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분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를 추모함
(LT. William Hamilton Shaw, who loved Korea more than a Korean)

[편집자는 지난 9월 22일 11시부터 거행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67주년 추모식에 참
석해서 쇼 대위의 한국 사랑과 그 희생에 감격하여 이 글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필자의 양
해를 얻어 여기에 싣습니다. 쇼 대위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가 장렬하게 산화
하였습니다. 이날 의식은 해군협회 장정길 회장(전23대 해군참모총장)이 총괄했고, 주한미
해군부사령관 Capt. Lorette와 군종참모의 참석 하에, 쇼 대위의 동상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화환 앞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한 노재동 전구청장과 최종식 해군동지회 회장의 추모사에 이
어 시인 노철동 목사의 헌시낭독, 윤희중 박사의 소감 및 고인의 유족 현황보고가 있었습니
다. 한국해병군악대의 브라스밴드 협주가 울려 퍼지고, 해군․해병대 전역장병들과 현역병들
의 도열, 고인의 뜻을 기리는 목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 200여명이
동상 앞에 헌화함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성경말씀사-

윤 희 중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중국 공산당이 국공(國共) 내전에
서 승리를 거두면서 장제스 정권을 타이완 섬으로 몰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국공산당이 장제스 정부를 몰아내고 중국통일을 이루는 것
을 본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도 조선을 적화통일 할 수 있게
후원해 달라고 스탈린에게 48번이나 간청하여 스탈린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다. 김일성은,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 소련제 T-34/85 탱크 252대 야크 전투기와
IL폭격기 200대를 앞세워 대한민국 전 방위 전선을 넘어 노도
와 같이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3개월이면 적화통일을 이루
겠다는 야욕으로 저지른 무모한 전쟁은 UN이 북괴를 침략자
로 규정하고 UN 22개국 회원국이 병력을 파견하고 중공군이
전쟁에 가담하게 됨으로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진전을 보지 못한 중공
과 UN군이 더 이상의 전쟁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과 북한군이 휴전협정에 조인한다.

만 3년1개월 27일간 계속된 전쟁으로 양측은 38선을 3

번이나 넘나들고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 국토를 초토화 시켰
으며 남. 북한 젊은이를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서 불러온 젊은이들 844,026명이 전사했으
며 민간인들도 2,490,968명이 전쟁 중에 사망하고 학살당하고 납치되고 1000만 이산가족이
생겼다. 우리는 전 세계 211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한 분단국 국민이다.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ow)는 1922년 6월 5일에 평양에서 선교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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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Earl Shaw(徐煒廉 一世)와 어머니 아델린(Adeline)의 첫아들로 태어났다. 쇼 선교사
부부는 1921년 9월29일, 16개월 된 딸 메리제인(Mary Jane)을 데리고 평양에 처음 도착했다.
조선에서의 첫 부임지는 평양광성학교였다. 빌은 건강하고 다부지게 자랐고 5살 때부터 대동
강에서 수영과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열다섯 살 때에는 서해안 소래에서 무의도 까지 네
시간 반을 수영해서 건너갔다. 스무 살에는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수영팀장 이었다. 공부할
때에도, 수영을 할 때에도 스케이팅을 할 때에도 적극적이며 열성적이었다. 선생님들이 주문
하는 바를 다 해내었던 젊은이였으며 부모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이었다. 17세
에 평양외국인 학교를 졸업, 1939년 9월에 귀국, 오하이오 웨슬리안(Wesleyan)대학에 입학한
다.
1943년에 빌은 웨슬리안 대학을 파이베타캅파 우등으로 졸업하고 동창생인 주아니타 로빈슨
(Juanita Robinson)과 결혼한다. 2차 대전 전운이 짙어지자 빌은 해군 V-7 코스를 마치고
1943.1.15. 미 해군소위로 임관한다. 1944.1.15. 쇼 소위는 영국해협 작전지역으로 출동명령
을 받고, PT518소함정 부함장으로서 함정을 직접 조정한다. PT518은 해상, 해저, 비행기공격
이 가능한 전천후 공격용 함정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제2차 대전의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되는 D+18일,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우어 장군과 클라크 대장을 비롯
한 VIP들이 PT518함정으로 옮겨 타고 쇼 소위는 PT518함정을 조정하여 그들을 상륙시키는
임무를 완수 한다. 미 육군에서는 그 당시의 사진을 아이젠하우어 장군이 직접 자필서명해서
PT518함 장병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는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PT518 함정의 활약
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말해준다. 결국 독일은 1945년 5월7일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여 태평양전쟁도 끝난다. 1946년 9월
1일 빌 쇼는 4여년의 해군생활을 마치고 미 해군중위로 제대한다.

