦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야지! 걸어갈 수도 없고, 차를 미[메]고 갈 수도 없
고. … 그 운전수 보고, 우리 그 대위 한 사람이. “달려라!” 
[그래도] 못 가, 운전수가. 운전을 못 해. 시체가 있는데 어떻
게 가? [대위가 다시] “달려라.” 그러니까 운전수가 못 가. “아
- 못가겠습니다.” “그래? 비켜! 내가 갈게. 넌 여기서 니가 걸
어와!” 걔가 그러니까 이제 [그제야 억지로] 운전을 하는 거야. 
그때 대위가 앞에 앉았고, 뒤에 내가 앉았어. 그때 내가 중위
야. 또 옆에 군인 하나 앉았어. 아휴- 그러더니 [운전수가] 날 
보고 “눈 감으세요” 그래. “왜?” “아이고 눈 감으세요” 그래. 

189)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190) 안아람. 「“수원서 서울이 ‘시쳇길’이었지… 지프차 이동 때 온통 피범벅」 (한국일보, 

2020. 6. 22. A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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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눈 감아? 그 꼴 좀 봐야지.191)

  당시 서울에서 연락을 받은 임동순과 일행은 수원에서 40분 만에 서울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쟁 때의 도로 상황으로는 40분 만에 수원에서 서울
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일단 명령을 받은 이상 어떻게든 
빠르게 서울에 도착해야만 했다. 

임동순: “40분에 못 갑니다. 여기 길이 막혔습니다.” “이- 이 놈
의 새끼!” [수화기 너머에서] 욕을 하는 거 같애. “시체가 깔렸
는데 어떻게...” “밟고 와!” 아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 쟁
쟁해! … 시체가 깔렸는데 어떻게 시체 위로 가냐? 생각해봐. 
남의 집 아들, 자식들 말이야. 아무리 그렇지만 차로 어떻게 
그렇고 밍개고 가~! … 야- 운전을 하는데요,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 새로, 금방 죽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시체가 
좀 어느 정도 [죽은 지 오래된 건] 물이 툭툭 튀어!! 뻥! 빵! 
팍! 팩! 이게 운전수가 “운전 못하겠다”고, [옆에 대위는] “운
전 못하면 어떡하겠느냐”고. 가는데 이 머리통이 있잖아. 이게 
못 지나가 이게 바퀴가. 미끄러져 머리통은, 미끄러져. 이건 
안 부서져 대가리가. 이게 [바퀴가 헛돌아서] 디리릭- 디리릭- 
그러고 가는 거야. … 내가 진짜 군인 생활을 했어. 시체 밟고 
댕기고 시체 밟고 전쟁했으니 그게 군이지. 그거 안 냉긴[넘
긴] 사람은 군인 아니라 그래. … [자꾸 미끄러지니까] “야 머
리통 밟지 말라고, 머리통.” [그러니 운전수가] “아 밟고 싶어
서 갑니까 머리통 아니면 어디 밟을 데가 없어요. 다!”192)

임동순은 그 광경을 보면서, 몇 번이고 그들의 부모를 떠올렸다고 한다. 전
장에서 죽은 전우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플지를 생각

191)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192)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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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증언은 비단 임동순뿐 아니라 이복순에게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
하기 방식이었다. 당장 그 자신들도 언제든 전장에서 전사할 수 있는 군인이
면서 부모의 마음을 상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동순은 연구자에게 “내
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었다가 욍[옮]기라고”, 신신당부하며 호소했다.193) 

임동순: 그 사람들의 부모를 생각을 했어. 저 부모는 어떨까. 저 
부모가 봤으면 기절초풍, 정말 기절해서 죽었을 거야. … 가슴 
아파. 그 부모가 봤으면, 부모가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 자기 
아들들이 시체가 돼서 남았는데 찦차가 막 타고 그냥- 시체를 
넘고 넘으니! … 그 부모 생각이, 그 사람들의 부모 생각이 
나. 우리 자식, 저게 저렇게 됐구나, 죽지 죽어,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한 거야! … 우리나라가 그랬어. 그 시대에 그 많은 남
의 자식들, 그렇게 해서 죽였잖아. 전쟁 때. … 수원, 그 시체
가 깔린 그거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그래서 그 군가
가 그렇게 된 거야. 전우의 시체를 또 넘고 넘어,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 내가 그거를 부르면서 가슴이 막 찢어
지고 아프고... 혼자서 울고. 나는 안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
게 우냐... 그 광경을 봤기 따문에. 그니까, 내가 말한 대로야. 
그보다도 더해. 볼 수 없어! … 그짓말 같지?194) 

  끝으로 임동순의 가장 큰 입대 목표였던 ‘어머니를 찾는 일’은 1951년 늦
봄에야 성사되었다.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고만둘 때에” 마치 깜짝 선물처
럼 “날보고 놀래지 말라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지금, 부산에 그 도청에 와 
계시오.” 하며 어머니를 찾았음을 알린 것이다. 

임동순: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맥히냐? 아유! 귓구녁이 막혀서. 하
도 그, 기절을 하겠어!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지금 식사를 같

193)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194)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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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관사에 있대.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웬 슬픔이고, 웬 기쁨이냐. 그래서~ 
가서~ 어머니 만나서~ 울고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장관이 
있는 집이야.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인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살게 됐지. 방 한 칸 얻어가지구. 그 
얘기를 어디다 다 해!!! 옛날 6.25 당시! 아이구! 

연구자: 그 동생은 그러면은 그때?
임동순: 동생 같이~ 엄마하고 같이 있어 걔는. 그러니까 엄마하

고 같이 따라 댕기니까. …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방 한 칸 
읃어가지고. 방은, 군대에서 증발[징발]해. 군대에서 증발을 한 
집이 있드라고, 해변가에- 그건데. 이층집인데, 증발해서 나에
게 주드라고. 쓰라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내 동생하고, 그
렇게 셋이서 살았어. 봉급이 우리 없어~ 그때는. 어떻게 사냐 
말도 못 해~ 어머니도 많이 굶고, 죽 쒀먹고.195) 

  어머니와 함께 내려온 동생은 마침 영문 타자를 배웠던 덕분에 영문 타자
수로 미8군 부대의 모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임동순과 여동생 모
두 군인과 군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군에서 징발해준 사택에 지내
며 어머니까지 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여동생의 경우처럼 당
시는 “미군 부대에서 여자를 많이 썼”다고 한다. “식사도 좋고, 대접도 좋고, 
봉급은 그 대신 작”았지만 미군 부대의 일자리는 인기가 좋았다. 덧붙여 그
는 그 시절 군인 봉급은 얼마 안 됐어도 군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밥은 
얻어먹고 다닐 수 있었다며 그때의 일상을 떠올린다. 

임동순: 그때는 봉급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점심만 가서 먹어
요, 점심만. 저녁때는? 또 뭐~ 댕기면서. 친구들하고 댕기면서 
놀다가. 뭐를 먹든지~ [미]8군 부대 가면은 식사대접 공짜로 
먹지. 우리[여군 장교들]가 막 그러구 댕겼어ㅎㅎㅎ “8군에 가

195)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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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케이맥(KMAG)에 가자!” 그래가지구 가면은, 그때는 뭐 
미국 아이들하고 그냥 같은 군인이니까. 가서 식사 때 가면은 
“웰캄!!”하고 걔들이 밥주곻ㅎㅎㅎㅎ196)

임동순의 기억 속 6.25 전쟁은 스스로 표현하듯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서운 
시절이었지만, 또한 마냥 우울하고 어둡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평범한 여학생
들처럼, 혹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처럼 몰려다니며 밥을 먹던 순간도, 
사흘을 꼬박 굶고 들어간 민가에서 밥에다 간장만 해다 찍어 먹는데도 그렇
게나 맛있었던 순간도, 짚단 속에 숨어 찔러 들어오는 총대를 피하던 순간도 
이제는 멋있게 살았지 않냐며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옛날얘기가 되어버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동순은 이후 여군훈련소의 교수부장, 학생대대장, 2군 
여군과장, 여군훈련소장 등을 거쳤다. 여자의용군 1기로 시작해 장교로 임관
하고, 여군과의 설치와 여군처의 창설 과정을 모두 지근거리에서 도우며 지
켜보았다. 1970년에는 제6대 여군처장이 되었고, 재임 중 여군단이 창단되
면서 초대 여군단장을 역임한 후 1972년에 대령으로 전역을 했다. 

2. 두 번째 목소리: 이등상사 이복순

  이복순의 군 경력은 임동순에 비하면 길지 않지만, 4년 4개월의 기간 동
안 훈련소 이등병에서부터 차근차근 진급해 지금의 중사에 해당하는 이등상
사로 전역하였다. 전역일이 1955년 3월이니, 이미 여자의용군 1~2기 874명 
중 잔여 인원이 43명밖에 남지 않은 때여서 여자의용군 전체로 놓고 보면 
상당히 오래 근무한 편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복순은 전방 근무를 
자원하여 1951년 1월 말부터 같은 해 8월까지 9사단 6625부대(백마부대)에
서 7개월간의 ‘일선’ 근무를 한 바 있어 전방에 투입된 여군 사병의 전쟁 경
험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증언해줄 수 있었다.
  또 이복순은 선발시험에서부터 합격 발표의 순간, 입소 전의 환송식, 훈련

196)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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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시절의 생활 등에 대해서 생생한 기억을 풀어내 주었고, 여러 사건 사고
를 포함해 근무 중의 다양한 에피소드도 장면을 묘사하듯 매끄럽게 구술해주
었다. 다른 많은 여자의용군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서 전역을 하게 되었
고,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군 시절의 경험들을 기억 속에 
묻고 지냈기 때문에 여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해온 
임동순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1) 입대의 계기: “6.25가 나서 내가 죽을 뻔 했거든”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이복순은 수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
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피란민들이 봇짐을 지고 지
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복순의 가족들은 피란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사카에서 
나고 자라 일제의 패망 직전까지 일본에서 살았던 그에게는 전쟁이 일어났다
는 사실보다 방공호 속에서 질식해 죽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현
실적인, 몸에 와닿는 두려움이었다.

PD 1: 처음에 1950년 6월 25일 그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복순: 일요일이니깐 기억은 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대는 소리

만 들었어요. 그래 사람들, 우리 수원서는 잘 몰랐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나 했는데. 그 7월 4일인가에 수원으로 인민군
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 봇짐을 
지고 막, 구루마에다가 끌고 그래도 왔어도 우리는 피란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일본서 살 때. 우리 친구들이 방공호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대는 소식을 들었거든요.197)

  이복순이 인민군의 만행을 직접 겪은 것은 수원이 점령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수원 지역의 민청위원과 여맹위원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 가입을 
강요한 것이다. 그때 민청회장 뒤에 섰던 여맹위원장이 눈짓으로 오지 말라

197)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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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호를 보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맹위원장은 국군 장교와 약혼했던 
친구였다. 약혼자가 육군 대위라는 사실을 “동네놈이 가서 찔러가지고” 인민
군에게 끌려간 그 친구는 “니가 대답을 잘못해면 너까지 식구 다 죽인다 그
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맹위원장이 되었다. 이후 그 친구는 
9.28 수복이 된 뒤 또 다른 마을 사람의 고발로 “인민군한테 협조했다”는 명
목으로 “경찰서에서 막 고문을 하고 때리고 … 결국은 매 맞고 들어와서 죽”
고 말았다. 민청·여맹 가입을 거부한 이복순은 곧 정치보위부에 불려갔고 인
민군을 위해 선전물을 만들고 문서를 작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복순: 6.25가 나서 내가 죽을 뻔 했거든. 그 민청하고 여성동
맹, 여성동맹은 내 친구가 오지 말라고 그. 청년, 민청에 회장
은 앞에 서고 걔는 좀 뒤에 섰거든. 그래서 눈빛으로 고개 흔
들면서 오지 말라고. … 나도 인민군한테 죽을 뻔해고. 가가지
고 정치보위부에서 나를 불러갔다고. 정치보위부라 그래면 우
리나라의 저기 중앙정보부 같은 거야. 무서워. 그래서 오라 그
래서 뭣도 모르고 갔지. 그랬더니 뭐를 쓰라고 그래고, 자서전
을 쓰라고 뭐라 그래도 나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랜다고. 
하여튼~ 그냥 끌고 [가려고 해서 거절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면 오늘은 가고 낼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서 집이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인민군 치하에서] 도립병원 원장으로 뽑힌 사람, 그 사람도 
빨갱이는 아냐. … 어머니가 [그 원장님께] 가서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따님을 아침에 일찌감치 좀 도립병원 원
장실로 보내라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 전에 아침에 일찍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를 약국으로다가 집어느[넣으]신거
야. 그래서 약국에서 9.28 수복될 때까지 숨어있으면서 일을 
했지. 약제하는 것도 배우고. … 그랬는데 보믄 출퇴근할 때 
보믄 그 시체실이 있는데가, 그게 보여요. 저기 나가는. 아유 
돼지 잡아다가 쌓아놓은 거같이 사람 거기다가 시신 다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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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198)

  인민군이 진주한 지역의 고학력 엘리트 여성들을 상대로 인민군을 위해 
일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벌인 것은 이복순뿐만이 아니었다. 이복순이 훈련소
에서 만나 지금껏 70년을 친자매처럼 지냈다는 수원 출신의 또 다른 여자의
용군 이효섭199) 역시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김일성대학에 가라”는 협박을 받
아야 했다. 

이복순: 그 언니는 인민군 들어왔을 때, 누가 가서 찔렀어요. 그 
언니가 공부 제일 잘 하니까 수원여고에서 전교에서 1등을 몇 
번 [하고] 도지사 상도 받고 그랬대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치보위부 유치장에다가 가둬놓고 맨날 끄내서 “너 김일성대
학에 가라, 김일성대학에 가라.” 그래서 “내가 왜 어머니가 계
시는데 김일성대학에 가냐”고, 안 간다고. 그날도 이렇게 해고 
[유치장] 문 열어서 나왔는데 미군이 와서 폭격을 하는 바람에 
그놈들[인민군]이 놀래서 도망을 하니까 언니도 그날로다가 기
냥~ 용인까지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살았지.200)

  한편 이복순이 인민군을 피해 수원도립병원 조제실에 숨어 지내는 사이, 
아버지 역시 인민군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불의한 
거는 못 보시”는 성정에, 동네의 가축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인민군을 
보고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바른 소리’를 했다가 “자기 묻힐 땅을 파셨”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신이 인민군에게 당한 시련은 이후 이복순이 여자의용군 
모집 소식을 듣고 입대를 자원하는 계기가 된다. 

이복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일을 도와준다고. 인민군들이 와

198)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199) 이효섭은 최상호(2012)의 참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명단에는 여자의용

군 2기생 383명 중 24명이 누락 되어있다.
200)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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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네 사람들을 닭이고 소고 뭐든 다 끌고 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아니 인민군은 [인민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잘 살게 해준다 그래더니 그 농민들이 농사짓고 그랜 거를 그
냥 거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래니까. (웃으며) 우리 아버지가 나서서. [인민군이] “그럼 동
무가 내일 대대본부로 오라고. 아무개로 오라”고 그래시니까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고지식하게. 가셨더니 “아! 동무 왔냐” 
그래시면서. 두 사람이 가면서. 아버지한테 삽 들리고 산에 가
서 아버지보고 산을 파라 그랬대요. 거기다가 총 쏴서 아버지
를 묻어버리랴구.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쓴 눈만 내놓
고 있는 거 있죠, 입하고. 그 사람이 오더니 그, 아버지를 죽
일려 그랬던 사람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
데, “동무 가시오!”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 돈을 
다 받아다 주러 갔는데, 죽었다 그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인
민군을 환영하갔어요? 그래자 9.28 수복된 거예요. 그날 밤인
가 그 이튿날. 그래서 살아오신 거예요.201)

2) 여자의용군 합격: “이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합격해서 좋아가지고”

   인공 치하의 생활이 끝나고, 병원 은신 생활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뒤 이
복순은 여자의용군 2기생 모집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인민군한테 혼이 나
서, 원수 갚는다고” 군대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이복순: 아 소문이 났어. 여자 의용군에 2기생을 모집한다고. 그
렇게해고 소문도 나고. 사람들도 다 그래고. 뭐 학교에도 오고 
기냥 그러니까 다 알게 됐죠.202) 

201)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02)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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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순은 자신이 살던 수원 지역에서 입대를 자원했고, 수원시청에서 논술
고사와 면접고사를 보았다. 그는 지원 당시 구술면접에서 있었던 일을 매우 
선명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키가 채 150cm가 되지 않는 작은 체구에, 
어른스러운 필체와 글솜씨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었다는 것이다. 면접장
에는 배속장교 출신의 이범희 중위와 수원시장, 대한부인회장 등 간부들이 
배석해 있었다. 
  이복순은 이때의 이야기를 1~2차 면담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통화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였고, 당시에 오간 대화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이복순은 자신이 속필 혹은 달필이라거나 글씨를 잘 썼다는 등 글쓰기
에 관해 자부심이 강했는데, 이는 군 복무 시절 인사계 업무를 주로 하게 된 
까닭이기도 했다.

