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외교사절단 대표 여러분, 

한국전참전기념사업회 및, 참전용사 여러분, 
대한민국 및 연합국 군 장성 및 관계자 여러분, 
프랑스 교민 여러분, 
 

1918 년 11 월 11 일 11 시, 유럽이 경험한 가장 잔혹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세계 1 차 
대전으로 유럽에서만 무려 1000 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95 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에서와 같이 지금 이곳 서울에서 무려 4 년간의 참혹함을 견뎠던 

모든 군인과 일반인, 국경을 초월하여 싸운 모든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자유와 평화라는 이념을 위해 희생되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유럽을 폐허로 만든 
세계 1 차대전의 가슴 아픈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해야 했습니다. 
 

베르당, 쉬망 데담, 그리고 다른 여러 전투지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장병들은 
자유수호라는 가치를 위해, 오늘날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장병들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들 용맹스런 장병들로부터 자유와 자부심이라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과거 총대를 겨누었던 국가들이 오늘날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존엄성, 자유,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1 차대전이 끝나고 100 여 년이 흐른 지금, 매년 11 월 11 일에는, 전투 중 전사한 
프랑스 젊은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여러 행사들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무려 8 500 명에 달하는 프랑스 군인들이 보편적 가치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안녕을 위해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 이름이 적힌 이곳 
전쟁기념관 명비 앞에서, 1950~53 년까지 유엔군 프랑스 대대 소속으로 이곳 한국에서 싸운 
3 000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의 희생도 추모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원하여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들 젊은이들은, 한국군 및 유엔군과 함께 한국에서 
싸웠으며, 이들 중 무려 269 명이 한국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선문 참전용사비를 찾아 참배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헌신, 고통, 피는 우리 양 국가를 이어주는 기틀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는 또 자리에 함께한 프랑스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 그들 조상들이 닦아온 길을 계속 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계 1 차 대전을 비롯한 모든 전쟁에 참전하여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