그림 2. 1944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아이젠하우어 연합군
사령간관, 커크제독독등 VIP를 Shaw 소위가 PT518소함정을 직접조
종하여 상륙시킨다.

빌 쇼는 미 군정청의 요청으로 한국해안경비대사관학교(해사 전신)의 항해술과 함정운용술 민
간인 교관으로 임명된다. 1947년에 입교한 해사2기생들은 빌 쇼의 함정운용술(SEAMANSHIP)
첫 강의에 긴장 속에서 새 교관을 기다린다. 헌칠한 키에 벽안의 좀 장난기서린 빌 쇼가 강단
에 올라와

“내 이름은 서위렴입네다!” 너무나 또렷한 조선 말씨에 생도들 모두가 깜작 놀

- 2 -

란다. 돌아서서 흑판에 백묵으로 ‘徐煒廉’이라 쓰니 생도들은 또 한 번 놀란다.
“내 조선말은 핑양 사투리입네다. 우리 아버지가 핑양에서 목사를 하셨고 나는 핑양에서
태어나서 17세까지 그곳에서 살았기에 사투리를 쓰니까 여러분, 양해하시라요.”
라고 평양 사투리를 구사하던 추억을 해사2기생 이동극 선생이 들려준 이야기다. 빌 쇼는 유
창한 한국말,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타고난 유머감각과 풍부한 해군경험으로 생도들에게 가
장 인기가 있었으며, 해사 2,3기생 전우들은 지금도 빌 쇼 교관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ECA근무를 마치고 1950년 2월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한다. 한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메사추세스 이스트 브렌트리(East Braintree) 감리교회의 학생 목사로 임명
되어 6월1일 목사관으로 이사하여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처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뉴스를 단파방송으로 듣는
다. 그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부모님이 현재 한국에 선교사로 계시고 바
로 어제 까지 해사 생도들을 가르치다 왔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다. 한국
말을 나보다 잘 할 수 있는 미군도 없다. 주아니타와 함께 고심하다가 결국 군에 복귀하기로
결심을 하고 먼저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
‘아버님 어머님! 주아니타와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어려울 때 돕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다음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와싱턴에가서 알아봤더니 해군에서는 저를 정보장교로 바
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으로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떠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 같은 결심을 용서해주십시
오.’
쇼 선교사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후에 “과연 내 아들이다!” 라 한다. 쇼 선교사 역시
6.25 전쟁이 나자 바로 군복을 입고 미 육군 군목으로 복귀하여 북한 동포들의 흥남철수를 돕
고 한국군에 군목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선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父傳子傳)이다.
한국전쟁 참전희생자 빈센트 힐리(Vincent Healy, 호주) 병장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이라도 만
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모친은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며 남은 9남매를 키우면
서도 틈틈이 저축을 했다. 드디어 10년 만인 1961년 5월 한국으로 가는 크루즈선(船)을 타고
2주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 유엔묘지에 묻혀 있는 아들을 만났다. 그녀는
“아들과 영혼의 재회(spiritual reunion)를 이루었다!”
며 외친다. 묘역에서 가져온 흙과 돌을 죽을 때까지(1971년 작고)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녔
다. UN 묘지에 잠들어 있는 전사자들 모두가 그들 어머니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
이다. 그 아내, 그 자식들은 지금도 아픔의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적화통일 이념을 앞세워 김씨세습왕조 건설목적으로 같은 민족 같은 형제를 향해 총부리를 겨
누고 저질러진 이 무모한 전쟁이 아니었다면 84만 4천명의 젊은이가 이 땅에서 숨질 필요가
없었다. 200만 형제의 부모들이 피 눈물을 흘리지 안 해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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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쇼는 1950년 7월 12일 미 해군대위로 현역복귀명령을 받는다. 미 국방성은 한국어에 능통
하고 한국해안지리에 밝은 쇼 대위를 미 극동사령부 맥아더 장군 직속 해군정보장교로 임명한
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서해안으로 진행하는 매킨리(Mount Mckinley)함상에서 그는 맥아더 장
군 곁에서 한국해안 상황을 물으면 대답하고, 한국해군지휘부와 연락할 때는 통역을 하면서
장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다 한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쇼 대
위는 미 해병 제1사단 5연대 3대대 정보장교로 수색조를 인솔하고 서울로 진격한다. 진격하는
도중 미 해병들이 민간인을 북괴군으로 잘 못 알고 사살하려는 것을 쇼 대위가 평양말씨로 물
어보아서 북괴군인가 서울시민인가 가려냄으로서 미 해병들에게 총살당할 번한 시민들 수십
명을 구해낸다. 그는 ‘내가 여기에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며 항상 최전방 수색조와 함
께 전진한다. 한강을 도하하여 수색조가 서울 서북방향으로 진격하여 녹번리쪽으로 진행할 때