이복순: 시험을 치르고 신체검사도 다 하고 뭐 병이 없으니까. 
그렌데 시험지를 순서대로 받아논 게 번호대로 받아논 게 아
니라 고친대로, 인자 어느 내무반에서 고친대로 놔뒀는데 106
번이 인자 나온 거예요. 그래니깐 “106번!” 그래고 부르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106번은 저 뒨데’ 그래서. 나는 설마 나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서, 모르겠는데, 그러다 “106번!” 하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106번인데?’ 그래구. 빨리 들어오래, “추
워죽겠는데 빨리 들어가” 구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막 그러
는 바람에 들어가서, 문 열고 “106번 불러서 왔습니다” 했더
니 “어머나~~” 해요 일제히. 키가 너무 작아서. 150이 될까말
까였었거든요. 그래니까 사람들이, 글씨하고 론문[논술]하고는 
기가 맥히게 어른같이 썼는데 꼬마가 들어오니깐! 진짜 같지
가 않고. 이거 진짜 니가 쓴 거냬요. “그럼 제가 쓰죠? 시험 
답안지를 누가 써주나요?” 내가 그래. 그러더니 다 하더니 나
중에 갈매기 두 개짜리 보고 잉크하고 종이하고 갖다 주라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펜하고, 그때는 잉크 찍어서 바
로 쓸 때니까. 내 이름을 딱 하고, 한문으로 딱, 딱 하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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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내놨어요. “어머나 이거 어떡해. 진짜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PD 1: 논문 어떤 거 쓰셨는지?
이복순: 여성의 갈 길이었, ‘현재 여성의 갈 길’이었던 거 같애

요.203) 

  면접장에서 심사위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들은 이복순은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자신이 떨어질 것이라 짐작하고, 전쟁으로 그렇게나 배가 고팠던 시
절임에도 발표 날까지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소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복순: 그 육군 중윈데 그 사람이, 저기, 참 미인이었어 그 사
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아깝다, 아깝다, 그래면서 사람들
도, 아이고~ 이거 이 사람을 떨어뜨리자니 뭐니 하면서 즈이
들끼리 얘기해. 3일 후에 와서 여기 시청에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까, 뭐 지금은 붙었다 떨어졌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결정낼 테니까 
3일 후에 와보라 그래서.204)

이복순: 난 가만히 내가 이제 떨어졌구나, 기냥 내 면전에서 떨
어졌다 그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겠다, 하고 집에 와서 실망
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6.25 때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잠도 
안 오고. … 50명 뽑는데 거진 300명 가까이 왔어. 내 번호가 
106번이니 벌써 배가 넘잖아.205)

  그에 따르면 당시 수원에서 치러진 여자의용군 모집에는 아버지 혹은 오
빠의 원수를 갚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었다고 한다. 가족 구성원이 이

203)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04)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205)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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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끌려갔다거나, 총살을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복
수심이 여자의용군의 주요한 입대 동기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복순: 떨어진 아이들은 땅바닥에다가 신발 막 때리면서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을려 그랬는데, 우리 오빠 원수를 [갚으려 했
는데].’ 대개 이북에 끌려간 사람들 식구덜이 많이 왔어.206) 

이복순: 그 아이들이 떨어진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막 울고. 
손가락 깨물고서 혈서를 쓰고. 무슨 소용 있어. 다 정원이 정해
졌는데. 아부지가 인민군한테 뭐 총살 당했다. 이북에 끌려갔
다, 뭐 어떻게 끌려가- 그래서 원수 갚는다고 막 그랬는데.207)

  사흘의 기다림 끝에 수원시청 앞에 찾아간 이복순은 합격자 명단에서 빨
갛게 동그라미가 쳐진 자신의 수험번호 “106번”을 발견하고는 떨어져 울고 
있는 친구들은 아랑곳없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다고 회상한다. 11월 20일
경, 대한부인회가 준비한 환송식이 수원시청에서 열렸다. 합격자들을 트럭 두 
대에 태우고 시가행진을 하는 동안 이복순은 “그 추운 날”에도 마치 “이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합격을 기뻐했다.

이복순: 나는 되니까 너~~~무 좋아서. 남이 울거나 말거나 나는 
좋아서. 내 친구들 막 울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는 됐니?” 
그래서 [내가] “저기 봐!” 내 거 [번호에] 빨갛게 나한테는 표
시해놨거든요. 106번. 내가 실망하고 잘 못 보고 갈까봐. ㅎㅎ
ㅎ 그래서 좋아서. 그래서 며칠날 오라고, 저기 뭐 시청에서 
모여서 부인회에서 환송식 해준다고 부인회에서 와서 츄럭 두 
대에다가, 그 추운 날. 그걸 그냥 그래도 좋아서 무슨 뭐~ 이
기고 돌아온 장군처럼 합격해서 좋아가지고.208)

206)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207)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208)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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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소 생활: “그거 때문에 낮에 머리카락 끄집어대고 싸우는데요.”

  1950년 11월 말 각지의 여자의용군 합격자들이 서울 일신국민학교에 자
리 잡은 훈련소로 모여들고, 마침내 12월 1일 여자의용군 제2기 입소식이 
시행되었다. 이복순이 기억하는 훈련소 시절은 각양각색의 에피소드들이 넘
쳐난다.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을 훈련소 생활에도 이복순이 기억하는 그
때 그 시절은 마냥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동기들과의 훈련
소 추억을 떠올리며 이복순은 자주 웃었고, 때때로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다.
  임동순 역시도 증언했듯, 6.25 시절 ‘배고픔’은 너무도 흔한 것이었다. 훈
련소의 시설이나 각종 물품, 식량 등 어느 하나도 넉넉한 것이 없었기에 훈
련생들은 늘 한겨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인민군 부대가 
떠난 빈 학교에 들어선 훈련소는 비어있는 창문에 유리창 하나도 새로 끼워
줄 수 없었다. 이복순은 추위를 막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한 사람당 두 장씩 
받은 담요를 셋이서 공유해 뚫린 창을 막고, 요를 깔고, 베개를 만들고, 이불
을 덮어야 했다.

이복순: 일신국민학교 일본 애들 다니던 학교래요. 남산 밑에 이
렇게 길 옆에 있는. 거기서 기숙사 했는데. 인민군 대대본분가 
중대본부가 있었대나 하는데 하필 이 우리 3중대 1소대거든 
나는? 근데 거기는 유리창이 두 장이 깨져서 읎어요 참. 그래
가지구 추운데 그거를 처치도 안 해주고 느이들 알아서 [하라
고]. 군대에서는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니까. … 
[담요를 한 사람당] 두 장씩이 준 걸 한 장씩 내놓으니까 석 
장이니까 하나는 베개 맹길고 하나는 깔고. 한 장만 [덮고] 자
는 거야. 그렇게 해고 추위[를 피하고], 그러니까 옷도 안 벗
고 잤지ㅎㅎㅎㅎ209)

209)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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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 전 훈련생이 휴대할 수 있는 현금은 2천 원으로 제한되었으나, 꾀 많
은 동기생 중에는 속옷에 현금을 더 숨겨 들어와 사식을 사 먹는 경우가 있
었다. 이복순은 그런 친구들이 훈련 초기에 밥을 남기면서 배식량이 줄었고, 
이 때문에 훈련소 생활 내내 더욱 배고플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복순: 그때도 고생하고 배가 고파서... 아효, 2,000원 이상 가
져오지 말래니까 나는 또 바보같이 그래면 안 되는 줄 알고 
2,000원만 가져갔지. 딴 애들은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맹길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감춰가지고 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었는
데! 그르니까 걔네들은 밥을 냉기고[남기고] 그러니까 츰에. 
밥이 딱 줄어버리는 거야. 아효.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
산을 뛰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가 생각해 봐요. 한 시간을 뛰
는데. 아 그 저게 해가지고. 아이 그랜데, 옥상에서 [몰래 밖에
서 음식 사 먹은 애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 죄
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있었지. 그랬더니 [교관이 내려와서] 
“너 여기서 지금 뭐 사 먹었냐?” 그래서 “아니에요. 저 안 사 
먹었어요.” “내가 위에서 봤는데!” 먹은 아이들은 다 들어가버
리고. 그래서 혼났어ㅎㅎ 괜히 나 때문에. 수도는 또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그래니까 눈으로다가 [녹여서] 양치질하고 얼
굴에다 대니까 막 얼굴이 막 짜개지는 거같이 아프더라구. 그 
체험 안 한 사람은 몰라.210) 

  ‘밥’에 관한 또 다른 아래 에피소드 역시 지금의 이복순에게는 절로 웃음
이 나오는 그 시절 추억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훈련생들의 배고픔이 얼마
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배고픔에 시달린 누군가는 자기 혼자만 더 먹겠다
고 두 그릇 밥을 훔쳐가곤 했고, 이에 이복순과 선임하사 언니는 항상 다른 
친구들에게 한 숟가락씩 밥을 얻어먹으며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고생 끝에 
그가 나서서 선임들에게 추가 배식을 받아오자 마찬가지로 배가 고팠던 내무

210)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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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동기들이 숟가락과 밥그릇을 들고 쫓아다녀 앞문 뒷문으로 도망을 다녔다
는 대목은 그야말로 ‘웃픈’ 장면으로 손에 꼽힌다.

이복순: [누가 밥을] 자기 혼자만 더 많이! 우리 반에서 두 그릇 
밥을 훔쳐서 양재기 두 사람[어치를 가져다가] 실컷 이인분을 
먹고. 나하고 우리 선임하사 언니하고는 나는 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숟가락씩 주면 그거 읃어 먹겠다. 맨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가서 밥 읃어온다고 나가니까. 
보초병들, 1기생들, 1기생들이, 이렇게 나가서. 바케스[양동이] 
들고. “니들 밥 없지? 밥 모지라지?” 그래서 “밥이 없어서 난
리에요.” [했더니] 이 밥하고 김치하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바
케스에 [밥] 반 남은 거하고 김치 반 남은 거하고 가지고 왔어
요. 그랬더니,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한 숟가락씩이라도. [그런데도] 숟가락하고 밥그릇하고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도망가고. 막~ㅎㅎㅎㅎㅎ 뺑뺑 돌다가 보니까 밥은 다 없어지
고 김치- 배고파, 이상금211)이라는 애는 배고파 화가 나서 내
무반에다가 [김치를] 다 쏟아버렸어. 그거 치우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김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나요. 그래서 또 
그걸 주워다가 먹는 아이가 다 있었으니. ㅎㅎㅎㅎ 그렇게까
지 훈련을 또 했어요.212)

  훈련소에서의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이복순을 가장 웃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야간 불침번에 관한 이야기였다. 졸음을 참지 못한 훈련생들이 20분, 
10분… 하나둘씩 시계를 당겨놓고 다음 당번을 깨워 자리를 넘기다가 결국
은 다음날 보초를 서야 할 사람에게까지 순서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어떤 
‘꾀쟁이’로부터 시작된 이 시계 돌리기의 결말은 ‘머리채 싸움’으로 이어졌다. 

211) 최상호(2012)의 참전자 명단 확인 결과 2기 중 ‘이상금’이라는 이름은 없고, ‘김상금
(0995802)’ 훈련생이 확인되었다.

212)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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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그렇게 해고 보초. 보~초! 불침번! 그게 증~말 난리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그거 때문에 낮에 머리카락 
끄집어대고 싸우는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첫 시간에 아홉시
부텀 열 시까지고, 열 시부터 열한 시. 시계를 다 건네줘요. 그
럼 그 시계대로 해서 그 다음, 다음 해서. 너까지 오늘 불침번
이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니가 불침번이다. 그러는데 이 꾀쟁이
가 졸리니까 ㅎㅎㅎㅎ 20분을 돌려놨단 말이에요. ㅎㅎㅎㅎ 그
러고서 쩌~ 하고 자고 있으면, 너무 못 견디니까 [다음 순서인] 
얘도 또 10분을 시계 돌려, 벌써 30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일 아침에, 내일 밤에 서야 할 사람을 가서 깨우니. 
“얘 나는 내일 불침번이야 왜 날 깨우니!!” 그러니까 “야 시계 
봐 시계!” 시계 다 돌려놨는데. 그래서 막 일어나서 왜 나를 자
는 나를 깨우냐고 머리카락 잡아 땡기고 둘이서 싸우니까 주번
사관이 돌면서 웃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랬었어요. 여자들이 그~ 꾀를 부리고.213)

  이처럼 이복순의 말하기에서는 공간사가 주목하지 않을 법한 소소한 에피
소드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의 증언은 군인다움을 나타내거나, 전쟁의 참
혹함을 강조하거나,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나 고된 훈련과 전투, 이를 극복하
는 용맹하고 씩씩한 군인들과 같은 ‘전형화된 서사’와 다른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전방에서의 근무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4) 전방 사단: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복순은 훈련소 수료 후, 전방 배치를 자원해 동부 전선의 9사단으로 배
치되었다. 김순배 소위가 소대장을 맡았고 9명의 동기와 함께였다(부록 3. 
여자의용군 1~2기 전방 부대 배치 현황 참조). 

213)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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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한 개 부대에, 9사단이면 9사단, 1사단이면 1사단, 3군단
이면 3군단. 군단에 열 명씩 갔어요. 사병 아홉 명하고 인솔 소
대장, 소위하고 열 명씩이 다 부대 갔어요.214) 

  오사카에서 나고 자라면서 어렸을 땐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을 정도였다는 이복순은 한국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고하는 게 스트레
스였다고 회상한다. ‘몰라’라는 발음이 안 돼서 자꾸만 ‘몬나’, ‘몬나’ 대답하던 
걸 동기 언니들이 “얘 몬나야~”하며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전방 사단 첫 
배치 후의 신고 때에도 이복순은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복순: 그 신고까지 했잖아요. 육군 일등병 이복순 9사단 고급
부관실에 명 받고 왔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헤헿 
신고하는 게 스트[레스야]- 그때는 한국말 제대로 안 될 때예
요. 해방된 지가 5년밖에 더 됐어요? 그래서 한국말 못해서 
우리 친구들이 훈련할 때요, 나를 귀여워 해주면서도. 나보다 
언닌데 “얘 몬나야” ㅎㅎㅎ “몬나야~” [내가] ‘몰라’ 소리 해면 
되는데 ‘몰라’ 소리가 안 나와요. [발음이 안 되니까] “몬나야” 
그래. ‘밥 먹어’ 그러면 되는데 “밥이나 머거” 그러니까 얼마나 
웃겠어요ㅎㅎㅎㅎㅎ 그래도 다 귀여워 해주시고.215)

이복순은 9사단 근무 시절 만난 사람들에게 예쁨도 많이 받고 귀여움도 많
이 받았다. 부대에 있었던 ‘이가[家]’ 다섯 명이 의형제를 맺어 그가 막냇동생
이 되었고, “무명초”며 “꼬마”며 별명도 많았다. 

이복순: 과장님이 첫째 제일 잘 해주시고 우리 부대에 이 씨가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형제 맺자 그래구. 내가 

214)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15)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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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이 가[家], 동생이에요. ㅎㅎ 상사, 이수안 상사 형님, 이 
무슨 중사가 뭐 또, 이 그, 다섯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별명이] 꼬마, 꼬마 그래고. “야 무명초” 그랬다가 “꼬
마”라 그랬다가. 하여튼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또 불렀다가 
저렇게 또 불렀다 그랬는데.216)

  전방에 있는 동안 총은 총알 하나하나가 아까워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대
신 가끔 너무 배가 고플 때면 강에다 대고 수류탄을 터트려 둥둥 뜬 고기를 
잡아다 찌개를 끓여 먹기도 했다. 부대 이동이 잦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어디다 솥을 걸어 놓고 밥할 데가 없”217)다보니 매일같이 레이션만 
먹어야 했던 부대원들의 아이디어였다. 병사들의 처지를 알고 있기에 수류탄
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상부에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PD 1: 선생님은 총 쏜 적 없어요?
이복순: 쏘고 싶었지만, 총알이 한 알이 얼만데요. 그걸 함부로 

쏘면 안 돼. 아무도 안 쏴요. 총 하나래도 애껴야 하니까. 수
류탄은 지들이 고기 먹고 싶으니까 한 개 터트리고. 죽은 거 
물에 뜬 고기들을 잡어다가 이제 찌개를 끓여 먹은 거지. 너~
무 먹을 게 없으면. 오죽했으면, 레이션만 먹으니까 그렇게 해
서 먹갔어요. 그래서 [수류탄 쓰는] 그거에 대해선 말 안 했어
요. 그랜데 총은 한 방이라도 함부로 쓰지 말고. 마지막으로 
죽게 됐을 때는. 자살할 때 두 방이나 냄겨놓고, 다 쏘고. 내
가 여기다 대고선 쏴서 죽을 거만 냉겨놓을 그런 생각으로 있
었어요. [과장님이] ‘너는 죽으면 포로로 잡히면 안 된다’ 그래
서 수류탄 주시고, 수류탄 가지고 안 될 때 수류탄 던졌다 안 
될 때 총으로. 난 그 생각으로 항상 군인 정신이 그래서 다 
과장님이랑 다 이렇게 나를 이뻐하시고 군인 정신이 제대로 

216)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17)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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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고 그랬어요. 남들은 “싫어요! 못해요!” 그래거든요. 여
자들도 군복 입고도 “아이 싫어! 무서워서 싫어요.”218)

군복을 입고도 싫다, 못한다, 무섭다 말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
론 이복순 자신의 ‘군인 정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군인들이 공간사의 기록처럼 용감무쌍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불가
능한 일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간사나 언론은 군인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주 생략해버린다. 혹은 
재현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생략되기 전에, 이미 말하는 이들로부터 이
러한 감정들은 걸러서 발화된다. 때문에 이복순과 임동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남이 두려워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신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인정하는 말하기는 더욱 흔치 않아진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군
인다움’을 어떻게 규정해왔는가와 맞닿아있다. 군인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감
정이나 기억들은 말해지지 않고, 또한 전달되지 않는다. 이들의 공적을 치하
하고 행위의 영웅성을 찬양하는 데에 방해만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복순은 일선 근무를 했던 여군 중에서도 자신만이 남자들과 똑같이 보
초를 섰다는 이야기를 곧잘 꺼내곤 했다. 고급부관실 인사과에 사람이 많지 
않아 남군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보초를 서야 했고, 자신도 똑같은 군인이
니까, 군번도 계급도 있는데 “여자라고 특별히 안 봐”주니 자신은 “아무 소리
도 않고 보초 스고” 했다는 것이다. 

