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시「밴플리트 상」수여 건의
⇨ 所管 : NSC사무처
지시사항 :

1. 개요

o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대통령님의 금년 9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참석 계기에「밴플리트 상」을 직접 수여 해 주실 것을 건의(7.1)
- 올해「밴플리트 상」수상자로는 부시 전 대통령을 고려
※「밴플리트 상」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매년 연례만찬 계기에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
※ 그레그 회장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동 상을 수여한
바 있고, 수상 대상자로 클린턴 전 대통령도 검토하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인사
인 클린턴 전 대통령보다는 부시 전대통령이 더 적절한 인사로 판단된다고 언급

2. 검토 의견

o 미국내 한반도 문제 이해 제고를 위한 그레그 회장 및 코리아소사이어
티의 공헌과 역할을 감안, 동 행사 관련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바람직
- 그레그 회장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 홍보해온
대표적인 미국 친한 인사
※ 그레그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9월 UN 60주년 기념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코리아소사
이어티 연례만찬에 참석, 연설하여 주실 것을 기 초청(금년 3월)한 바, 동 행사를 9월
순방 일정에 포함, 추진 중

o 코리아소사이어티측에서「밴플리트 상」을 이번에 전직 미 대통령(부시
전 대통령)에게 수여코자 함을 감안, 대통령님의 직접 수여를 건의
- 수상 대상자의 비중과 전례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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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플리트 상」 (Van Fleet Award) 개요
□ 성격
o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사(한국인 또는 미국인)를
선정, 매년 연례 만찬시 수상
□ 연혁
o 51-52년간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1892-1992)의 이름을
따 92년부터 수상
※ 제임스 알워드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등
에서의 공로로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미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받은 인물로서,
특히 한국전에서는 51년3월 미8군사령관으로 임명받아 연합군의 북진시점
부터 정전때까지 미군을 지휘, 이후 우리나라에서 보병․포병 등의 훈련과정과
사관학교를 최초로 창설하는데 기여(57년에는 현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모태가
되는 비영리 한‧미교류 관계 단체 설립)

□ 역대수상자
o 92년 : 에이버리 맥코넬 대위(밴플리트 장군의 손녀)
※ 93-94년 : 수상자 없음
o 95년 : 김철수 WTO 사무차장

o 96년 : 제임스 레이니 주한대사
o 97 년 : 구평회 무역협회장
o 98년 : 최종현 SK회장 및 김종훈 Lucent Technology사장(공동수상)
o 99년 :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o 00년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o 01년 : 김경원 전 주미대사
o 02년 : 호라스 언더우드 연세대 교수
o 03년 : 레이몬 데이비스 미 예비역 해병대장
o 04년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개요
□ 설립목적
o 한‧미간 정치‧경제분야 교류 촉진, 문화‧예술‧교육‧정보 교류사업 전개,
한‧미 양국 국민간의 유대관계 및 이해증진(62년 설립)
□ 조직
o 회장 및 상근직원(15명), 이사회(미국 경제계, 뉴욕 주재 한인 지상사 인사
등 32명), 자문위(한‧미 정‧재‧학계 인사 28명)로 구성
□ 연간예산
o 180-210만불(이중 우리 정부측 지원금이 약 40%)
o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60만불 지원, 특히 04-08년간은 총 400
만불(년 80만불)을 지원키로 협정서 체결
o 이외에 미 사립 재단(Starr Foundation 등), 삼성, Posco 등 우리 기업
들로부터의 기여금 및 기타 행사 개최시 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 확보
□ 주요 활동
o 한반도 문제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 수시 개최
- 우리 정계, 재계, 학계 고위인사 방미시 오‧만찬 연설회 등 주선
o 한국어 강좌 실시(미국 초중고 교사에 대한 한국 관련 강의 등)
- 고등학교 졸업반 교사 대상 한국 초청 펠로우쉽 프로그램
o 한국인 입양아 모국 초청,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간의 대화모임 개최
o 정기간행물(Korea Society Quarterly, Annual Report) 발간
o 대북 지원사업 측면 지원(시라큐스대와 김책 공대간 협력사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