백련산 기슭에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잠복해 있던 북괴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최전방에서 전
진하던 해병 2명과 함께 1950년 9월 22일 정오에 백련산 냉정골 계곡, 바로 이 자리에서 적
의 집중사격으로 머리와 내장이 심하게 파열되어 과도한 출혈로 전사한다. 쇼 대위 전사 닷새
후, 1950년 9월 28일에 수도 서울은 탈환된다.
윌리엄 해밀턴 쇼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안했어도 되었지만, 한 교회의 사역자이었지만, 사랑
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지만, 외아들로서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국방의무를 진 한국국민
도 아니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15:13)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lay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를 위해 지체 없이 달려왔다. 주님의 계명을 목숨으로 지키고 그의 부
모와 함께 양화진 우리 곁에 잠들어 있다. 臨難毋苟免하고 見危授命하였다. 그는 이 민족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숨으로 증거한 이 시대의 진정한 成人이다. 주님도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 ”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 (Matthew 16:26)
고 하셨다. 그런데 그는 하나뿐인 그의 목숨을 우리 한국인을 위해 미련 없이 버렸다. 그는
우리 한국인 보다 오히려 한국을 더 사랑했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잠 들어 있다. 그런데 우
리 모두는 그 곁을 오늘도 무심히 지나고 있을 뿐이다.
붙임: 쇼 대위의 유족의 근황을 간단히 소개한다. Juanita여사는 남편이 해군에 복귀하자 생
후 6개월 된 스티븐과 6살인 윌리엄과 함께 Ohio주 친정 부모님 댁에 머물다가 부군의 전사
소식을 받는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다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나, 결연히 남편이 잠
든 한국 땅을 1956년 감리교 선교사자격으로 두 아들과 함께 다시 밟는다. 서울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1963년 안식년에 Case Western 대학에서 사회봉사석사학위(Master of
Social Work)를 취득,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세브란스병원에 의료사회복지과를 신설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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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미망인, 고아, 월남피난민, 외국인환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의료복지사업 도입에 앞장섰
다. 그 남편에 그 아내(夫唱婦隨)다.
장남 윌리엄(William Robinson Shaw)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버드대에서 ‘아시아 역사와 언
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한국책임자로 근무하면서 1982-83
서울대 교환교수를 겸직하였다. 1988년 미국방정보국(DIA, Defence Intelligence Agency)한
국책임자로서 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해 한국을 도왔다. 1993년 심장질환으로 일직 생을 마감한
다. 주아니타 여사에게는 또 한 번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차남 스티븐(Stephen Robinson
Shaw)은 서울외국인고등학교 졸업,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후 현재 오하이로 주 법원 부장
판사로 봉직하며 금년 초까지 모친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다.
윌리엄 얼 쇼(한국명 徐煒廉 一世1))선교사와 부인 아델린은 평양, 서울, 부산, 대전에서 41년
간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생 한국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1961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두 분 모두 1970년 10월, 1971년 5월 연이어 소천하시고
두 분의 유해는 양화진 쇼가족 묘역에 아들 곁에 안장되었다. 쇼 가족 모두는 어디에 있던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돕는 일에 앞장섰으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지금은 우리 곁에 모두 잠들어 있다.
나는 마침 작년 “2016 Wolfram Conference”에 참가했다가 10월 22일 Lima의 Otterbein에
서 요양 중인 주아니타 여사를 방문했었다. 여사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며 서울에서의
추억담도 생생하게 들려주셨다. 손수 서명한 책 두 권2)과 그분의 고향 Marblehead의 목판사
진을 선물로 주시었다. 나는 Lima 여행3)을 정리하던 중, 주아니타 여사가 2월 2일 새벽에 주
님의 부름을 받고 향년 95세로 소천 하셨다는 소식을 아들 스티븐 판사로부터 듣고 큰 충격
을 받았다. 나 혼자서라도 찾아가 인사드리고 온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는 우리민족으로 인하여 한 평생 忍苦의 삶을 살아오신 주아니타 여사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난 7월 13일 친구들 몇몇이 양화진 Shaw 가족묘원에 헌화하고 Shaw 가족 모두에게 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우리는 Shaw 가
족 모두에게 더 큰사랑(Greater love)의 빚 진 채로 살아가야 한다.
(註.