이복순: 보초도요. 딴 여군들, 일선에 간 사람 중에서 보초 슨 
사람 나 하나예요. 고급부관실에서. 왜 그러냐면 남자들끼리
만. 나도 똑같은 군인이니까. 군번 있겠다, 계급이 있는데, 여
자라고 특별히 안 봐줘요. 그러나 생각은 해줘요. 그러니까 앞
문하고 뒷문이 있잖아요? 천막에도? 나는 앞인지 뒤인지도 몰
라요. 천막에 앞뒤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총 가지고 암
호만 알고. 왔다~갔다 그렇게 해고. 하루에 몇 시간을 서야 

218)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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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요. 캄캄할 때 시작하면 아침에 훤해질 때까지 해야 하
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 사람이 [인원이 적어서] 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소리도 않고 보초 스고.219)

보초를 서는 동안 이복순은 ‘충성가’(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를 자
주 불렀고, 인사처의 오 상사는 ‘비 내리는 고모령’(어머님의 손을 놓고…)을 
하모니카로 불곤 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면 보초를 서다가도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막 울곤 했다. 

이복순: 그러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하고 또 인사처에 또 오, 오 무슨 상사는 하모니카
를 부는데 무슨 하모니카를 부느냐면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
아설 때에’ 그 노래를 불러요. 하모니카로. 그럼 우리 보초 스
다가 그 소리에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막 울고 그래. 그 사람
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는 거거든요. 보초 서면서도 ‘이 몸
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그렇지 않으면 질~려서 못해요! 
지루해서 밤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심
심하니까. 이제 천막 이, 여기 끝에 갔다가 이짝에 천막에서 
또 여짝에 왔다가 그렇게 해고 보초를, 샐 때까지, 날이 샐 때
까지 섰어요.220)

  일선이라고 늘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자의용군훈련소
에서도 그랬듯, 이복순은 어딜 가나 소소한 일상의 재미있었던 기억들도 함
께 전한다. 욕심 많은 사람을 골려주겠다고 다른 것보다 두 배는 크게 만든 
찹쌀떡에 고춧가루를 잔뜩 넣어 장난을 쳤던 일화도 흔한 ‘전쟁 수기’에는 등
장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219)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20)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 164 -

이복순: 일본 레이션이 오면 미숫가루가 있어요. 찹쌀 미숫가루. 
그럼 그거 물로 개가지고 떡처럼, 거기다가 설탕 넣고 먹고. 
어뜬 때는 장난치느라고 고춧가루를 늫고서 크게 해놓으면 욕
심 많은 사람이ㅋㅋㅋㅋㅋ 그 큰 거 가져가서 앙 깨무니까 막 
매워서 벌벌 떨고ㅋㅋㅋㅋ 그래 그런 장난도 많이 했어요. ㅎ
ㅎㅎ 재미도 있었지만 고통도 많았어. 얼마나 밥이 먹고 싶었
으면 떡을 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욕심 많은, 이거 보나마나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가져갈 거라- 그래가지고 크게 딴 거
보다도 두 배나 크게 해놓으니까. 오더니 그거부터 덥숙 해고 
입에다 집어 넣으니까ㅎㅎㅎㅎ 그러더니 고춧가루가 매우니깧
ㅎㅎㅎㅎ 그 일선에서 고춧가루 먹을 일이 있어야죠. 그래니
까 아주 배꼽을 빼고 웃었는데. 그런 장난도 치고.221)

  그러나 수류탄을 던져 강에 뜬 물고기를 잡아 탕을 끓였던 일이나, 레이션 
찹쌀 미숫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던 일들은 한편으로 전방에 배치된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간사가 전
하듯 여자의용군이 전방에 배치되었던 1951년 초는 유난히 추웠으며 눈도 
많이 내렸었다. 전황상 국군과 유엔군이 남한강과 38도선을 중심으로 공산군
과 주거니 받거니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다. 
자연히 부대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복순: 하도 이동을 하고 전진했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아마 
7~8개월 안에 수십 번은 넘을 거야. 하루 한 번씩 했어도 7
개월이면 200번이 넘네. 하루에는 두 번도 가고. 왔다가 천막 
쳐놓고 하면 잘라 그러면 [일어나고] … 중공군 때문에 그래 
중공군 때문에. 중공군이 오는 소리가, 나각 소리가 있는, 부
우우 하는 나팔 같은 거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와요. 그러니
까 멀리서 와도 알지.222) 

221)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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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환경에서 전방의 여자의용군들은 각 부대의 실정에 따라 남군 전투
부대원들과 똑같이 참호 속에서 숙영을 하기도 하고, 때론 민가에서 기거하
기도 했으며, 때로는 부대 내 천막에서 가마니를 깔고 지내거나, 논두렁에서 
짚단을 덮고 숙영하기도 했다.223) 이복순 역시 가마니 한 짝을 요 삼아 눕고 
농구화224)도 그냥 신은 채 자루로 된 침낭에 쪼그려 누워 잠을 자곤 했다.

이복순: 일선에서 남자덜이 천막에서 있으면 그 테이블 책상 위
에 사과 궤짝 위에 자고 나는 가마니 한 짝 깔고 그때는 가마
니가 컸거든요. 거기다가 침낭, 자루로 된 침낭 속에다가 수류
탄 두 개 차고. 농구화도 신은 채. 기냥 그 안에 기어들어가서 
쪼그리고 기냥 자는 거예요. 다리도 피지 못해서. 얼마나 추우
면 그릏겠어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고 자고 그랬는데.225)

5) 기밀서류 사수 임무: “사수하라 그랬거든. 죽어서도 막 지키라고.”

  1951년 2월, 이복순의 참전 경험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사건이자 오늘날
까지도 온몸으로 기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복순의 부대가 강원도 정선에 
주둔하고 있을 때였다.

(1) “나는 오늘은 여기서 전사한다.”

이복순: 과장님이 나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락부
락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이거 총을 줄 테니까 문관 둘 하
고, 석유통에가. 그때는 [석유통을] 스피아깡이라고 그랬다고. 

222)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0. 12. 31.)
223) 최상호(2012). 169쪽.
224) 6.25 전쟁 당시에는 (지금의 캔버스 운동화처럼 캔버스 재질에 고무로 밑창을 댄) 

농구화가 군인들에게 군화로 지급되어 사용되었다.
225)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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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를 가지고 한 사람에 한 개씩 기름 잔뜩 든 게 이 기밀
서류를 만약 중공군이고 인민군이고 넘어오는 걸 보면, [전부 
태우라고.] 나보고 조심하래는 게 잠바를 뒤집어쓰면 하얘요, 
그 사람들[중공군]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그니까 털로 
맹길은[만든] 거니까 북실북실 하잖아요. 그거를 입고 막~ 이
렇게 기어오고 모자까지 그래니까 이렇~게 보면서(포복하듯이 
움직이며) 이케이케[이렇게] 숙이고 오면 몰라요. 그래니까 더 
신경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여기서 전사한다. 사
수하라 그랬거든. 죽어서도 막 지키라고. 군대에서는 사수래면 
죽어서도 지키래는, 죽을 때까지 지키래는 거니깐.226) 

  그렇게 두 명의 남자 문관과 함께 기밀서류가 들어있는 석유통을 지키고 
섰던 이복순 앞에 멀리서부터 트럭 한 대가 다가온다. 금방 막 넘어갈 것처
럼 사람이 잔뜩 실려 있던 트럭 위에는 9사단에 함께 배치된 여자의용군 동
기들과 소대장이 탑승해 있었다. 소대장은 이복순에게 후퇴해야 하니 빨리 
이 트럭에 올라타라고 명하고, 이복순은 과장님으로부터 서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니 못 타겠다고 버틴다. 

이복순: 우리 소대장 저만~큼 떨어진 데서 사오메타(4~5M)쯤 
떨어진 데에서 서더니 너 빨리 이 차 타래. “소대장님 정신 
나갔어요? 나는 사수하라는 명령 과장님한테서 명령 받았어요. 
근데 소대장님이 가잰다고 제가 갈 거 같애요? 여기서 오늘 
죽어도 여기서 죽습니다. 소대장님 빨리 가세요. 난 안 가요.” 
그래고 소대장님하고 한참 싸웠어. [소대장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책임잔데!”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느냬! … 아
유, 그때, 물이라도 뜨거운 물 좀 한 잔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지도 못하고 몸은 막 얼어가드라고요. 왜 그래냐면 영하 
20도가 넘었어요 그때는. 강원도는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추운

226)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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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때는, 군복이래는 게 속냉이[속내의] 하나하고 군복 하나
하고. 작업복 한 벌인데 그렇게 줬는데 그때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지.227)

  이미 트럭에 올라타 있던 사람들은 이복순에게 중공군이 와서 잡히면 어
쩌냐, 총을 갖고 막 쏴버리면 어쩌냐, 빨리 가자며 야단을 치고 이복순은 계
속해서 거절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고급부관실의 선임
하사관 오 상사가 내려와 “이 차가 막차니까 이거 놓치면 오도가도 못한다. 
꼬마병장, 기냥 타고 가라.” 하는 말에 마지못해 이복순은 트럭에 오른다. 아
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수통이라야 전부 얼어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있었던 그는 트럭에 올라타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이복순: 그래고 나보고 타라 그래니까 사람들이 차에서 나를 막 
잡아 땡겨 주는데, 사람들 그 몸이 뜨듯하니까 그냥 얼었던 
게 녹으면서 기냥 졸았나봐. 그래서 엄마 찾는지 뭔지도 몰라. 
기절을 했는지. 빵! 하는 소리와 동시에 내가 붕 뜨던 거까지
만 생각나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 그랬드니 나중에 그래
잖아. 친구들이. 너 죽었었어.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왜 그래? 심장까지 멎고 몸은 얼고 그랬다고.228) 

  이복순은 2000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당시의 고통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227)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228)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전략)… 한밤중에 눈을 뜨니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은 심해지고 눈물은 하염
없이 흐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
면서 있는 힘을 다해 훈련생 시절에 배운 대로 제일포복을 하면서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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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잠들고 있는 방을 지나 간신히 화장실을 찾아 죽을 힘을 다해 볼일
을 보고 어떻게 제자리까지 기어왔는지 지금도 아리송합니다. 긴장감이 
풀리고 나니 온몸이 움직일 수가 더 없습니다. 목과 손발 전신을 … 무어
라고 표현해야 할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차에서 떨어지면서 목과 척추 온 전신을 다쳐서 호흡조차 멈췄었다고 합
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함께 떨어진 남자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얼마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 그동안의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소대
장님 이하 모-든 남여 전우들이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흔들어보기
도 하고 불러보기도 했지만 영 깨어나지 않아 무척 걱정들을 했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여기에 기록을 할 수
는 없으나 저의 전우 김계순, 이차순 두 친구가 눈이 한 자나 쌓인 길을 
군의관을 모시고 왔습니다.(연구자 강조)
  제가 깨어나기까지의 일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막힌 일이라 지
금 생각만 하여도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군의관은 육군대위 너무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기에 너무나 고통스
럽고 서글펐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로 일어나라고 호통치는 것이었
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소대장님 이하 남녀 전우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다고 하니까 군대에선 명령대로 해야한다고 호통쳤습니다. 주위에서 여
럿이 목과 온몸을 잡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는 저를 간신히 일으켜 세
워서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
보 앞으로!” 저는 걸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저의 친구더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천천히 앞으로 잡아 당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가 없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군의관의 말이 척추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타박상이 심하다 하면서 진통제 주사와 아스피린 한 병을 주고 절대 안
정하라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연구자 강조) 결국은 진통시키는 수밖
에 없었고 X-ray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 그 이상의 치료는 불가
능했습니다. 그 이상 전우들에게 폐를 끼칠 수가 없는 처지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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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순의 이 자필진술서는 2012년에 발간된 공간사의 편찬자에게도 그대
로 전달되었었는데, 위에서 밑줄로 강조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복순의 고통에 
대한 진술, 군의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의 내용은 공간사에서 생략 표시조차 
없이 삭제되었다. 
  이복순은 연구자와의 면담과 이후의 전화 통화에서도 여러 번 이 당시의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도 몸에 남아있는 고통을 말해왔다. 그러나 공간사는 
이러한 몸의 말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군의 치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군의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곧 재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묵화’의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복순의 말과 글은 
재현의 권력을 가진 공간사 편찬자에 의해서 여기저기 잘려나가고, 재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

(2)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죽게 됐다”

    부상 후 관사에 홀로 남은 이복순은 관사의 주인아주머니로부터 불청객
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 충격에 다시 한번 기절하고 만다.

이복순: 그 나를 인자, 삼척에다가 나 혼차 놔두고 이제 부대가 
막 전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패잔 빨치산들이 남구, 
밤에 막 호루라기 소리 막 불고 총소리 따발총 소리 막~ 나
니까 관사 주인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 군인 아가씨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죽게 됐다”고. “당
신 잡히믄, 코 짜르고 귀 다 짜르고 뭐 손까락도 다 짤리고 
그래고 죽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당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나.” 
그래고 있는데. 그 소릴 듣고서 기절해버렸지. 제대로 낫지도 
못했으니까. 그래구 아침에야 눈 떠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코

2000년 3월 21일
여군 상사 0995691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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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귀랑 손가락이랑] 그대루 다 있어. ㅎㅎㅎㅎ229)

  이복순은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는 관사에 혼자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 같
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부대 인원 중 가장 마지막에 출발하는 경리대의 친구
를 붙잡고 제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이복순: [경리대 친구가] “야! 너 여기 있다가 앰부렌스 오면 타
고 병원에 가라. 그래고선 낫거든 다시 부대로 돌아와.” 그래. 
그래서 내가 “아유 어저께 너 총소리 못 들었니.” [친구가] “그
래 들었어 나도 무서웠다”고 그래. “나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느이들 가고 나서 오늘 저녁에 나타나믄 
진짜 나를 갖다 인민군한테 냉겨줄[넘겨줄] 거 같애.” 그러니
까 나를 좀 귀찮아도 쫌 데려가 달라고.230)

  이에 경리대 친구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 경리과장에게 물어보
겠다고 답하고, 이복순은 “가서 물어봐. 될 수 있으면 나 데려다줘. 뭐 딴 거 
필요 없어. 가마니 하나만 깔아 놓으면 내가 엎드려서” 잘 버티겠다고 신신
당부를 했다. 동기생이 과장에게 가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밤에 또 빨치산이 나타나면 이복순을 정말 넘길 기세라더라 하는 등의 이야
기를 전하며 “동기생 좀 살려주는 셈 치고 데리고 갑시다.”하며 설득한 결과, 
이복순은 결국 경리대와 동행하는 데에 성공한다. 그렇게 간신히 출발을 하
고도 “가는 길도 얼마나 고초를 받고 그래고 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살아서 부대에 도착하니 인사과장님이 “잘 왔다. 여기서 안정하고 있다가 
근무하면 되겠다. 엠뷸런스가 오면 보내줄 테니 오거든 타고 가라.”하고는 반
갑게 맞이해주셨다. 얼마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부상을 입은 동기생 김
윤화와 이복순은 함께 구급차를 타고 후방 병원으로 가게 된다. 

229)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230)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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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얼마 있다가 엠부렌스가 왔는데, 엠부렌스 타고 가라고 
그래더라고요 나보고. 아유 그놈의 엠부렌스를 보니까 문 열
어논데 벌써 피비린내가! 돼지 잡아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기냥! 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앉을 새가 있어야지. 그래서 차 구석에 가서 이릏게 해
고 앉아있는데 꼬리뼈를 다쳐가지고 앉지도 못하는데 엎드리
고 드러눕고 싶은데 그 발 꼬린내 맡고서ㅎㅎㅎ 드러눌 수도 
없고. “야, 윤화야.” 김윤화야 걔는 인천서 온. “윤화야, 너 이
렇게 해고 갈 수 있니?” 그래서 [윤화가] “아 나는 갈 수 없을 
거 같애.” 그래서 “나도 못 가. 이렇게 가다 개죽음 당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내려서 우리 소총부대 배속, 배치해달라고 그래
자. 그래서 빨갱이놈 한 놈이라도 더 쏴죽이고 우리도 전사하
는 게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냐” 하고. 나는 원체 전사할 각오
로 있던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걔도 “그래자” 그래. 내가 내리
고 저 혼차 그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 있겠어]. 아유 그 발꼬
린내에다가 피비린내에다가 겨우내 목욕도 못 했을 거 아니야 
6.25 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231) 

  이복순은 돼지를 잡아다가 쌓아놓은 것처럼 짙게 배어있던 피비린내, 전쟁 
내내 씻지도 못한 부상군인들의 체취가 뒤섞인 구급차의 역한 냄새를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인솔자를 속여 김윤화과 함께 구급차에서 다시 하차해버린다. 
간신히 걸어서 부대로 도착한 두 사람을 두고 김순배 소대장은 죽으려고 온 
거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복순: 간~신히 걸어서 부대까지 갔더니 우리 소대장은 막 야
단치지. 너 죽을랴고 왔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 나 죽을라고 
군대 들어왔어요!” ㅎㅎ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잘 왔다 내가 방 
하나 뜨뜻한 데 찾아올게. 그 과장님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231)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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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이 참 동생처럼 대해주는데.232)

  이복순은 그때의 그 부상으로 여전히 온몸에 통증을 느낀다. 아픔이 심해
질 때면 차라리 그때 나를 살리지 말고 죽였더라면 하고 생각이 들 정도다. 
‘퇴행성 척추증’,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수근관증후근 양측’, 진단서에 
활자로 남은 이복순의 병명에는 전장의 경험이 생생한데 “군 공무와의 관련
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는 이복순의 부상을 전쟁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이복순: 눈 올 때. 눈 올 때 내가 총 들고, 눈 속에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 눈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막~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비가 
오거나 그래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쑤시고. 그래면 아유, 
나 6.25 때 죽었을 때, 나를 살리지 말고 죽였으면 얼마나 이
렇게 고통을 안 받을 텐데. 그래구, 그때도 그래구. (중략) 너
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요. 막 아파서 혼자도 밤에 울어
요. 요 어깨. 요 뼈가 막 저기해는 거. 허리가 발바닥까지 저
리고.233)

6) 3군단의 전멸 소식: “어머니가 마악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부대로 복귀한 이복순은 1951년 4월 1일, 첫 번째 전군 각개점호를 준비
하기 위해 성치도 못한 몸을 이끌고 업무에 매진했다. 한문을 아는 사람이 
원체 드물던 때에 전군 각개점호가 돌아오자 인사행정 업무를 처리할 인원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날짜는 돌아와서 인사과장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본 
이복순은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며칠을 온종일 서
서 명단 작성을 완료해냈다.

