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イ・スンファです。 

私は 2021年で、予備軍 7年目になります。そうです。私はまだ法律上では軍人です。 

今回は私が日本に来て何回も質問された韓国の軍について、2 回に分けて説明してい

きたいと思います。 

 

1. 韓国での軍のイメージとは 

 
↑ドラマ 「青い巨塔」(左), バラエティー番組「チンチャサナイ」(右) 

韓国で軍は見慣れない存在ではありません。20 代の男たちが集まった時に欠かせな

い話題であり、軍隊をテーマにした映画やドラマ、バラエティー番組も作られました。

極端に言うと、20 代の半分の人が軍の経験を持っ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

ん。 

男性の場合は本人が、女性の場合は兄や弟、それとも父が。もしくは親しい男の友達

や彼氏が。兄弟はおらず、諸事情により父も軍隊の経験がない、そして男の友達も、彼

※ Facebook でレポートに関す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ます 

 ので、ご協力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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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もいない場合には、好きなアイドルのメンバーや俳優が軍に入ります。 

 

2. 軍の概要 

4大義務の一つである、国防の義務として兵役の義務が明示されています。つまり韓

国は徴兵制で、18 歳以上の身体的・精神的問題がない男性は一般兵として入隊しない

といけません。 

韓国の国軍は陸軍、海軍、空軍で構成されていて、徴兵される際に、陸軍、海軍や空

軍に入りたい場合は志願します。そして職業として軍人になりたい時は軍の幹部として

志願することになります。女軍も存在しますが、幹部のみです。  

 
↑身体検査 

身体検査通知書が家に届いたら、決まった日に指定場所で身体検査を受けます。結果

が 3級以上の場合は入隊確定、4級は補充役、5級は戦時勤労、6級は免除、7級は再検

査対象です。 

補充役は軍人ではありますが、軍部隊では生活せず、自宅から通勤し、市役所や地下

鉄、気象庁のような官公署で勤務します。戦時勤労は戦争が勃発した時に軍に入ること

になります。 

服務期間は陸軍が 18 か月、海軍が 20 か月、空軍が 22 か月です。私が服務していた

時は陸軍基準 21か月でした。 高齢化・少子化による人口減少の対策として国防改革が

実施されていて、この改革の一環として徴兵対象の一般兵の減員と服務期間短縮、専門

人力の幹部の拡大、装備及び施設の自動化と最先端化が行われています。  

 

3. 免除と兵役忌避 

身体検査の結果が 6級だった場合には免除と説明しましたが、他にも免除される場合

があります。 

スポーツの国際大会でメダルを取ることです。規模によって条件が変わります。オリ

ンピックではメダルの種類を問わずに免除、アジア競技大会では必ず金メダルを取らな



いと免除されません。 

国際大会でいい成績を残した選手が兵役を免除される理由の根拠は国威宣揚です。国

家の威光を世界的に広く知らせるという意味です。最近この根拠が話題になり、イギリ

スのプレミアリーグで活躍しているソンフンミン選手や、世界中にファンを抱えている

アイドルも免除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が何回かありました。結局ソン選手は

2018 年アジア競技大会で優勝して免除されましたが、アイドルは現状維持になるそう

です。 

そして入隊したくなくてわざと太ったり、問題もない歯を抜いたり、外国の市民権を

取得する行為を兵役忌避と言います。 

 

後編に続く… 

 

 

 

 

 
・青い巨塔、TVデイリー 

http://mtvdaily.asiae.co.kr/article.php?aid=1373493722538478002#_enliple 

・チンチャサナイ、東亜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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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体検査、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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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제교류원 이승화입니다.  

저는 2021 년을 기준으로 예비군 7 년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법률상으로 군인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 와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한국의 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4. 한국에서의 군이란? 

 
↑드라마 푸른거탑(좌),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우) 

한국에서 군은 어쩌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존재입니다. 20 대 남자가 모였을 

때, 특히 할 얘기가 없을때 절대 빠지지 않는 소재이기도 하구요.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20 대의 약 절반 가량이 입대를 합니다. 본인이 가거나, 오빠나 남동생이 가거나, 

혹은 아버지가 군대에 다녀왔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친해진 친구가 군대에 

※ Facebook 에서 레포트와 관련된 앙케이트를 실시중입니다. 

협력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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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나, 자신이 남성도 아니고 형제도 없고 아버지가 군대를 안갔고 대학교에서 

친해진 남자가 없다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가 군대에 갑니다.  

 

5. 군의 개요 

법률에 명시된 4 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로서 병역의 의무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징병제이며, 만 18 세 이상의 남자이면서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이상 일반병으로서 입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병될 경우에는 육군이며, 해군이나 공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군의 간부가 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군도 존재하지만, 여군은 간부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에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가 3 급 이상인 경우 입대하게 되며, 4 급은 보충역, 5 급은 

전시근로, 6 급은 면제, 7 급은 재검사 대상이 됩니다. 보충역은 비록 군인이지만 군 

부대에서 생활하지 않으며, 시청이나 지하철, 기상청과 같은 관공서, 혹은 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출퇴근 근무를 합니다. 전시근로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은 육군이 18 개월, 해군이 20 개월, 공군이 22 개월 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2013 년 당시에는 육군이 21 개월이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방 개혁이 실시되어 있고, 이 개혁의 일환으로써 징병되는 

일반병 감원과 복무 기간 단축, 전문 인력인 군 간부의 확대, 장비 및 시설의 

자동화 및 최첨단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 면제와 병역 기피 

신체 검사 결과가 6 급인 경우에 면제가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건데요. 그 규모에 의해 조건이 달라지는데, 

올림픽의 경우에는 메달의 색과는 관계 없이 면제가 되며, 아시아 대회의 경우 

금메달을 따야만 군 면제가 됩니다.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남긴 선수가 면제 되는 이유의 근거는 국위 선양을 

했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나, 세계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는 

BTS 의 경우에도 면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2018 년에 아시안 컵에서 금메달을 따서 군 면제를 받았지만, BTS 는 

아마 입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대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살을 많이 찌운다거나, 멀쩡한 이를 

뽑는다거나,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병역 기피라고 합니다.  

 

후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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