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한 전쟁 영웅들은?

정부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 웨스트모랜드 주월 미군사령관
등 외국군 3명과 한국군 12명 등 모두 15명의 장병에게 태극무
공훈장을 수여했다.
그중 한국군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은 채명신·이세호주월 한국군
사령관, 파월을 위한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전사한 고(故) 강재구 소령
등 3명과 전투에서 수훈을 세운 9명의 장병에게 그 영예가 주어졌다. 그
외에도 표와 같이 2만1천여명의 장병들에게 을지·충무·화랑·인헌무
공훈장이 수여됐다.
베트남전쟁 관련 무공훈장 수여 현황

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21,839

12

160

891

7,639

13,137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중앙)·화랑(좌)·인헌(우)
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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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극무공훈장의 영웅들
전투에 직접 참가해 세운 공로로 맨 먼저 태극무
공훈장이 추서(追敍)된 장병은 제2해병여단 제3
대대 정보장교였던 고(故) 이인호 소령이었다. 그
는 뚜이호아에서 실시된 해풍작전(1966. 7. 22~8.
17) 당시 수색조를 직접 지휘해 동굴을 수색하던

중 베트공이 던진 수류탄을 안고 전사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하들을 구한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
인 장교였다.
해병대교육기지사령부(진해)에
건립된 故 이인호 소령 동상

두 번째의 태극무공훈장은 둑꼬전투(1966. 8.
9~10) 당시 제9중대 제2소대 선임하사관으로 부

상당한 소대장을 대리해 수훈을 세웠던 이종세 중
사에게 그 영예가 주어졌다.
세 번째의 태극무공훈장은 쭈라이 지역의 강구
전투(1967. 1. 31~2.3)에서 제2해병여단 제3중대
제3소대 위생하사관으로 참전했던 고(故) 지덕칠
중사에게 추서됐다. 그는 자신도 부상당했지만, 빗
발치는 탄우(彈雨) 속에서 다른 부상자를 구출했
故 지덕칠 중사 생전의 모습

으며, 전사한 분대장을 대리해 분대를 지휘해 소대
가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했다.
또한 적의 포위망을 탈출한 후에는 본인의 후송을 뒤로 미룬 채 위급
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후송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부상의 출혈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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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사하고 말았다. 그 같은 고(故) 지
덕칠 중사의 고귀한 희생은 고(故) 이
인호 대위에 이은 해병정신의 귀감이
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태극무공훈
장은 쭈라이 지역의 짜빈동전투(1967.
2. 14~15)에서 증강된 북베트남군 1

전사하기 전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송서규 중령

개연대를 격멸하는 수훈을 세웠던 제11중대장 정경진 대위와 제1소대
장 신원배 소위에게 그 영예가 주어졌다.
이어서 제9사단 제29연대 제2대대장으로 닌호아2호작전(1967. 11.
6~7) 당시 전사한 제6중대 제3소대장을 대리해 대대장 자신이 직접 소

대를 지휘해 전진하던 중 베트공의 사격으로 전사한 고(故) 송서규 대령
에게 여섯 번째의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일곱 번째의 태극무공훈장은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의 최대공세였던
뗏(Tet)공세(1968. 1. 30~2월 초) 당시 전사한 고(故) 최범섭 중령에게
추서됐다.
그는 베트남 남부 깐토(Can Tho)에 주둔하고
있던 남베트남군 제4군단에 파견된 태권도교관
단 지구대장이었다. 당시 깐토지역에는 주둔하
고 있는 한국군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로 파견
되어 깐토 일대에서 거주하는 교민들을 보호하
는 임무도 그가 수행하고 있었다.
뗏공세가 시작되자,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
민을 군단사령부로 피난시킨 그는 나머지 교민
故 최범섭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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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난시키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베
트공과 조우해 교전 중 전사했다.
여덟 번째의 태극무공훈장은 안케고
개 전투(1972. 4. 11~4. 26)에서 수도사
단 기갑연대 제2중대 제3소대장으로 북
베트남군의 벙커를 수류탄으로 공격하
다가 전사한 고(故) 임동춘 대위에게 추
서됐다.
보병학교(전남 장성)에 건립된
故 임동춘 대위 동상

아홉 번째의 훈장은 역시 안케고개 전
투에서 북베트남군의 거점이었던 638고
지에 선두로 진출했던 기갑연대 제4중

대 제3소대장 이무표 중위에게 그 영예가 주어졌다.
이상과 같은 태극무공훈장 수훈 장병을 제외하고도 용맹성을 발휘한
장병들이 많았다. 특히 을지무공훈장이 수여된 160여명 등 많은 장병들
이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미국 정부와 남베트남 정
부로부터 받은 훈장도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많은 장병들 역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묵묵히 소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생각해 봅시다!!
1. 여러분의 주변에서 전쟁영웅을 기리는 전적 기념물은 본적이 있나요?
2. 베트남에서 활약했던 전쟁영웅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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