필자:

목원대학교

테크노과학대

종신명예교수,

KISTI전문연구위원,

Member

of

American Physical Society[APS])
‘알림’
가)

이글은 “성경말씀” 제81호(2017,10-12)에 게재된 내용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사진을 동봉했었으나 “성경말씀”사의 편집규정상 사진을 게재 할 수 없
어 삭제되었다. 여기서는 참고 될 사진들을 첨부했다. 좀 더 자세한 쇼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의 사이트3)를 참고하시기 바람. -필자-

1)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徐煒廉二世라 불림. (평화공원의 전사기념비에도 ‘美海軍大尉 徐煒廉二世
戰死紀念碑’ 로 되어있음)
2) 1. Allan R. Millett, Their war for Korea, (Brassey’s Inc, Dulles, Virginia 2002).
2. 윤희중, ‘한국인 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윌리엄 해밀턴 쇼’, 이화, 2010.
3) http://home.mokwon.ac.kr/~heejy/Lima20172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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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s appending ----

<그림 1>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1946)

<그림 2> 쇼가족과 함께: 주아니타 여사와
스티븐 쇼와 부인 코르테 Ohio Lima Otterbein에서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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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uanita R.Shaw

<그림 4> 윌리엄 해밀턴 쇼 교관과 한국해안경비대사관생도 1947.

at Jinhae 1947.

<그림 5>. Juanita 여사가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봉사과를 신설하고
이대학생들을 지도했다. 1963년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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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사추세스 East Braintree 지방신문이 윌리엄 해밀턴 쇼 목사가 한국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군에 재입대해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 1950.7.8.일 보도했다.

<그림 7> 해밀턴 쇼 가족은 메사추세스 East Braintree 감리교회
목사관에서 1950.6.25.일 단파방송을 듣고 북한군이 남침했음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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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D+18일에 연
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우어 대장과 커크제독등 VIP를 노르망
디 해안에 상륙시키기 위해 PT518함 부함장 윌리엄 해밀턴
쇼 소위가 직접 운전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후에 육군
에서는 그 사진에 아이젠하우어 장군이 친필서명까지 한 사
진을 PT518함 장병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림 9> 쇼 대위 둘째아드님 스테판 쇼 (오하이오 주
부장 판사)는 자신의 차량번호를 < PT 518 >로 등록하여 운
행하고 있었다. 필자가 2016.10.21. Lima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그의 법정 집무실, 그의 어머니가 요양하고 계시는
Otterbein 그리고 Fort Wayne 공항에 나를 데려다 줄 때 까
지 이틀동안 줄 곧 이 차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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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아니타 여사 소천소식을 듣고 한국인 친구들이 양화진 쇼 가족 묘원(F7-8,F-6)에 뫃여
주나니타 여사 추도예배를 드렸다. 추도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 김낙환 목사가
집전(2017.7.13.).

<그림 11> 추도회에 참석한 한국인 친구들,
양화진 쇼 가족 묘원(F7-8,F-6),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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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제67 주기 추모회 서울 평화공원( 2017.9.22 )

<그림13>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제67 주기 추모회를 마치고 서울 평화공원(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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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Juanita Memorial Service 2017.7.29. Memorial garden in Chautauqua Park Lakeside,Ohio.

<그림 15> Juanita Memorial Service 2017.7.29. Memorial garden in Chautauqua Park Lakeside,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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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Juanita Memorial Service 2017.7.29. Memorial garden in Chautauqua Park
Lakeside,Ohio. The photos we sent were exhibited at the memorial service.

<그림 17> Stephen R. Shaw at memorial service at the Lakeside-Chautau Ohio,on July 2 29, 2017.

<그림 18> Jaehong Yun with Stephen Shaw at the lighthouse in Lakeside, where Juanita had been lived
long time until she moved to Lima Otterbein community 2015. This is the her home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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