232)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233)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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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그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느라고 
사월 초하룻날까지, 그 각개점호라고 있어요. 전 현재 9사단 
29연대면 29연대, 28연대면 28연대 인원. 현재 살아있는 군
인이 몇 명인가 그것을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 날짜는 돌아와서 과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한
문을 아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핼게요”, 그
래서, 일어나서, 간신히 가서, 앉지를 못해서요. (자리에서 일
어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공에 상체를 숙이며) 이렇게 해가
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해고 써서 명단을 완전히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월 초하
루를 무사히 보낸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단장님께서 감격하
셔서 “아유 그 여군 병사 참 훌륭하다” 그래면서, 군대에선 특
별휴가가 최고거든요. 특별휴가 한 달 보내라고. 그래서 그때 
4월 얼마 후에 그래 갔어요. 4월 초하루에 그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사월... 염 지나서, 고 5월 쪼끔 전에요.234)

이 소식을 들은 사단장이 이복순에게 특별휴가를 내려주었고, 덕분에 5월이 
되기 전 이복순은 집으로 휴가를 떠났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방에서 이복순의 부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

이복순: 그래고 후방에 가서 있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갔
다 오시더니, “야 9사단이 전멸했댄다.” 그래 ○○오빠도 니 
오래비도 거기서 포로로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난 우리 오빠
가, 사춘오빠, 이종사춘오빠가 9사단에 있는 걸 몰랐거든요. 9
사단이라고 다 29연대 있는 것도 아니고, 28연대도 30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나요. 그냥 쓰기
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군단이 전멸했다는 소리까지 

234)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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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요. 그래서 3군단이 어디어디냐 하면 3사단, 7사단, 9사
단이 3군단이었거든요. 그르니까 아는 사람들은 3군단이 전멸
했다 그래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막 가슴이 떨려서 
빨리 가야겠다! 하는 생각 나니까. 우리 엄마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다 헌병한테 잡히면 총살이야 도망
병으로 취급당해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나 보내
줘요. 일선에 간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니까. 나 죽다 살았잖
아.” …… 어머니가 마악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데 [가지 마라].” “아니야 안 죽고 
살아왔는데, 왜 여기, 안 가고 여기서 헌병한테 잡히면 나 총
살감이야. 탈영병으로 총살 당해.”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모
르시니까. “아이구,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냐”고. “아니
야, 나 가야 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가야 한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 우시는데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총 메
고 배낭 메고.235)

  어떻게든 딸이 전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말리려는 어머니는 이복순의 다
리를 잡고 울며 애원하고, 이복순은 가지 않으면 탈영병으로 총살당한다며 
어머니를 설득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총 메고 배낭 메고” 부대 복귀
의 길을 떠난다. 빨랫비누며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를 챙기고, 군복을 입은 
채로 몇 번씩 지나가는 군용차량을 붙잡아 옮겨 타며 간신히 원주를 거쳐 
영월까지 가는 사이에 도망병으로 오인을 받기도 했다. 

이복순: 부대를 찾아가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군인들 얼
굴이 얼굴이 아니에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쌔까맣. 그냥 
입술은 뭐 부르터가지고요~! 아마 그런 광경 누가 보면, 지금 
보면 아마, 귀신이라고 그랠 거예요. 그래도 뭐~ 아이구! 너 
왔다고 막 반가워서 우리는 막 끌어안고 기냥~ 울고, 야 니가 

235)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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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우리는 살았다. 너가 있으면 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니 너를 업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너 때문에 우리도 죽고 너도 죽을 뻔했는데, 너가 특별휴가를 
가는 바람에 우리는 편히 도망을 갔지만. 너 왜 여기 또 왔냬
요. 허허(웃음) “아니 전멸했다는 소리 듣고 왜 왔냐니. 부대 
찾아서 너희들 찾아왔지!” 그랬더니, “그래~” 그래더니 소대장
님도 “잘 왔다” 그래. 인사과장님이 “아이 참 역시 군인은 군
인이구나...” 그러시더라고.236)

  다시 만난 동기들과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를 한 그에게 친구들은 그래도 
네가 휴가 중이라서 다행이었다며, 아니었다면 다친 너를 두고 제대로 피하
지도 못해 우리도 죽고 너도 죽을 뻔했다며 안도의 말을 건넸다. 전장에 있
었던 군인들의 얼굴은 며칠은 굶었는지 얼굴은 새까맣고, 입술은 전부 부르
터서 마치 귀신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다. 이복순은 혼자만 안전한 곳에 있
었다는 미안함에 챙겨간 빨랫비누로 동기들의 군복을 빨고 또 빨았다.

이복순: 그래서 내가 이제 날이 밝으니까. 옷덜이 막 흙!투성이
에요. 기냥 산에서 뒹굴르고 막 기냥~ 막 미끄러지고 그러면
서. 그거, 일선에 안 가봤어요. 전쟁통에 안 가본 사람은 몰라
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렇게... “야, 차순아 계순아 너희들 
옷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친구들이] “얘는 휴가 갔다 아파
서 그래!” [내가] “나 다 나았어. 집에 가서 약 잘 먹고 나았으
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해. 너희들 고생해서 미안해.” 그
래니깐, [친구들이] 별소리 한다고. “아니야 그래도 너도 씻고 
좀 그래”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망 봐줄게. 남자들 오
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남자들 오지 말라 그래고 거
기서 샤워, 목욕 대강 하고 또 빨래도 내가 거기서 했어요. 계
곡, 저기 연못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걔

236)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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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들 목욕하고 그 물에 난 빨래하고. 그래도 안 빤 것보담 낫
거든(웃음). 그러니까 그냥 짜서 널어놓고. 쪼끔 있다 물기만 
있으면 그냥 쓱 입는 거야. 난닝구도 그냥 벗어서 빨아서 입
고 그랬어요~!237)

  이복순이 전한 이 9사단, 3군단의 전멸이 바로 권이순의 전사가 있었던 
‘현리전투’의 결과였다(III. 2. 1). (2) 두 번째 여자의용군 전사자: 이등중사 
권이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리전투에서 발생한 권이순의 전사는 여
자의용군의 전원 후방 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전방으로 돌
아갔던 이복순 역시 8월경 보충대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238)

  후방으로 이동한 이복순은 본부의 여군중대에 소속되어 인사계 업무를 계
속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복무 태도를 인정받아 1954년 1월 15일에는 백
선엽 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표창장도 받았다. 진급도 동기들보다 더 빨라 남
들은 이등중사일 때에 이등상사를 달았다. 한편 1954년경 육군 하사였던 남
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1955년 3월 이등상사로 전역, 곧이어 5월에 결
혼식을 치른 뒤로는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다.

3. 두 참전 여군의 말하기와 안보화

1) 여성 군인으로 산다는 것

  두 사람의 인터뷰 곳곳에서는 1950년대라는 시대에 여군으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등장한다. 임동순은 군복
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달고 부산 영도의 시장 거리를 걷던 날을 떠올린다. 

임동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군복을 입고 어딜 나가질 못

237)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38)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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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때 부산에 피난 갔
을 때야. 그때 내가 대위야. 그래서 그 부산 그, 시장거리, 시
장거리 이제 그짝 길 댕길 때가 많아. 군복을 탁~ 입고 그리 
가면은요. 장사들이! 장사를 못 해. 나 구경하느냐고.

연구자: 신기해서?ㅎㅎㅎ
임동순: 엉! 그래 맨 처음에 보던 사람이, 내가 이제 걸어가잖

아? 그러면 옆에를 꾹 찔러. 그러고 봐. 저 사람 보라고 그러
지. 그때는 [여자가] 군복 입은 것이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ㅎ
ㅎㅎㅎ 그렇게 구경을 해~ 군복을 입고 가면.239)

  군복을 입은 여자 장교, 임동순의 등장은 시장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끌
어당겼다. “전쟁 때니까 그때는 군인 세상”이어서 “군인들이 다~ 이러구 저
러구 댕기구” 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경하느라 
장사를 못 할 정도로 군복을 입은 ‘여성’의 등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
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간호사관생도 1기 신현재 역시 여군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생경한 시각으로 비춰지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군 
생활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회고한다.240)

  한편으로 임동순은 자신의 군 생활을 어머니가 싫어하지는 않으셨냐는 연
구자의 질문에 “우리 어머닌 좋아”했다면서 “우리 어머니는 좀 특이”해서 그
랬다고 대답한다. 다른 어머니들은 여군 생활을 “남자 생활”이라고 막 반대
하고, 덕분에 여군들이 부모를 피해서 “숨고 댕기고” 그랬는데도 자신의 어
머니는 반대 한번 없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했다고 한다. 

연구자: 근데 군 생활 하실 때 그러면 어머니가 혹시 싫어하시
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임동순: 아니야~ 우리 어머닌 좋아해. 
연구자: 아 그러셨어요? [군에] 갈 때부터 그러면 괜찮으셨어요?

239)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240) 최상호(2012).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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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순: 아 어머니는~ 아주 영광스럽게 내가, 군인 장교 어머니
라고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어머니는 좀 특이해. 북한에 
계셨잖아 어머니가. … 돌아가셨는데 묘도 자주 못가고. 그렇
게 어머닌 좋아해 나 군복 입고 가면. 

연구자: 혹시 아버지는
임동순: 아버진 내 여섯 살 때 돌아가시구. 어머니가 나[를] 혼

자 키웠어. 그래서 군 생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남자같이 
그러고 댕기니까. 그렇잖아. 집에 아들도 없고. 나 하나만 있
고. …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했어, 나 군 생활 하는 걸. 반대 
안 해. 다른 어머니들은 남자 생활한다고 막 반대하고 그랬어.

연구자: 그렇다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싫어하신 분들도 많
았다구.

임동순: 응! 아주 [싫어하고] 그래, 그러고, 그러고 [부모 피해서] 
숨고 댕기고 그랬어. 근데 난 안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
하고 자랑하고.(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241)

  결혼 전 이화학당을 다녔다던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임동순
은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었기에, 이때의 “특이”하다는 표현 역
시 특별했던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찬사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그때 그 시절 부모가 딸의 여군 생활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은 부모
가 “특이”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을 정도로 여성의 군 생활이 예외적이고 유별
난 일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복순의 경험은 또 다른 맥락에서 전쟁 시기 군에 있었던 여성의 몸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PD 2: 6.25 때, 진짜 막, 아까 할머니가 말했듯이 되게 험한 상황
이었고. 들으면서도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 되게 여군들
도 생리하는 여군들 많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241)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 179 -

이복순: 여군들은 저기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해는 지혈대. 그거
를 줬어요.

PD 2: 그거를 보내줬어요? 여군을 위해서?
이복순: 네. 
PD 2: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복순: 지혈대가 이렇게 두껍구요. 두껍고. 여기 끄트머리에 끈 

달렸어요. 그니까 이런 데 지혈하면서 묶으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고, 후방에 와서야 그게 있었죠. 
처음에는 뭐. 저기 여, 51년도에 뭐가 나오갔어요. 차차 차차 
인자 유엔군도 참석하고, 미국서도 원조해주고, 그러니까 그렇
게 됐지 ……

PD 2: 그러면 그 지혈대 했을 때. 좀 뭐, 암튼 뭐 그래도 불편
한 게 있었는지?

이복순: 저는 그거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PD 2: 왜 안 써보셨어요?
이복순: 그 [맹장] 수술하기 전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됐었어요. 

참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요. 맹장 수술도 남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 자리만 자르면 맹장 뭐 한 손가락이면 빼내는
데. 요만큼 이상이었어요. …… 그 맹장 수술도 그랬고, 자궁
도요. 애기 낳자마자 죽다 살았거든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더 낳으면 애기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으니깐 자궁절제 수술을 하라고 그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죽고 아이도 죽는대면, 낳을 수가 없잖아요. …… [수술이] 두 
시간이면 끝날 게 다섯 시간이 걸렸대나? 그 엉망으로, 장하
고 막 엉겨가지고. 그래서 생리도 제대로 못했죠.242)

  이복순은 강원도 정선지구에서의 후퇴 당시 발생한 사고 이후 후방 근무 
중 맹장 수술을 하기 전까지 월경 중단을 겪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242)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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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했을 당시에도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의사로부터 자궁절제 수술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이복순뿐만 아니라 참전 여성들에게 월경 중단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그 다음엔 또 밤새도록 수술하고 거의 잔 기억이 없고. 여기 녹
음되는데 웃기는 얘기지만, 3-4년 동안 생리들을 하나도 안 했
어요. 우리들 모두... … 예, 한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정도가 아
니라 뭐, 그때는 내가 살아있다기보다 여하튼 나라가 이렇게 됐
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렇게 책임감이겠죠?243)

  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지연옥 중령의 
연구에서도, “우리들 [간호장교] 모두” “3-4년 동안 생리들을 하나도 안 했”
다는 답변이 등장한다. 여성의 몸에 있어서 월경의 중단은 심적으로나 육체
적으로나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몸의 경험’은 
개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경험, 
여성의 신체적 경험은 때로는 같은 여성들끼리도 대화를 꺼리는 주제였기에 
아무에게도 말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비밀 아닌 비밀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2)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

  한편으로 임동순과 이복순의 말하기는 군대 내에서의 ‘여성의 일’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준다. 
  어머니를 찾으러 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제안을 승낙한 끝에 다녀온 
전방 출장 후, 갖은 고생 끝에 국방부로 복귀한 임동순은 계속해서 본부 지
출대리관으로 근무하며 예산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이 시절 자신이 정말 “높
았”었다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어려서 “바보같이 몰르고 있

243) 지연옥(2002). “6.25 참전 간호경험에 관한 연구,” 군진간호연구, 제22권, 14쪽.; 육
군본부(2009). 3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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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웃음을 터뜨린다.

임동순: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그 지출대리관 하면서, 크- 많은 
돈 만져 봤어 내가. 임동순이 이름이 나가면은요, 돈이 몇억이 
촤악착- 얼마나 기가 막히냐. … 그때는요~ 돈 1억 같은 거 
빼는 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몰라요. 전쟁 때니까. 어디, 어디 
지출했다고 나오면은, 그거 하면은. 1억을 지출해놓고 2억 했
다고 하면 몰라~!! 그냥 2억, 지출대리관 임동순이 이름으로 
나가면 그만이야. 그거 뭐 돈 훔칠라면 문제가 아녀. 근데, 나
를 앉혔어. 왜냐면 남자 앉으면 그런 짓 하니까 … 내가 사인 
하나, 임동순 사인 하나면 돈이 몇억이 나가. 아이- 무시무시
한 일을 했어. 돈 1전 한 푼, 10원 한 장?? 먹을 줄 몰라ㅎㅎ
ㅎㅎ

연구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요? 몰래? 

임동순: 남자들은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임명을 할라고 하면
은, 본부서부터, 위에서부터 쫙 그 검[증], 그 뭐야, 감시가 있
어. 감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군 생활서부터 가정생활서
부터 그거 다~ 조사해. 본인도 몰르게. … 날 참~ 군대에서 
잘 써먹었지. 돈 일전 한 푼 안 하고. 그래서 남자 안 시키고 
여자를.(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244)

  임동순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국방부가 자신을 지출대리관 자리에 앉힌 
것이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전쟁 때니까” “돈 1억 
같은 거 빼는 건 문제 없”는 와중에 “남자들은 하”는 부정행위를 여자인 자
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차하면 성차별적 편견을 담은 듯 들릴 수 있
는 이 발언은, 한편으로는 군내 회계부정이 만연했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
는 것이자 경리·회계 업무가 ‘여성의 일’로 권장되는 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

244)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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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방증한다.
  여성에게는 전투 임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총성이 오가는 전장에 있
지 않아도 되니까, 섬세함과 꼼꼼함 같은 소위 ‘여성적’인 특질을 발휘할 수 
있어서만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집단에서 남성 주체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여성의 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이는 1999년 국방부가 발표한 여군인력확대계획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여성
의 군인성’을 구성하는 전거로 작용하였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을 통하여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하고 부정과 비리에 유착되지 않는 강직한 
특성”이 우수인력으로 여군을 발견한 고유한 지점이 된 것이다.245) 
  섬세함과 꼼꼼함, 부정과 비리에 유착되지 않는 강직함을 기어코 여성의 
특성이라고 규정하는 발상에 내포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논리는 ‘여
성의 일’이 ‘남성의 일’보다 더 사소하고 덜 중요하기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로지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중요한 것, 군인다운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에 의해 그러한 여지
는 차단당하게 된다.
  이복순의 인터뷰에서도 그가 맡아 했던 인사 업무가 단순히 ‘앉아서 후방
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의 일’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만한 설명이 등장한다. 

