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Choice 
[명] 1.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음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려면 포기 역시 과감해야 한다. 

선택은 포기다. 

  콩코드, 역사상 최악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동과 서의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달에 닿기 위해 노력하던 
그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음속 여행기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20
만 명이 참여하여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객기 콩코드 
개발했다. 차 6천 대의 추진력, 탄환보다 10% 빠른 마하 2.2의 
속도를 자랑하는 이 공상과학과도 같은 도전의 성공 이후, 세
계의 주요 항공사가 모두 콩코드를 원했다. 
 
  하지만 마일 당 두 배나 드는 원료 비용, 일반 항공기 3분의 1
에도 못 미치는 좌석 수, 음속 폭음으로 인한 세계적 반발, 무
엇보다 초기 예산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개발비로 ‘미래의 
여객기’ 콩코드는 프랑스와 영국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이제 정부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포기 뿐! 그러나 쏟아 
부은 돈과 노력, 시간이 아까워 쉽게 포기하지 못했는데…  
  2003년 영국과 프랑스는 만성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콩
코드 상업 노선 출항 27년 만에 운항 중단을 결정한다. 콩코드
는 항공 역사상 최고의 꿈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화를 바탕으로 ‘이전에 투자한 것이 아깝거나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더욱 깊이 개입해 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콩코드 오류 concorde fallacy’라 한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전세를 뒤집는 최고의 선택 
 
  6.25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백척간두의 위기. UN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
더는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으로 상륙작전의 후보지 두 
곳 ‘인천’과 ‘군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천은 서울로 접근
해 수도를 탈환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였고, 군산은 지형조
건이 좋고 낙동강 방어선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수도 탈환과 낙동강 방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맥아더의 결
정은 ‘군산 포기, 인천 선택’!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작전 암
호명 크로마이트 (Operation Chromite), 인천상륙작전이 추진
됐다.  
 
  적의 배후를 불의에 공격한 크나큰 성과! 그의 과감한 포기, 
그리고 과감한 선택은 서울을 수복하고 한국 전쟁 전반의 전
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