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한국전쟁 관련 美 의회 주요 역할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통과

○ 1950년 81대 美 의회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을 제
정해 한국전쟁 지원을 가능하게 함(1950. 9. 8 발표)
-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시장 및 산업을 통제하는 권한 부여

○ 한국전쟁에서 활용할 국방 인프라와 관료 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근거 조항으로
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국방동원부(Office

을 설립

of Defense Mobilization)

-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철강 산업과 광업 등 중공업 생산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전국적으로 전시 제조업 생산을 확산하도록 명령

美 국방물자생산법 주요 내용

1) 기업에 어떤 손실이 생길지라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국방의 이유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 대통령이 국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물품, 서비스와 시설을 적절히 안배하는 규제, 명령, 정
부기관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부족하거나 중요한 물품들이 국방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통령이 민간경제를 통제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4) 대통령이 재산을 징발하고, 물자에 대한 확대생산을 명령하고, 임금과 물가를 결정하고, 노사분쟁
을 즉각 조정하고, 소비자 및 부동산 신용을 통제하고, 원자재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70년 이후로 美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항목)

○ 트럼프 대통령

,

코로나19 국가적 대응 위해

년 3월 국방물자생산법 활용 발표

20

- 코로나19 물자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기타 필요한 물품
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1945년~1999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승인

○ 의회는 미국의 대외원조의 승인을 철저하게 통제 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에게 국
제개발협력 예산을 제공해주는 역할 수행
- 한국 경제 부흥을 도왔던 미국의 경제 원조 또한 의회의 승인으로 가능
- 일본 혹은 대만을 원조해주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 한국 원조 의회 승인

○ 미국의 원조 금액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5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한국이
공여 받은 전체 원조의 43%
- 1953년 국민소득에서 경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가까웠으며 전후 1960
년까지 4~5%의 성장을 이룬 것 또한 대부분 원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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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전우회 연방정부 승인

○ 08년 美 의회가 미국 내 '한국전쟁전우회(The War Veterans Association)'에 '연방
정부 승인(Federal Charter)'을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
- 04년 발의, 07년 9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08년 6월 17일 하원 본회의에서 구
두표결로 가결
- 연방정부 승인을 받으면, 연방정부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 Affairs)에 대표
를 보내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美 의회의 관련 위원회 활동에도 참석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

○ 美 의회의 한국전 참전 군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

-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는 당시 법안 채택을 축하하며 이번 법안은 미국
의 한국전 참전 군인들에게 정부의 끊임없는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성명 발표
- 법안을 발의한 밴 카딘 상원의원은 한국전은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묘사됐
다며 법안을 통해 한국전 참전 군인들이 잊혀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조국을 위
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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