이복순: 그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느라고 
사월 초하룻날까지, 그 각개점호라고 있어요. 전 현재 9사단 
29연대면 29연대, 28연대면 28연대 인원. 현재 살아있는 군
인이 몇 명인가 그것을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 날짜는 돌아와서 과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한
문을 아는 사람들이 드무니까.(연구자 강조) 그래서 “제가 가
서 핼게요”, 그래서, 일어나서, 간신히 가서, 앉지를 못해서요.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공에 상체를 숙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기

245) 김엘리(2015).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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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 이렇게 해고 써서 명단을 완전히 완성했거든요. 그러니
까 사월 초하루를 무사히 보낸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단장
님께서 감격하셔서 “아유 그 여군 병사 참 훌륭하다” 그래면
서…246)

이복순: … 그리고 글씨를 제대로, 한문을 쓸 줄 알아야만, 그때
는 주소고 이름이고 전부 한문으로 하니깐.247)

  이복순이 말하는 사월 초하룻날이 바로 국방사연표에도 기록된 제1차 전
군 각개점호(1951. 4. 1.)이다.248) 당시의 행정업무는 모든 것이 다 한문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업무 처리는 “주소고 이름이고 전부 한문으로” 
하는 상황인데, 해방 당시 인구의 78%가 문맹이었던 상황에서 국문도 아닌 
한문 업무에 능통한 인력이 군 내에 충분했을 리는 만무하다.249) 그러니 이
복순 역시 아픈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로 인사계 업무를 해내
야만 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1950년대 군부대는 문해교육 정책의 중요 
축에 해당했다. 정부는 징병 대상층인 청장년층 남성들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의 문해교육을 실시했고, 군 역시 전력 증강 차원에서 군 장병을 위한 문해
교육을 적극 실행했다.250) 
  이런 상황에서 전원 초급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자의용군이 군
에서 자연스럽게 행정업무에 투입된 것은 이들의 ‘국한문 해득 능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두모집과 농촌 및 도심지 등에서
의 일괄 징병으로 군에 들어온 남군 사병에게는 간단히 부여할 수 없는 업
무가 고학력 여군 장병에게는 무리 없이 시킬 수 있는 업무였다는 점을 고
려해보면, 임동순의 경리업무가 그러하듯 이복순의 인사행정업무 역시 ‘남성’ 

246)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47)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248) 국방군사연구소(1994). 98쪽. 
24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국가기록원, 4

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서비스」 (2011. 3. 31.)
250)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성인 文解교육의 발전

과정과 성과』, 기획재정부·KDI 국제정책대학원,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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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대체나 보조적 역할로써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긴
다. 
  그러나 인사행정업무는 단지 그것이 후방의 사무실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
서, 그리고 전투와 무관한 것처럼 상상된다는 점에서, 역시 전쟁과 군인에 
관한 전형적인 ‘남성의 일’보다는 더 사소하고 덜 중요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렇게 군 내에서의 업무에 젠더화된 시각을 반영하여 위
계를 설정하는 태도는 2012년의 공간사 편찬자에게도 면면히 이어진다. 

여자의용군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구국의 일념 하에 자원입대하였다. 그러나 … 일부 의용군을 제
외하고는 제한된 행정업무나 비서업무 등에 국한되어 활용됨으
로써 직접적인 군의 전투력 발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연구자 강조)251)

6.25 전쟁 당시 여군들의 참전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
가하겠다는 편찬자 역시도, “제한된 행정업무나 비서업무”가 “직접적인 군의 
전투력 발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전투만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경리업무
와 인사행정업무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임동순이 예산 지급을 위해 전방 사단 출장을 떠나야 했고, 여러 차례의 위
험을 거친 끝에 간신히 본대 복귀를 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 경리업무라고 
해서 전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복순은 인사행정 업무를 
맡은 담당자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전방 부대’에 소속되
어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비상 나팔 소리에 전진하고 후퇴를 반복한 일선의 
군인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해온 일들은 그것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에게 맡겨진 것처럼 간주되었고, 동시에 여성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기
에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251) 최상호(2012).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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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별 짓기 전략과 ‘군인됨’의 증명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를 향한 ‘구별 짓기’를 통해서 자신
의 ‘군인됨’을 증명하려고 한다. 

임동순: 내가 진짜 군인 생활을 했어. 시체 밟고 댕기고 시체 밟
고 전쟁했으니 그게 군이지. 그거 안 냉긴[넘긴] 사람은 군인 
아니라 그래.252) 

  임동순은 앞서 소개되었던 수원 고개에서의 일화를 전하며 위와 같이 덧붙
인다. 여기에서 그는 “시체 밟고 댕기고 시체 밟고 전쟁했으니” 그게 “진짜 군
인 생활”이라며, “그거 안 넘긴 사람은 군인 아니라 그래”라고 할 정도로 그 
특정한 경험을 ‘군인됨’과 강하게 결부시킨다. 아래의 구술에서 그가 ‘보병장
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동순: 여군들이. 간호장교들은 삔세트[핀셋] 장교들이야. 그 환
자 생기면 주사나 놓고 병 고치는 거. 우리는 보병이거든? 전
방에 나가서 싸우거든?253)

  이 지점에서 임동순은 ‘보병장교’인 자신을 ‘간호장교’들과 구별함으로써 둘 
사이의 격차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임동순의 사고 속에서 간호장교는 여성 
군인이더라도 (물론 사실과는 다르지만) “전방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보병”과는 다르며, 그의 인식 속에 둘은 동등한 위치
의 ‘군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시체를 밟은’ 경험과 ‘전
방에 나가서 싸우’는 경험은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기호이며, 이 같은 기호는 
‘전투’ 중심적인 전쟁-군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한편 이복순은 자주 다른 여자의용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다른 여

252)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253)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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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들과는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말하기는 이내 “남자들하
고 똑같이 했다”는 문장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복순: 나는 일선에서 여군으로서 나 혼자만 완전 무장하고 살
았어요. … 죽으려 간 거지 뭐 살려고 간 건 아니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만한 각오 없이는 못 해요. 어떤 사람들[다른 여자의
용군]은 뭐 하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는데 나는 싫단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 여군들의 생활이 딴 사람하고 나는 달
라요. 나는 과장님을 잘 만나서 진짜 군인으로 된 거야.254) 

이복순: 딴 여군들, 일선에 간 사람 중에서 보초 슨 사람 나 하
나예요. 고급부관실에서. 왜 그러냐면 남자들끼리만. 나도 똑
같은 군인이니까. 군번 있겠다, 계급이 있는데, 여자라고 특별
히 안 봐줘요. 그러나 생각은 해줘요.255) 

이복순: 남자하고 똑같이 보초도 섰어요. 천막부터 치거든 이동하
면, 어디서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앞문 뒷문 다 세워놔. 바스
락 소리나면 총 내리고 누군지 물어보고. 나는 군대 빠따도 맞
아봤어. 여군들 중에는 나밖에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256)

  이복순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남자하고 똑같이 보초도 섰”고, “군대 
빠따도 맞아봤”고, “싫단 말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여군들과는 
다른, “진짜 군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동기생이 중사로 있을 때 나는 상
사로 진급”할 수 있었고, “딴 과장들이 주는”게 아니라 참모총장 백선엽에게
서 여군 창설일에 처음으로 공로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한다.257) 
  생각해볼 것은 임동순도 이복순도 모두 ‘다른 여성들―간호장교/다른 여자

254)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0. 9. 24.)
255)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56)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0. 10. 8.)
257)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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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서 자신의 군인됨을 어필하지만 차별화의 지점
이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임동순의 “진짜 군인”은 
‘남성과 같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임동순은 구술 전반에 걸쳐서 비슷하
다거나, 다르다거나 그 어느 쪽으로도 남성 군인을 자신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에게 ‘군인됨’은 전투-전방의 상징적 이미지와는 연결될지언
정 ‘남성됨’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반면 이복순의 경우 그러한 표현들에 일부
러 무게를 실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남성과 같은 것’, ‘남성들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을 “진짜 군인”의 지표로써 인식한다.
  이는 두 사람이 군에 속해 있었던 기간과 그들의 신분(장교/사병) 차이, 
군 시절을 경험했던 시대 배경과 거쳐온 업무, 보직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복순이 전방과 후방의 사병
으로서 경험한 군 생활에서는 여자라고 특별대우를 해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
런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남성의 신체적 수행능력과 강인함, 용감함, 책임
감 같은 ‘남성적’ 덕목들을 참 군인다운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반대로 국방부와 육군본부, 여군훈련소 등의 주요보직을 거친 여군장
교로서 여군단장의 위치에까지 오르는 동안 “어떻게 군대 내에서 여성의 자
리를 확보할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해왔을 임동순에게 ‘군인됨’을 ‘남성됨’과 
일치시키는 발상은 그가 해결(해체)해야 할 과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서 임동순과 이복순이 ‘군인됨’을 어떻게 규정하고자 했는지
를 ‘평가’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표와 거리가 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이 각자 처한 상황과 군대 내 지위, 업무, 배치 형태 등에 따라 자신이 추구
하는 ‘이상적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군인됨’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달리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덧씌워진 성차별적 인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나름의 자기규정을 시도했다. 
  이로써 다음의 두 가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군인됨’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군인됨과 남
성됨의 상관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위계화된 젠더 관념 속
에서 구성되고 고착·강화되어 온 것뿐이다. 전쟁이 이들 관계를 보다 강하게 
결합시키고 둘을 동일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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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은 나름의 자기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둘째, 참전 여성
은 젠더 위계에 단순히 순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해석
하고 스스로를 의미화하였다. 그것이 때로는 다른 대상에 대한 구별 짓기를 
수반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자신이 처한 젠더 위계의 모순적인 구조 속에서 
‘수용’과 ‘저항’의 사이를 오가며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4)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공로

  6.25 전쟁의 참혹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보다 임동순의 감정을 더 크게 흔
들었던 것은 “장군을 하나 못 달고 나온” 여군들의 울분을 호소하면서였다. 
임동순은 여군들이 그렇게나 고생을 했는데도 “별도 달아주지도 않았”던 군
에 대해 큰 섭섭함을 토로한다.

임동순: 우리 여군들은 다 고생했어. 아유.. 옛날 생각을 어떻게 
해. 그렇다고 우리 뭐 별 달아줬어? 별도 달아주지도 않았어 
… 우리 선배들 있을 때는 왜 [자서전을] 안 썼는지 몰라? 우
리 선배들 참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김현숙 대령
도, 그 양반도 참, 여군 창설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고. 현성원 
대령 그 양반도, 다음에 그 사람이 여군처장 됐지만은 그 사
람도 고생- 여군처장 하기가 힘들어. 그거 [여군처] 만드느냐
고 그렇게 고생했어.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 다음에 뭐 노선익 그 사람 빨리 죽고, 윤희열이
도 죽고, 그 다음에... 노선익이, 윤희열이. 그 담에 죽고. 그 
담에 누가 했지? 누가 여군처장을 했지? 아! 노선익 대령 다
음에 내가 했다. 내가 했어.258) 그리고 이제 내 다음에가 [누
구더라]? 또 누가 했나? (웃음) 잊어버렸어. 오랜 세월이 흘렀

258) 약간의 착오가 있다. 역대 여군병과장은 초대 김현숙 대령, 2대 현성원 대령, 3대 
윤희열 대령, 4대 노선익 대령(이상 배속장교 출신), 5대 김순덕 대령, 6대 임동순 대
령, 7대 박순길 대령, 8대 박진학 대령, 9대 원숙경 대령(이상 여자의용군 1기)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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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다음에 누가 했지...? 내 동기생이 했을 거 같애. 여군
처장은 뭐 2년밖에는 못하니까. 거기는 2년밖에. 왜, 병과장이 
2년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2년, 2년씩 하고 그만뒀지.259) 

  무엇보다도 여군의 창설자였던 김현숙 대령이 장군을 하나 못 달고 나왔
다는 것은 “그렇게 안 달아줄 수 있어?” 싶을 정도로, 그에게는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군들에게 김현숙 대령은 이미 “여군의 참모총장”이나 마찬
가지였는데 “그렇게 김현숙 대령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김 대령은 장군
을 달지 못했다. 표면상의 이유는 “대령을 2년밖에 못 달았는데 무슨 장군이
냐” 하는 것이었지만, 여군처장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핑계는 그냥 여군은 장군을 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임동순: 여군이 장군을 하나 못 달고 나온 게 그게 안 됐어. 김
현숙 대령도, 그것도 장군 하나 달아주지 글쎄, 그렇게 안 달
아줄 수 있어? 그 사람 여군 저기 고생 많이 했어요. 김현숙 
대령. 이 장군을 달아 줘야 되잖아? 안 달아줘! 밉다고 안 달
아줘. … 왜 미워하냐면은, 같은 대령이래도! 김현숙 대령은 
참모총장하고 맞먹거든? 여군의 참모총장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가 막 그냥 … 참모총장이지 무슨 년의 [(여군)과장, 혹은 
대령] 그거냐고. 그래가지고 [남군들이] 그렇게 김현숙 대령을 
미워해. 그러나 김현숙 대령은 그런 거 개의칠 않아. 안 됐어. 
그 사람이 장군이 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어려가지고 그
걸 잘 몰랐지, 그거를. 근데 이제 이 여군처장이 2년밖엔 못 
해요. 그래 2년밖에 못하[고] 대령을 2년밖에 못 달았는데 무
슨년의 장군이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뒤틀고... 아휴...260) 

259)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260)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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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순은 이것을 “남자들이 시기질투” 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김
현숙 대령도 현성원 대령도 2년의 병과장 임기 끝에 대령으로 끝나고 가버
렸는데, “우리가 힘이 없었”고, “나도 힘이 없었구” 해서 결국 여군 장성 배
출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동순: 아휴 말도 못 해. 남자들이 시기질투 하는 거는 말도 못 
해. 그래서 김현숙 대령님은 대령으로 끝나고 가버리고, 그 다
음에 현성원 중령님도, 그 사람도 대령으로, 2년 하다가. …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었어. 나도 힘이 없었구. 그래서 그거를 
추진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나갈 때가 바빠 
죽겄으니까ㅎㅎ 그렇게 된 거야 … 근데 지금은 장군 있잖아. 
이 세월이 흘르니까.261)

임동순은 반문한다. “왜 그렇게 여자가 별 달고 댕기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지 몰라?” 선배들이 별 하나를 달지 못하고 나온 게, 그에게는 “그 고생한 
노고를 하나도 생각 안 해”주는 것과 같다. 

임동순: 안 됐어... 우리 여군들이. 위에 사람들이 다 장군 달고 
나가야 될 텐데, 자격이 충분하지! 남자 같애? 그랬는데, 못 
하고 다 나간 거야. 그래 맺혔어, 속이. 그 현성원 대령도 맺
혀가지고 병 걸려서 아파서, 이 세상이 이렇구나. 그 고생한 
노고를 하나도 생각 안 해줘! 여자다! 여자가 무슨 별 달아(연
구자 강조). 이 지랄을 하는. … 여자 높이게 되는 걸 싫어해. 
그리고 여자가 장군 달고 딱 입고 댕기면은 경례하기도 싫고 
말야? 여자에게? 그거,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하질 말아야 돼. 
그 여자들이 싸워야 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261)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최초의 여군 장성은 임동순의 전역으로부터 무
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2001년 간호병과의 양승숙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함으
로써 탄생했다. 전투병과 출신 최초의 여군 장성은 그로부터 다시 9년 뒤인 2010년에 
준장으로 진급한 송명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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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때는 아주 그냥, 퀘퀘먹은 것들뿐이야.262)

  군 생활이 얼마나 멋있는지, 자신이 여군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
지 강조하던 임동순도 이 순간만큼은 “군 생활에는 매력이 없다”고 말한다. 
임동순 자신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 군 생활은 자신을 성장케 하고, 또 멋있
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무언가이다. 그러기에 임동순은 언론과의 인
터뷰에서도 “6ㆍ25가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전쟁이긴 했지만 나를 여군으
로,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를 악물고 하면 남녀 떠나서 군인으로서 일하고 
그에 따라 대우받는 거지.”263)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군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자원으로 군에 입대하여 헌신
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배와 동료 여군들을 생각할 때, 그는 “고생만 
직싸게 하다가 나온”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분노
로 과거를 후회하게 된다.

임동순: 그래서 군 생활에는... 매력이 없어. 우리는 그래요. 군 
생활 좋아하지를 않아. 고생만 직싸게 하다가 나온 거지. … 
그러니깐요 아주, 싫어요.264)

임동순: 힘들지... 가슴 아프고, 괴롭고, 이제 저 과거니까, 살아
있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나가 왜 그런 생활을 해야돼? 뭐, 
나라가 무슨 알아줘? 왜 죽음의 길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살면서 이게 뭐야? 죽음의 길에서 건져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후회가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265)

  한편 이복순은 제대를 앞두고 화랑무공훈장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

262)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263) 안아람. 「“수원서 서울이 ‘시쳇길’이었지… 지프차 이동 때 온통 피범벅」 (한국일보, 

2020. 6. 22. A01면)
264) 임동순과의 1차 면담(2020. 6. 27.)
265) 임동순과의 2차 면담(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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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했었음을 고백한다. 같이 있던 동기들보다 진급도 한 계급이 더 빨랐고, 
백선엽 참모총장에게서 여군 창설일 기념 공로표창장도 처음으로 받았을 만
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면서도 왜 훈장 수여는 거
절했던 것일까?

이복순: 나는 우리 동기생이 중사로 있을 때 나는 상사로 진급
했잖아. 그래서 저기 참모총장 백선엽 양반, 그 양반한테서 표
창장도 여군 창설일에 내가 받은, 내가 처음 받았대요. 공로표
창장이요. 딴 사람들은 못 받았고 딴 과장들이 주는 표창장 
감사장덜은 받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제대할 때도, 그, 화
랑무공훈장을 준다 그래셨어요 … [친한 언니가] “너는 진짜 
군인다운 생활 했다. 너 같은 아이가 상을 받아야지.” 후방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상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바사바 해
가지고 여군 장교라고 해가지고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
는 준대는 것도, “중대장님 여자가 훈장 받아서 뭘 해요. 취소
시키세요.” 바보같이. 난 바보짓 했어.(연구자 강조) “니가 잘
못핸 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잖아요, 언니가.266) 

  그의 거절 이유는 다름 아닌 “여자가 훈장 받아서” 뭘 하겠나 싶었던 데에 
있었다. 이를 두고 70년을 친자매처럼 지내는 여자의용군 동기 언니는 자주 
우스갯소리로 ‘니가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호장교 시험 붙고
도 간호장교 못 간 거, 하나는 주겠다는 훈장 거절한 거’라고 타박 아닌 타
박을 한다. 이복순은 그 스스로 ‘여성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라
고 생각해 자원해서 군에 입대했고, 높은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적극적으
로 군 복무에 임했으면서도 동시에 ‘여성에게 무공훈장은 필요 없으리라’ 생
각했던 것이다. 이는 여성 군인에 관한 제도적인, 사회적인 차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의용군 스스로도 이러한 젠더 위계를 내면화했던 결과였다. 
  그런가 하면 이복순은 결혼을 앞두고 부대에서 육군 군악대를 보내주겠다

266) 이복순과의 2차 면담(2020. 8. 21.)



- 193 -

던 것도 거절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소문’을 걱정해서였다.

이복순: … 그 부대에서, 부대에서 육군 군악대 보내준다고 그랬
는데 됐다 그랬어요. 굉장히 소문날까 봐(연구자 강조). 그때는 
우리 친구, 후배들이 츄럭 타고 왔는데. 종로 예식장에서 했어
요. 그때는 종로 예식장이 최고였거든.267)

자신뿐 아니라 남편도 군인이었을 때에 만나 결혼을 했으니 남편 핑계를 댔
을 법도 한데 “굉장히 소문날까 봐” 보내준다는 군악대도 거절할 정도로 ‘여
자가 군에 있었다’는 사실은 좋지 못한 소문 거리였다. 이복순 자신이 군 생
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가, 얼마나 열심히 군인의 삶을 살았는가
와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여성의 군 복무는 흠이 되었던 것이다.
  이복순은 결혼 이후에도 군에 다녀온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거나 적극적으
로 말해올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시댁의 어르신인 시어머니께서 그의 군 복무 
경험을 드러내길 꺼렸기 때문이었다. 

이복순: 내꺼 후배들이. 내가 내무반에다가 시를 써놓으면 몰~
래 가져가서 베껴놓고 그랬다구. 그게 살아있었으면 좋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도 다 버렸어. 우리 시어
머님이, 내가 막 이렇게 정리 안 해구, 막 종이에다 적어놓은 
거. 그리구 그거 뭔가 사인 있잖아. 내가 제대할 때, 하유, 인
사계님 사인 좀 내가, 써놓고 갈게, 참, 이 나중에 찾아서 읽
어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면서 사인 잘 한 거를 썼거든
요. 근데 그것도 다 버리셨어. (속삭이며) 군대 갔다온 게 싫
으셔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는 안 그래셨어(연구자 강조).268)

  이복순은 구술 중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곧잘 떠올렸고, 

267)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268)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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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을 많이 받고 지냈었음을 이야기했다. 시아버지에 대
해서는 애정 어린 존경의 표현도 자주 등장하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며느리
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조차도, 군 시절과 관련되었던 개인 소지품을 그 모
르게 모두 버리셨을 만큼 여자가 군대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힘
든 것이었다. 이처럼 제대 이후에 군 경험을 숨겨야 했던 여자의용군은 이복
순뿐만이 아니다.

… 6ㆍ25 이후 참전 사실을 일부러 숨겼던 여군도 많다. 당시 사
회 분위기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 ‘군인 출신 억센 여자’로 낙
인 찍히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여군 2기인 박순덕(가명)씨는 
“여자 나이 스무 살이 넘으면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인데 여군은 
남자들과 함께 생활해 억센 이미지가 강해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남편도 나와 결혼하기 전 군대에서 험한 일은 없었을지 일일이 
뒷조사를 했을 정도”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269)

  기사가 전하듯, 참전 이후 당시의 사회는 군인 출신 여자를 ‘남자들과 함
께 생활해 억센 이미지’로 보고, 특히 결혼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꺼리던 
분위기였다. 2015년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에 의해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던 간호후보생 출신 황모 씨 역시 “결혼한 후 여자가 군에 
간 사실이 흠이 될까 봐 당시 사진, 편지 등을 모두 소각”했었다고 고백했
고,270) 여자의용군 1기 출신 이인숙씨 역시 “여군이라고 하면 여성스럽지 못
하고 드세다는 편견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돼서 오히려 이력서에 여군 경력
을 빼버리고 옷도 여성스럽게 입고 다녔”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
다.271)

  전쟁 초기에는 ‘누습과 관념을 용감히 버리고’ 군문에 나선 여자의용군을 
‘구국의 잔 다르크’라면서 신화화했던 우리 사회는 정작 이들의 공로를 인정

269) 김지현·양진하. 「“억센 여자 낙인찍힐라” 나라 위해 목숨 걸고도 참전 사실 숨겨」 
(한국일보, 2020. 6. 24. A08면)

270) 최현수. 「“6·25 참전 여군 16명, 국가유공자 등록”」 (국민일보, 2015. 6. 5.)
271) 고은지. 「<나의 6.25> 최초 女육군 이인숙 할머니」 (연합뉴스,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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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 않았다. 여자의용군의 운용 주체인 군은 여성 군인들의 역할을 축소
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였으며, 사회는 참전 여성들에게 도리어 여성스럽
지 못하다, 드세다,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낙인을 덧씌웠다. 때문
의 이들의 삶에서 참전 여군으로서의 경험과 기억은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과 보람만큼이나 아픔과 서운함, 배신감 같은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유발한다.

5) ‘대리’ 안보화의 문제

  앞서 I. 4. 연구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복순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언론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작진과 이복순의 인터뷰를 지켜
보며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272)

  <전쟁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들어본 적 없던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인터뷰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잊힌 존재로 살아온 참전 여성들을 
조명하고 있다. 미디어 인터뷰의 특성상, 질문자는 어느 정도 원하는 답변의 
방향이 존재하는 상태로 인터뷰이에게 질문을 던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터
뷰 과정에서 이복순은 제작진이 이끄는 ‘정답’으로 쉽사리 향해주지 않았다. 
이복순과 ‘씨리얼’팀의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포착된 일종의 ‘미끄러짐’
들과, 채널에 게시된 영상의 매끄러운 대화 사이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1950년대의 여성의 입대는 쉽게 상상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입대 당시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관한 질문은 참전 여성들에게는 
단골로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씨리얼’팀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
아가 ‘남성 가부장의 반대는 없었는지’, ‘여자인데 괜찮겠어? 위험하지 않겠
어?’라는 반응은 없었는지 짚어 확인하려 하지만, 이복순은 그런 건 전혀 대
수롭지 않은 문제였다는 듯 손을 저으며 답한다. 

PD 1: 근데 그, 그, 의용군 지원한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이복순: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죠. 시골에 가셨고.

272) 본항에서 별도의 각주가 없는 구술은 모두 이복순과의 1차 면담(2020. 6. 18.)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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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1: 아아, 안 계셨고. 그럼 다른 가족들은
PD 2: 뭐 동생들이나. 언니나 뭐, 누난데, 뭐 ‘여자의 몸으로 괜

찮겠어?’ 뭐 ‘너 위험할 것 같애,’ 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이복순: (손사래 치며) 그런 건, 내, 내 자유대로 할 수 있었으니

깐. 내가. 하고 열심히 하면 시험, 언- “누나 붙을 수 있어?” 
그래서 “가봐야 알지”(웃음) 그래고 갔는데. 

이어서 아래 대화에서 제작진은 이복순에게 여군과 남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PD 1: 근데 다른 일반 여군이랑 남군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어
요?

이복순: 글쎄 우리는 구별 없이. 식당도 남자들 있는데 [같이 썼
고]. 첨에는 여군들만 있는 식당에 따로 있어요. 여군 식당이 
따로 있어요. 숙소가 여군 숙소가 따로 있고. 경, 거기가 부
산... 경북여곤가? 거기서 육군본부가 아마 있었죠, 아마. 그리
고 기숙사에 방이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PD 1: 그 이후에 임무나 훈련에 차이는 없나요?
이복순: 훈련은, 그 [훈련소] 후에는 훈련이 읎구! 아침 점호. 점

호에 늦게 가면 3분 내 늦으면 그 사람들은 눈 위에 꿇어앉는 
거. 내내가 눈 위에 꿇어앉다가 이 병이 도진 거예요.

  이복순은 이내 여군 식당과 여군 숙소가 따로 있었음을 떠올려내지만, 이
때의 여군 식당과 숙소는 후방이었던 부산의 여자의용군훈련소를 비롯한 육
군본부 여군중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식당은 처음엔 따로 
있었다가 얼마 안 있어 남자들과 같이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선의 부대 
생활 중에는 후방에서처럼 여군과 남군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오히려 
전방의 이복순은 남자들이 테이블 책상 위, 사과궤짝 위에서 자는 동안 같은 
천막 안에서 가마니 한 짝을 깔고 자곤 했다. 이복순은 자신의 군 시절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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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 그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여군과 남군을 구분 짓거나 둘 사이
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다.
  앞서 III. 3. 1) 전통적 젠더 관념의 전시 성역할 규정에서 논의한 바 있는 
‘전방-남성/후방-여성’의 이분법적 구도 역시 이복순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인 듯 보였다. ‘전장에 나가는 건 남자고 여자는 뒤에서 지키고, 간호하고’ 
하지 않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이복순은 그게 “아니”라며, 자신이 간호장교
가 되고 싶어 지원했었다는 것, 그리고 트럭 사고 당시 민간 간호사가 자신
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PD 1: 그때 선생님 전화로 말씀하셨을 때는 주로 전장에 나가
는 건 남자고 여자는 뒤에서 지키고, 간호하고 그렇게 그렇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복순: 아니. 그거는 간호에 가고 싶대는 사람 [손 들라고 해서 
내가] 손 들었지만, 간호 손 들었지만. 간호사는 따로 있어요. 
간호장교가 돼야 돼요. 저는 간호사가 나를, 일반 간호사가 나
를 살려준 거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죽었죠.

PD 1: 그 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뭐 주로 남
자들이 전장에 나갔고, 여자들이 지키고. 약간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분위기. 

이복순: 네 그니까 질문을 하시믄.

  전장에 나간 남성과 후방을 지키는 여성, “그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달라
는 PD의 질문을 이복순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대화
에서 질문은 남군과 여군 간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바뀌었지만, 
무기가 없을 때 최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보급이 되었느냐는 PD의 질문은 사
실 ‘사병’ 이복순으로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했다. 

PD 2: ㅎㅎㅎㅎ 그 왜 여군은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여군한테 떨어지는 총이 부족했다? 약간 모잘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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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무기가 읎었지, 읎지요. 
PD 2: 그럼 무기가 없을 때 그럼 최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보급이 됐고, 뭐, 여군은 뭐...
이복순: 남자들한테도 부분 되는데 우리 과에는 한 자루예요(연

구자 강조).
PD 2: 왜요?
이복순: 과장님-
PD 1: 왜 여군에겐 총을 안 줬어요?
이복순: 총이 있어야 주죠. 그 6.25 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그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트럭도 일제 이수스 트럭이고 
지프차도 미군들 타는 지프차고. 

PD 2: 다른 부대도 한 자루씩 줬어요?
이복순: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총 만져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까. 저는 그냥 분해 결합, 다 부대, 후방에 와가지고 우리 부
하들한테 총 분해결합 하는 거 다 가르켜주고, 또 상사가 되
니까 권총 차고, 밤에 이제 학원 다니는 아이가 있거든요. 제
대하고 뭐 학교 선생. 걔네 데리러 나갈 때도 권총 차고 내가. 
골목에서 막~ 학생들이 놀린대요. 그래니깐 나보고 좀 데릴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데릴러, 권총 차고, 지휘봉 들고 
그러고 가면 다 도망가요.

  사실은 이렇다. 앞서 III. 1. 1) (5) 여자의용군 2기생 훈련과 배치에서 살
펴본 것처럼, 여자의용군 2기생은 1기생과 달리 훈련 당시 실탄사격 훈련을 
받지 않았다. 총기술과 사격훈련을 모두 마친 1기생에 비해 2기생은 자연히 
총기사용에 제약이 컸다. 게다가 전쟁 초기에 총기사용이 어려웠던 것은 비
단 여자의용군뿐만이 아니었다. 예컨대 8월 초 대구 시내에서 이틀 만에 천
여 명이 징소집 되어 편성된 모 대대 인원은 개인당 9발씩의 소총 사격훈련
을 실시하고 즉시 전투에 투입되었다. 부대 창설 후 일주일 만에 전투에 참
가하게 된 이들 중에는 전투부대 배치가 곤란해 사실상 노무자로 활용되는 



- 199 -

경우도 많았다.273) 그리고 이어진 이복순의 답변에서는 후방에 와서는 그가 
후배들에게 총기 분해결합을 다 가르쳤고, 상사가 되어서는 개인 권총을 차
고 다녔다고도 답하고 있다. 
  밑줄로 강조한 부분에서 이복순이 말하는 ‘우리 과’는 29연대 고급부관실 
인사과를 이르는 말이고, 여기에는 여군뿐 아니라 남군도 함께 근무하고 있
었다. 그러나 ‘씨리얼’ 제작진은 이 발언을 다른 맥락의 발언 사이로 삽입하
면서 “남자들한테는 보급되는데 우리 과에는 한 자루예요”라고 자막을 바꾸
어 적었다. 영상에서는 이복순이 말하는 ‘우리 과’가 여군과 남군이 함께 속
해있는 부서라는 사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를 “여군 과에는 
총이 한 자루밖에 보급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 
  요컨대 전방 사단에서 이복순이 개인화기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단지 그
가 ‘여군’이어서만은 아니었음에도 편집된 영상에서는 이러한 맥락들이 생략
되게 된다.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문제의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약간의 
왜곡을 가미해 의도적으로 해석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휴전 후 남성 가부장의 부재로 인해 생계를 떠맡아야 했던 ‘전쟁
미망인’의 사례와 같은 특정한 전후 여성상에 기대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제작진의 시도 역시 이복순에게는 잘 가닿지 않는다. 이복순은 그런 ‘큰 그
림’보다는 자기 자신-개인의 서사에 집중하면서, 그저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생각, 감정들에 빠르게 몰입했다. 

PD 1: 그 전쟁이 끝나고,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이후에 모든 집
에 많은 남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경제생활
도 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여자들이 되게 많았
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삶도 그랬는지? 아니면 그 
본 게 있는지?

이복순: 우리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다부동 전투. 중고등 학생들이 사흘인가 훈련받고 가
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많은 군인이 죽었

273) 박종상(2020).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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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학생들이요(울먹이며) 그런 건 나라에서 안 해주고 즈이
들끼리 그냥. 장군들 이거 똥장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즈
이네들 보급품을 다 빼다가 장병들, 사병들한테 가야 할 돈들
을 빼먹고. 그것도 반성을 안 하고 난리니까 그거는 묻지 마
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들 많이 당했는지 아세요? 
나는 다부동 전투 전사자, 군인들, 그래고 또 낙동강 전투에서 
죽은 학생들, 제~일 그 펴보지도 못한 학생. 우리 동생[여자의
용군] 네 명도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 계곡에 
끄트머리 모래 속에 파묻혀있을 텐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한편, 5년 전 진행했던 KBS와의 인터뷰274)에 이어 동아일보275)와 한국일
보276), CBS(씨리얼)까지 2020년 6월 연구자와의 첫 면담 때까지 네 곳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복순은 그 이후로 SBS277) 및 MBC278)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놀라울 정도로 쏟아진 많은 관
심에도 이복순은 아쉬움이 꽤 남은 듯했다. 대면 면담 이외에도 수차례 이어
진 연구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언론이 “중요한 걸 안 적었다”라거나, “그걸 안 
적었더라고”279) 하면서 자신이 한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데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복순: 거기 그게 진짜 내가 겪은 거고. 딱 신문에 나온 것도, 
나중에 테레비도 나오는 것도 그런 거는 다 빼놓고 하더라고. 

274) 「<6.25 전쟁 66주년 특집 다큐> 군번 없는 女전사」 (KBS, 2016. 6. 25.)
275) 손효주.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 소녀 병사는 전선으로 달려갔다」 (동아일

보, 2020. 6. 13. A28면)
276) 김지현·양진하. 「나라·가정 지켜낸 여성 역할 부각됐지만… 종전후엔 되레 ‘전통적 

여성성’ 더 굳어져」 (한국일보, 2020. 6. 23. A06면); 김지현·양진하. 「“억센 여자 낙
인찍힐라” 나라 위해 목숨 걸고도 참전 사실 숨겨」 (한국일보, 2020. 6. 24. A08면).

277) 조윤하. 「중공군 총알 속 버틴 나날들…여자 의용군들의 기억」 (SBS, 2020. 6. 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53631 

278) 「[생생 통일현장] 17살 소녀병사의 끝나지 않은 전쟁」 (MBC, 2020. 6. 27.)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5823914_29114.html

279)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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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고 지면이 모자란다고(연구자 강조).280) 

이복순: 빵! 하는 소리와 동시에 내가 붕 뜨던 거까지만 생각나
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 그랬드니 나중에 그래잖아. 친구
들이. 너 죽었었어.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왜 그래? 
심장까지 멎고 몸은 얼고 그랬다고. 근데 그런 건 신문에다 
다 얘기해도 안 나오드라고. 그 전에 10년 전에도 KBS, 테레
비에서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연구자: 그 65년281) 기념에 했던 거요?
이복순: 그런 건가 봐. 65년. 그랬는데 뭐… 고만, 신문을 내가 

우리 집에서 ○○일보 보니깐, 그거[기사]를 보니깐, 아름답게
만 이쁘게만 썼드라고(이상 밑줄 연구자 강조).282) 

  “아름답게만 이쁘게만 썼”더라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미디어가 어떤 식으
로 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복순의 생각을 잘 드러내 준다. 마치 재현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듯한 이복순은 이미 그 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과 
왜곡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듯 언론에서 묘사하는 6.25 전쟁 
참전 여성의 기억은 당사자의 실제 경험과는 조금 다른 온도로, 어딘가 ‘신화
화’ 되거나 ‘낭만화’된 서사로 그려진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복순의 사례는 버트랜드가 지적하는 ‘대리’ 안보 말하기
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다. 여군에 대한 차별, 전방의 남성과 후방
의 여성 구도, 여성 생계부양자와 같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정해져 있는 언
론의 재현은 참전 여성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한 공간사가 ‘군인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는 생략해버린 것처
럼, 이들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하는 언론 역시 정형화된 참전 여성의 표상에 
집중하기 위해 이들을 ‘영웅’으로 서사화한다. 참전 여군을 조명하고자 하는 

280)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0. 9. 24.)
281) 연구자의 착오다. KBS의 특집 다큐 <군번 없는 女전사>는 6.25 전쟁 66주년 기념

으로 2016년에 방영되었다.
282) 이복순과의 전화 인터뷰(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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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의도는 들리지 않아 왔던 서발턴 참전 여성의 경험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알린다는 점에서 지극히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중
의 침묵화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4. 소결: 임동순과 이복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III장을 통해 살펴본 젠더 위계의 제도적·실제적 적용은 임동순과 이복순의 
구술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건들로 모습을 드러낸다. 임동순의 말하기가 
장교의 시선에서, 간부의 위치로 바라본 6.25 전쟁과 여군, 육군 전반에 대
한 나름의 분석과 평가, 소회를 포함하는 보다 큰 그림의 담화였다면 반면에 
이복순의 말하기는 사병의 시선에서, 훈련생이자 부하의 위치에서 경험한 
6.25 전쟁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전달하는 미시적이고 서사적인 담화였다. 이
들의 증언은 전쟁에 대해, 안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가 
그 자체로 젠더 위계의 산물임을 확인시켜준다. 지금까지 IV장에서 살펴본 
개인적 차원에서의 젠더 위계의 작동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증언은 전쟁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젠더 차별적 고정
관념에 균열을 낸다. 전통적 젠더 관념에서 흔히 여성은 전쟁 중에도 ‘일선’, 
‘전투’, ‘참전’ 같은 단어들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상상되지만 임동순과 이복순
의 경험은 여성도 ‘참전’하여 ‘일선’에 나가고 ‘전투’에 임하는 사례가 있었음
을 분명히 알려준다. 전쟁 시기에 전통적 젠더 관념에 의해 규정되는 ‘일선의 
남성-총후의 여성’ 구도는 이들 ‘전방의 여성’의 존재를 품지 못한다. 이러한 
부조화가 참전 여성에게는 모순적인 차별의 구조로 작동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참전 여성들은 그 구조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둘째, 이들의 증언은 전쟁과 군인들에 관한 공적 역사에서 생략되어버린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전한다.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
움, 전방 자원을 결심하고서도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들을 공적 역사는 기
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록은 ‘용맹하고 애국심 넘치는 영웅 전사’에 어울리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동순의 증언에서 여자의용군들은 무서워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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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며, 결국 또 ‘전사’다운 모습으로 씩씩하고 용
감하게 전방으로 떠나기도 한다. 이복순의 증언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뿐 아니
라 훈련소와 일선 부대에서의 소소한 일상, 즐거웠던 기억들이 함께 전해진
다. 
  셋째, 이들의 증언은 6.25 전쟁 시기 여군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
지를 전해준다. 전쟁의 시기에 여성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성 군인의 삶과
는 분명히 다른 지점들을 갖고 있었다. 참전 당시 여군들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특이하고 유별난, 예외적인 존재들로 비추어졌다. 남성, 그리
고 남성의 몸을 준거로 삼아 구성되는 ‘전장’과 ‘군인’의 이미지는 여성의 몸
을 바탕으로 한 여군들의 경험을 배제하였다. 전쟁 당시 많은 참전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월경 중단과 같이 여성 개인에게는 중대한 사실들이 전장에서의 
군인의 삶을 설명하는 데에 지금껏 한 번도 말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넷째, 이들의 증언은 참전 여군의 공로가 젠더 위계의 작동으로 인해 제도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왔음을 밝혀준다. 임동순이 증언하는 것
처럼 여군 장성이 배출되지 못했던 일은 참전 여성들의 공적을 축소하고 과
소평가하게 만든 차별적 인식의 작동 결과이다.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전역 
후 군 생활 경험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복순의 이야기 역시 여성의 참전 사
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성스럽지 않다, 억세다’ 하는 등의 
왜곡과 폄훼로 참전 여성을 부정했던 사회적 차별을 확인시켜준다.
  다섯째, 이들의 증언은 젠더 위계가 반영된 군대 내에서의 ‘여성의 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경리업무를 맡았던 임동순의 사례
와 인사행정 업무를 맡았던 이복순의 사례는 이들의 업무가 단지 ‘여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군 내부에서나 사회적 시각에서, 또한 공간사의 
시각에서 이것이 전투와는 무관한 일, 전쟁의 기여도가 낮은 일로 판단된 것
은 전통적 젠더 관념과 그에 기인한 성 역할 규정이 개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젠더 위계가 작동한 결과이며, 동시에 그러한 젠더 위
계를 비가시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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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들의 증언은 젠더 위계에 기반한 전투 중심적,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이들이 어떻게 수용 혹은 거부했는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임동순
은 간호장교와, 이복순은 다른 여군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자신을 차별화
하고 스스로의 ‘군인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부분적으로는 
전투 중심적-남성 중심적 사고를 수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성 군인에 대
한 간과나 비가시화, 불인정, 무시에 저항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각
자의 지위와 처한 상황에 따라 ‘군인됨’을 구성하는 요소를 달리 평가하였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 인식에 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규정을 
시도했다. 
  한편으로 이들의 증언은 버트랜드가 지적한 안보화 과정에서의 이중의 ‘침
묵-문제’가 6.25 참전 여군들의 기억과 경험에 대해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
었음을 보여준다. 전술한 전통적 젠더 관념과 그에 기인한 젠더 차별적 사고
방식은 하나의 ‘무력화 프레임’으로 작동하여 그동안 참전 여군의 경험과 기
억을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이복순의 경우에서처럼 여성의 군 경험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참전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
을 아예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곧 버트랜드가 지적한 
발화내적 무력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나아가 참전 여군의 이야기는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들의 역사를 조명
하고자 한 공간사와 언론에 의해서 ‘대리’ 안보화 되었다. 공간사는 ‘군인다
움’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삭제하거나, 군과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
각은 전달하지 않고 생략해버렸다. 또 위계적인 전쟁 이해에 근거해 어떤 일
들은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참전 여군의 경험을 차등화했
다. 언론 역시 전하고자 하는 일정한 프레임에 맞추어 참전 여군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전달하였다. 때로는 이들 참전 여군을 영웅화하고 신화화하기 위
해, 혹은 자신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각
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전통적인 전쟁 이해가 그 자체로 젠더화된 구성물이며, 
전쟁의 맥락과 젠더 위계가 상호구성적인 것임을 명백하게 해준다. 남성성과 
남성 주체의 구성을 위해 그 대립항이자 하나의 상징으로 위치 지워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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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모순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겪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총후
의 여성’이나 ‘보호받는 여성’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타자이기보다 주체로 
서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젠더 위계에 균열점들을 만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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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6.25 전쟁에는 여성도 참전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화하는 것이었다.
  1949년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의 육군 내에는 여성 군인이 존재했
으며, 전쟁이 시작되자 이들은 다시 군으로 돌아와 함께 전쟁에서 싸울 후배 
여군들을 모집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여자의용군 1기와 2기는 1950년 한 해 
2개기에 걸쳐 874명이 배출되었고, 이들 중 71명은 장교로 임관되었다. 이
들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행정, 경리, 통신, 정훈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는 의심과 비판(혹은 비난)을 받아가며 몇 번이고 존
폐의 위기에 처하고 계속해서 자기증명을 요구받았다. 젠더화된 관념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들, 즉 ‘보호가 필요한 여군’이라거나 ‘남성에 미치지 못
하는 여군’이라거나,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여군’이라는 생각들은 
전방의 여자의용군을 후방으로 배치시키고, 기존 인원의 대거 전역을 초래하
고, 여성 군인의 업무영역을 제약했으며, 이들을 초남성집단인 군 내에서도 
외따로 유리된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결국 이들의 역사, 이들의 경험, 이들의 전공(戰功)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
고, 지금에 와서는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 정규군인을 (특히 비간호 인력
은) 쉬이 상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은 그들이 여성
이기 때문에 전투 혹은 전쟁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버렸고, 또한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쟁에 끼친 
공로가 적은 것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전통적 젠더 관념이 여자의용군의 모집과 훈련, 운용 단계에서부터 
그들을 특정한 ‘표상’―비겁한 남성을 자성케 하고, 허영한 여성들을 반성케 
하는, 그 능력은 탁월하고 우수하면서도 (결국 남성의 몸에는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신체에 갇혀버린, 전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존재하되 남성의 대체 
역할이 끝나면 응당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그렇기에 여성 고유의 일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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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없는―에 한계 지운 결과였다. 

  두 번째 목표는 임동순과 이복순이 경험한 6.25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여자의용군 임동순과 이복순은 그러한 ‘표상’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
로는 순응하거나 혹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나
름대로 여군의 삶을 살아냈다. 둘은 아주 다른 이유로 군에 들어가, 각기 장
교와 사병으로서, 전방과 후방을 넘나들며, 6.25 전쟁의 다양한 장면들을 마
주하였다. 
  임동순은 어머니를 찾으러, 동시에 군인이 멋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현
실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군에 입대했다. 대학 재
학 중인 엘리트 여성으로서 그는 장관에 의해 ‘발탁’되어 입대 이후에도 일종
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국방부 장관실과 본부 경리국, 여군훈련소와 여군
과 등에서 여군 장교 간부로서의 삶을 오래 살았다. 후방의 안전지대에서 안
온한 생활만을 했을 것 같은 그에게도 강력했던 전방의 기억이나 비참함 그 
자체였던 수원 고개의 기억이 있고, 훈련소에서 자식처럼 키워 보낸 후배 여
군들이 이름도 없이 전장에서 스러진 아픔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증언에
서는 공간사가 기록하지 않고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군
의 부조리함,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문제들이 거리낌 없이 말해진다.
  이복순은 인민군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
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여자의용군 합격만으로도 마치 이기고 돌아온 장군
처럼 기뻐했던 그는 여자의용군훈련소에서의 짧았던 17일도 바로 며칠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전방에 배치된 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수
십 수백 번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던 일, 하얗게 눈 쌓인 벌판에서 기밀서
류 사수 명령을 받고 전사를 각오했던 일, 꼬리뼈와 척추 부상으로 앓아누운 
지경에도 맡은 업무를 해내고 사단장 특별휴가를 받은 일, 소속 군단의 전멸 
소식을 듣고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떼어놓고 부대로 복귀했던 일, 그리고 
군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 날짜가 잡히고 전역을 했던 그 순간까지도 그의 
생에서는 선명했다. 이복순의 말하기는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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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평범한 여자의용군 사병의 삶을 증언해주었다.
  1950년대 당시에 여성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통
적인 젠더 관념이 어떻게 이들의 업무를 부차적인 ‘여성의 일’로 바꾸었는지, 
그러한 가부장적-전투 중심적 사고방식의 한계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군인됨’을 증명하고자 했는지, 또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왔는
지, 이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묻지 않아서 침묵 당했고, 
말해도 곧이들리지 않아서 침묵 당해왔던 것뿐이었다.

  세 번째 목표는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읽고 들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
하는 것이었다.
  버트랜드가 지적한 서발턴의 안보화 문제를 다시금 상기해보면, 6.25 전쟁
에 참전한 여군들의 경험은 전쟁이라는 사건을 직접 (때로는 최전선에서) 겪
은 ‘안보의 수행’ 그 자체였음에도 ‘들리지 않아’ 왔다. 이들의 경험은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잊혀졌고, 공적 역사로부터도 배제되었으며, 다시 발견되기 
시작한 최근에도 선택적으로 들려지고 있다. 참전 여군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게끔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해오다가, 이제는 특정한 방
식의 말하기에 동참(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쟁과 안보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다양한 층위에서 침묵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회는 남성적인 시민-전사의 모습을 기준으로 이들을 남성에 미치지 못
하는 존재, 남성을 대체하는 존재로 보기도 했고, 총후의 여성과 일선의 남
성이라는 성 역할을 근거로 참전 여군을 양쪽을 결합하는 존재, 혹은 양쪽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비겁자와 허영자를 비판하는 근거로 보기도 했다. 이
들은 또한 자원한 희생이라는 영웅성이 부각되어 장렬하게 산화한 화랑도의 
‘꽃’으로 낭만화되기도 했고,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에 못지않은 능력과 용감
함, 애국심을 보여주기를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참전 여군들의 경험과 기억을 오롯이 그들이 말
하고자 하는 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무력화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레임들은 전통적인 젠더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동
시에 그에 드리워진 젠더 위계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 209 -

숨겨버림으로써 차별적 구조를 은폐했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제대로’ 듣
는 것은, 역으로 이러한 젠더 위계의 작동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되
어야만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대 내에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
하는 것이 어째서 무의미한지, 전투 중심의 전쟁 이해가 전쟁에 관해 얼마나 
많은 다른 영역들을 놓치고 있는지, 남성-시민-전사의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대리) 안보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서발턴의 재현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얼마간 시사한
다. 본 연구가 그러하듯 서발턴의 경험과 기억을 안보화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대리 안보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재현자는 다음의 사
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왜 서발턴인가”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프레
임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침묵 당했던 서발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앞선 ‘침묵’들을 밝
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서발턴의 경험들이 안보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해온 
까닭을 질문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안보개념에 훨씬 더 폭넓은 이해의 가능성
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로 재현자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거나 숨기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의 
재현-권력을 경계하며 대상화, 식민화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
히나 스스로에 대한 발화 능력, 재현과 해석의 권력을 갖지 못한 대상을 착
취하는 재현이 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것은 비단 안보화의 영
역에서뿐 아니라 모든 재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현의 윤리에 관한 것이기
도 하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전쟁’이라는 국제정치적 사건을, ‘참전’이라는 형태로 
경험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전쟁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의 시각과 안보화 이론의 ‘침묵-문제’에 대한 비
판을 적용하여 전쟁에 관한 여성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정치학, 혹은 
안보 연구에서 배제되어왔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6.25 전쟁에 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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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의미화와 역사화 과정에서 어떻게 젠더 위계가 작동해왔고 동시에 
숨겨져 왔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그림 V-1> 이론적 적용과 분석 결과

  또한 본 연구는 국가 대 국가, 혹은 국제사회의 층위와 같이 주로 상위정
치의 영역에 주목해온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거의 시도된 바 없는 구술사 방
법론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문서로부터 기록되는 역사, 국가·사회 
단위의 거시적 시각에서 작성되는 총체적 역사가 아닌 개별 여성의 언어와 
서사를 각각의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기록함으로써 안보 연구에 있어서 ‘개
인’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가 포괄하지 못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
고,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의 숫자가 한정적이어서 그만큼 여자의용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충분히 넓히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에 더 
다양한 형태의 참전 여성들을 포함하고, 더 많은 개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역사화하는 것, 그리고 본 연구로부터 발견되지 못한 여성의 참전 경험에서
의 젠더 위계 작동 양상을 추가로 밝혀내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이다. 
  이번에 전하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참전 여군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남아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연구자의 역량이 닿지 못
한 여자의용군 3기와 4기의 여성들, 해군과 공군의 참전 여군들, 각 군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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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교와 간호군무원들, 그리고 군번도 없이 참전한 수많은 여성과 여자 학
도의용군들 또한 역사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의 
증언이 기록되고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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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전쟁 전후 간호장교 훈련 및 임관 현황

연도 기수 입교일 임관일 인원 교육
기간

교육
기관 임관근거 비고

전쟁 
이전

간호 제1기 1948.08.26 31
임관 후 

교육 
3개월

미군 
836부대

통위부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특 

128호

간호 제2기 1948.12.25 1949.02.05 25 15일 제1의무단 국특 20호 
육특 15호

간호 제3기 1949.04.22 1949.05.24 20 40일 제1의무단 국특 36호

간호 제4기 1949.09.01 1949.10.05 14 1개월 육군군의학교 육특(갑) 
223호

간호 제5기 1949.11.20 1949.12.24 30 1개월 육군군의학교 국특(육) 
268호 　

신규 임관 120 전역 12 운영 인력 108

1950

간호후보 6기 1950.09.05 64 국특 55호 현지 임관
간호후보 7기 1950.09.19 7 국특 68호 현지 임관

간호후보 8기 1950.10.15 1950.11.01 35 15일 제1육군병원 국특 113호 경북 대구
1950.11.01 23 국특 109호 현지 임관

추가 현임* 1950.11.18 2 제1육군병원

간호후보 9기 1950.11.12 1950.11.24 80 12일 여자의용군
훈련소 국특 142호 서울 

일신초
신규 임관 211 전역 6 운영 인력 321

　
1951

간호후보 
10기 1951.02.06 1951.02.27 35 20일 여자의용군

훈련소 국특 50 부산 
경남상고

간호후보 
11기 1951.09.02 1951.10.02 11 1개월 여자의용군

훈련소 국특 158 경남 동래

신규 임관 46 전역 52 운영 인력 315
1952 신규 임관 - 전역 13 운영 인력 302

1953

간호사관 1기 1953.03.14 111** 국특 56
간호사관 2기 1952.05.12 1953.03.28 123 국특 104
간호사관 3기 1953.04.13 1953.10.03 90 국특 39

신규 임관 324 전역 28 운영 인력 598
총원 701 전쟁 이전 전역 12명, 

휴전 이후 임관 90명참전 인원 599
* 육군본부(2009). 44쪽 표 하단에 별도 기재된 인원을 산입함.
** 육군본부(2009). 52쪽 표에 임관 인원이 110명이며, 군번 111590이 결번이라고 기록되었으나, 최
상호(2012). 482쪽 이하의 참전자 명단에서 간호사관 제1기 총인원이 111명으로 확인되며 군번 
111590 해당자의 신원도 확인되므로 추가로 병적 기록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111명으로 수정함.

출처: 육군본부(1998). 『간호병과 50년사』, 육군본부; 육군본부(2009). 『대한민국 간호병과 60년사』. 
육군본부; 최상호(2012). 『6·25전쟁 여군 참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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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부산일보 모집 공고(1950. 9. 24. ~ 10. 15.)

1차: 1950. 9. 24. ~ 10. 9.
[광고란] 여자의용군모병 
육군본부에서 좌기요령으로써 여자의
용군을 모병함
一. 모병인원  OOO명
一.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

급중학졸 이상 학력을 
가진 18세 이상 30세 미
만의 미혼 여자로서 사
상이 확고하고 신체 건
강한 자

一. 제출서류
  1. 이력서 3통     2. 추천서 2통  
  3. 신원보증서 3통(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유지 及 관공무원)
  4. 사진 3매(상반신 탈모 명자형)
一. 접수기일  自 9월 25일 

至 10월 14일283) 15일간
一. 접수장소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징모

과 부산분실 부산 전□□ 
2층
대구―제1훈련소

一. 시험기일  10월 12일 8시부터
一. 시험장소  부산 부산여자의용군훈

련소(성남국민학교)
一. 휴대품    연필, 글지기, 칼
一. 합격자발표 10월 14일 각 시험장

소에서
一. 대우    소정의 기본훈련을 수료 후 

2차: 1950. 10. 11~15.
[광고란] 여자의용군모병 
육군본부에서 좌기요령으로써 여자의
용군을 모병함
一. 모병인원  OOO명
一.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

급중학교 졸업 이상 학
력을 가진 18세 이상 30
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
서 사상이 확고하고 신
체 건강한 자

一. 제출서류
  1. 이력서 3통     2. 추천서 2통
  3. 신원보증서 3통(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유지 及 관공무원)
  4. 사진 3매(상반신 탈모)
一. 접수기일  自 9월 25일 

至 10월 15일 20일간
一. 접수장소  부산 전□□ 2층
一. 시험기일  10월 17일
一. 시험장소  서울 육군본부
一. 휴대품    연필, 글지기, 칼
一. 합격자발표 10월 19일 육군본부
一. 대우    소정의 기본훈련을 수료 후 

행정, 경리, 의무 계통에 편입
시킴.

一. 기타    세부에 관한 사항은 훈련소
에 문의하시압.

一. 불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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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동아일보 모집 공고(1950. 10. 18.)

283) 접수 기간이 15일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험기일이 10월 12일, 합격자발표일이 
10월 15일인 것으로 보아 본래 접수 마감은 10월 9~10일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행정 及 □□ 계통에 편입시킴.
一. 기타    세부에 관한 사항은 육군본

부 고급부관실 징모과 부산분
실―대구제1훈련소에 문의하
시압.

一. 불채용자 
   1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못

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사상 및 소행이 불량한 자

육군본부

   1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못
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사상 및 소행이 불량한 자
一. 주의
   시험자는 16일 오전 8시까지 접수

소 전에 집합
육군본부

[광고란] 여자의용군 모병 연기
육군본부에서는 좌기 요령으로 여자의용군을 모병함
一. 모집인원 OOO명
一.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초급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여자로 사상이 확고하고 신체 
건강한 자

一. 제출서류 (1) 이력서 3통 (2) 추천서 2통 (3) 신원보증서 3통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유지 及 관공무원) (4) 사진 2매(상
반신 탈모 명함형)

一. 접수기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 (일주일간 연기)
一. 접수장소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징모과 여군훈련소(남산공립국민학교) 

대구 제1훈련소
一. 시험기일 10월 25일 9시
一. 시험장소 여군훈련소 (남산공립국민학교)
一. 합격자발표 10월 24일284) 12시 여자의용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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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조선일보 모집 공고(1950. 10. 26~27.)

284) 접수기일과 시험 일정상 발표일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됨

기타 세부에 관한 사항은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징모과 여자의용
군훈련소(남산공립국민학교) 대구제1훈련소로 문의하시압.

불채용자 (1)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못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사상 및 소행이 불량한 자

육군본부

[기사란] 여자의용군모집
여자의용군 훈련소에서는 제2차 여자의용군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모집하
고 있다.
▲ 자격 중등 (3년) 이상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
▲ 금년 10월 1일 현재로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 되는 자
▲ 11월 5일까지 지원할 사(事)

(조선일보, 1950. 10. 26.)

[광고란] 여자의용군모집 
여자의용군훈련소에서는 좌기요령에 의하야 제2차 여자의용군을 모집함.
기(記)
1. 자격
좌기 각항 해당자로서 사상 확고하고 신체 강건한 대한민국 여자
  가. 중등학교(삼년)를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나. 단기 4283년 10월 1일 현재로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
  다. 대한민국 여자로서 좌기 각항에 해당된 자
불채용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나. 사회에서 파면 또는 불명예 처분을 받은 자
  다. 사상 및 소행이 불량한 자
2. 제출서류
  가. 지원서 2통 나. 이력서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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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천서 2통 라. 신원보증서 2통
  마. 사진 3매
  바. 학교졸업증명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 혹은 인정서) 1통
3. 지원서 교부접수장소
  여자의용군훈련소 내 (서울 남산국민학교)
4. 지원서 접수 기일
  自 단기 4283년 10월 20일
  至 단기 4283년 11월 5일
5. 모집인원 OOO명
6. 선발고사
  가. 신체검사 及 구두시험 11월 9일(8시부터)
  나. 학과시험 11월 10일(8시부터)
7. 합격자발표
  단기 4283년 11월 12일 10시
8. 기타 상세한 것은 본 훈련소에 문의할 사

(조선일보, 1950. 10. 27.)



- 217 -

부록 3. 여자의용군 1~2기 전방 부대 배치 현황

부대 장교 사병

1군단
소위 209003
이춘자(李春子)

(제1기생)

하사 0995187 손차련(孫次連) (제1기생)
이병 0995665 이덕희(李德姬), 0995707 손헌자(孫憲子)

0995791 정남숙(丁男淑), 0995753 이정희(李丁熙)
0995772 강규희(姜奎熙), 0995747 손정호(孫貞浩)
0995688 최경자(崔京子), 0995777 이춘실(李春實)
(이상 제2기생)

2군단
소위 209004
김제옥(金濟玉)

(제1기생)

하사 0995309 박태품(朴太稟) (제1기생)
이병 0995608 김정숙(金貞淑), 0995788 정현자(丁賢子)

0995602 변정희(邊晶喜), 0995718 강순희(姜順熙)
0995758 박순희(朴順姬), 0995797 이석중(李錫仲)
0995783 안애자(安愛子), 0995811 권옥순(權玉順)
(이상 제2기생)

3군단
소위 209010
이인옥(李仁玉)

(제1기생)

이병 0995685 정도권(鄭道權), 0995494 김영희(金英熙)
0995524 이의숙(李義淑), 0995580 이형숙(李亨淑)
0995581 김영숙(金榮淑), 0995622 오예옥(吳禮玉)
0995529 진영자(陳英子), 0995818 김순임(金順任)
0995767 김현옥(金賢玉) (이상 제2기생)

1사단
소위 209005
최미대(崔美代)

(제1기생)

하사 0995053 한복련(韓福連) (제1기생)
이병 0995746 박화순(朴華順), 0995671 김춘자(金春子)

0995752 김용희(金容姬), 0995735 원복순(元福順)
0995646 이정수(李貞洙), 0995706 권영효(權永昊)
0995806 박순복(朴順福), 0995595 김정순(金貞順)
(이상 제2기생)

2사단
소위 209006
백은숙(白銀淑)

(제1기생)

하사 0995403 배영순(裵永順) (제1기생)
이병 0995790 조홍순(趙紅順), 0995629 전애경(田愛敬)

0995812 강정심(姜貞心), 0995601 변삼섭(卞三燮)
0995722 박기용(朴琪用), 0995841 김정숙(金貞淑)
0995512 김복순(金福順), 0995677 조옥선(趙玉仙)
(이상 제2기생)

3사단 소위 209007 하사 0995468 김화자(金花子) (제1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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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장교 사병

김다희(金茶姬)
(제1기생)

이병 0995544 박영희(朴玲姬), 0995623 장영금(張永錦)
0995634 김남순(金南順), 0995548 손순임(孫順任)
0995578 권이순(權伊順), 0995785 김종순(金鍾順)
0995657 우태숙(禹泰淑), 0995745 홍성례(洪性禮)
(이상 제2기생)

5사단
소위 209908
탁영실(卓永實)

(제1기생)

하사 0995097 박정범(朴貞範) (제1기생)
이병 0995776 이복길(李福吉), 0995577 김규희(金奎姬)

0995675 서옥희(徐玉姬), 0995727 장례옥(蔣禮玉)
0995603 하봉옥(河鳳玉), 0995567 안금순(安今順)
0995736 황정순(黃貞順), 0995766 서현숙(徐賢淑)
(이상 제2기생)

6사단
소위 209009
이희자(李姬子)

(제1기생)

이병 0995568 김응실(金應實), 0995618 남상해(南相海)
0995563 정태교(鄭泰嬌), 0995609 임상경(林相敬)
0995686 송연순(宋連順), 0995637 곽복순(郭福順)
0995661 김용혜(金瑢惠), 0995732 배명숙(裵明淑)
0995593 강옥석(姜玉錫) (이상 제2기생)

7사단
소위 209011
김혜경(金惠景)

(제2기생)

이병 0995501 김광임(金光任), 0995597 홍성복(洪性福)
0995687 양재분(梁在粉), 0995653 김종숙(金種淑)
0995552 배금분(裵今粉), 0995561 김용임(金容姙)
0995669 김진옥(金鎭玉), 0995642 한상덕(韓相德)
0995779 이옥화(李玉花) (이상 제2기생)

8사단
소위 209012
김계숙(金癸淑)

(제2기생)

이병 0995796 김연순(金連順), 0995588 안기혁(安奇赫)
0995714 이건정(李建貞), 0995690 김양진(金良鎭)
0995792 박윤옥(朴潤玉), 0995525 김영혜(金榮惠)
0995768 박정훈(朴貞勳), 0995708 전영숙(田榮淑)
0995694 김정숙(金貞淑) (이상 제2기생)

9사단
소위 209013
김순배(金順培)

(제2기생)

이병 0995704 김화순(金花順), 0995749 김윤화(金潤花)
0995716 이제인(李悌仁), 0995649 최금순(崔金順)
0995765 최정식(崔貞植), 0995691 이복순(李福順)
0995632 김계순(金癸順), 0995815 김영순(金永順)
0995780 이차순(李次順) (이상 제2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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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장교 사병

수도
사단

소위 209014
최환희(崔歡喜)

(제2기생)

이병 0995814 임봉녀(任鳳女), 0995562 이순건(李順鍵)
0995620 김인기(金仁起), 0995522 김영옥(金英玉)
0995558 이정옥(李貞玉), 0995576 김희주(金姬柱)
0995693 장정숙(張貞淑), 0995696 정정희(鄭貞姬)
0995730 김태옥(金泰玉) (이상 제2기생)

11
사단

소위 209015
조창휘(趙昌彙)

(제2기생)

이병 0995648 이애숙(李愛淑), 0995737 박옥선(朴玉善)
0995702 곽정순(郭貞順), 0995734 김순자(金順子)
0995763 임순례(壬順禮), 0995793 홍종필(洪鍾弼)
0995803 박길순(朴吉順), 0995748 서흥순(徐興順)
0995660 방명숙(方明淑) (이상 제2기생)

* 장교：육본 특별명령(갑) 제39호(1951. 1. 10)
* 사병：육본 특별명령(을) 제11호(1951. 1. 5)

출처: 최상호(2012).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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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955년 연령대별 및 성별 학력 수준

학력
전체 인구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불취학자 5,661,364 7,704,202 13,365,566 176,529 511,249 687,778 185,023 524,517 709,540 289,168 545,049 834,217

국교 졸업 1,898,408 1,415,480 3,313,888 313,035 331,177 644,212 276,770 222,301 499,071 244,782 134,587 379,369

중학 재학 464,097 154,079 618,176 21,117 2,385 23,502 - - - - - -

중학 졸업 553,038 181,605 734,643 122,377 55,217 177,594 95,957 36,556 132,513 90,326 21,167 111,493

고등 재학 238,484 55,062 293,546 43,302 4,667 47,969 7,341 1,019 8,360 - - -

고등 졸업 178,473 67,159 245,632 65,738 30,355 96,093 36,473 13,477 49,950 24,634 6,646 31,280

대학 재학 90,090 13,110 103,200 57,112 7,382 64,494 10,438 1,023 11,461 2,591 228 2,819

대학 졸업 106,236 16,019 122,255 8,933 3,825 12,758 23,241 4,991 28,232 27,516 2,754 30,270

계 10,752,973 10,749,413 21,502,386 808,143 946,257 1,754,400 635,243 803,884 1,439,127 679,017 710,431 1,389,448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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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veterans who had served during the Korean War have 
been alienated from official history, research subjects, and public 
attention for more than 70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indifference is due to the fact that those who 
paid their attention to war have neglected women's experiences, 
while those who key on women’s experiences have linked women 
to peace rather than to war or have portrayed women as victims 
of war.

In this stud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women’, especially on women 
veterans as they have been ‘forgotten’. The history and experiences 
of women veterans have been closely examined through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junction with securitization theory. 
Apprehending war from feminist perspectives has made it possible 
to elucidate the gender hierarchy in war and raise a questio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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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existing perception of war. Through the critique of 
securitization theory, it was made possible to understand why the 
experiences of female Korean War veterans were excluded from 
official history and discourses.

In order to reveal the history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to hear the experiences of them, this study 
reviewed various historical records and gathered the stories of two 
female soldiers via oral history methodology. As a result, it was 
able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 deeply rooted gender hierarchy 
acting upon women at both structural level and personal level.

First, at the structural level, the female soldiers were 
constantly under comparison with the male starting from 
recruitment to training and on duty. In this regard, they were 
merely appreciated as a substitute for male soldiers. In the binary 
opposition of ‘men who protect’ and ‘women who need 
protection’, they were treated as women as opposed to soldiers. 
The role of female soldiers was limited to ‘women’s work’ 
stereotyped by traditional gender roles. It was systematically 
compelled for female soldiers to become mothers rather than to 
continue their service in the military. Moreover, they were 
essentialized as a symbol of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and 
all-out national security, and otherized as an antithetical model to 
criticize ‘a cowardly man’ or ‘a vain woman’.

Next, at the personal level, the oral statements of two 
female soldiers, Im Dong-soon and Lee Bok-soon, revealed the 
cracks in gender-discriminatory stereotypes. They frankly conveyed 
humane stories and various emotions that were omitted in official 
history. Their testimony contained stories of what the life of a 
female soldier was like during the Korean War and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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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veterans whose accomplishments were not acknowledged 
neither institutionally nor socially. It was manifested by the two 
veterans that what was classified as 'women's work' in the military 
was itself a product of gender hierarchy, which in effect opened 
up a room for a different point of view to account for the 
'women's work'. What is more, their testimonies unveiled the 
contradictory gender structure and the independent attitudes of 
female soldiers against it.

During the Korean War, women veterans were generally 
not accepted as female ‘soldiers’ but as ‘female’ soldiers. They 
were faced with structural discriminations and contradictions due 
to male-centered warfare and security comprehension. They were 
otherized as an object to constitute masculinity and the position 
of male subjectivity. Likewise, gender hierarchy has silenced the 
experiences of female soldiers. Their experiences have been 
disregarded, underestimated, manipulated, or even fabricated in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It has been demonstrated by the experiences of female 
war veterans that the traditional way of understanding war and 
security is a consequence of gender hierarchy in action. 
Soldierliness and manhood are not assuredly correlated, however 
the correlation was reinforced with acceleration by war on the 
backdrop of the gender hierarchy that has been established over 
decades. Nevertheless, the experiences of female soldiers is a 
history of opposition and resistance to gender hierarchy. Despite 
the contradictory and discriminatory structures surrounding them, 
they did not merely comply with the circumstances, but showed 
proactive attitudes and autonomy.

In conclusion, the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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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and historicized the experiences of security actors who 
received little attention, especially the women Korean War 
veterans. It also has its implications in revealing the mechanism 
of gender hierarchy operations in warfares and military matters 
through the case of the Korean War, and in filling the missing 
gaps of the ‘total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focusing on 
individuals’ experiences and memories. Furtherm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ook notice of an overlooked subject of 
security, which was not addressed in the traditional security 
studies, through testimonies of women veterans and the history of 
women’s participation in war.

Keywords: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ization, 
Korean War, Female combatants, Oral history, Wa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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