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방어태세

국군은 군내 좌익세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미 군정청 군사국의 한국인 고문 이
응준이 국방경비대원 모집 대상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
하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 파벌이 형성될까봐 우려한 군정
당국은 그에 대해 향후 정보기구를 활용하겠다면서 반대했다. 그 결과
국방경비대의 각 연대별로 진행된 모병과정에서 좌익계열 군사단체에
서 활동하던 자들이 대거 입대하게 됐다. 게다가 미 군정청은‘불편부
당, 정치적 중립’
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국방경비대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단지 그들에게 국내 치안확보에 전력하라고만 당부
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초 미군정의 생각과 달리 국방경비대에 발을 들여 놓은 좌
익의 세포들은 여러 가지 군 위해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일찍부터 조선
노동당의 국방경비대 침투를 감시해왔던 미 군정청 방첩대는 1947년 9
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국방경비대 내의 좌파 공산주의자들
을 제거하기 위한 숙군을 계획했다. 미 군정청 방첩대는 사전에 각 지역
지부에 담당 국방경비대와 남로당과의 관계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국방
경비대 내 좌익성향의 세포 수를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숙군은 정부수립 직후 정부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여기에
다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은 숙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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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케 만든 계기가 됐다. 반란사건을 보고받은 이범석 국무총
리 겸 국방부장관은 10월 22일“이런 기회를 이용하거나 혹은 선동하는
분자에게 정부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면서 철저한 숙군의지를
밝혔다.
또 그 이틀 뒤, 이승만 대통령도 지하공작을 벌이고 있는 공산주의자
들이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을 단호하게 숙청하
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 역시 11월 하순 기자회
견을 열고“우선 사상이 불순한 장병의 국군은 물론, 물질적으로 좌우되
는 불순분자도 적발할 것”
이라면서 대대적인 숙군의지를 시사했다. 군
내 정화를 위한 숙군의 필요성은 당시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었던 국회
에서도 제기됐다.
그런 분위기에서 숙군은 먼저 육군부터 시작했다. 제14연대 반란사건
직후 육군조사반은 먼저 단기간에 약 1,000명을 조사해 남로당 계열의
세포공작원 150명을 적발해냈다. 그리하여 1949년 3월 초 1차 숙군 결

대대적인 숙군 결과
당시 전체 군 병력의
약 5%에 해당하는
4,700여명의
장병들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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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순사건에 직접 참가한 자들을 중심으로 장교 326명, 사병 1,170명
을 포함해 합계 1,496명을 숙청했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숙군작업은 1949년 7월에 일단 막을 내렸다. 숙
군 결과 이 시기까지 당시 군 병력의 약 5%에 해당하는 총 4,749명의
장병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 중 반란 주모자와 적극적인 활동자, 폭력,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좌익경력은 있으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정상을 참작해줬다. 그러한 방침 하에 진행된 재판에서
10% 정도가 사형 또는 유기징역에 처해졌으며, 나머지는 불명예제대
시키는 선에서 형이 면제됐다.
대대적인 숙군은 일단락됐지만, 그 후로도 소규모의 숙군은 계속됐다.
1949년 8월 한 달 동안 서울 주둔 육군부대에서는 장교 28명, 하사관
73명, 사병 62명 등 총 163명의 공산주의자를 체포했다. 그 다음달에도
육군 기갑연대에서 6명의 장교를 체포했다. 그리고 군은 다음 해 2월 중
순에 이르러 군내로 침투한 북한간첩망 검거에 나섰는데, 육군 58명, 공
군 12명, 해군 5명 등 75명이 간첩으로 보고 됐고, 그 중 육군 49명과 공
군 7명을 체포했다.
숙군의 결과 군내 좌익세력은 뿌리 뽑혔다. 만약 정부와 군이 이 시기
에 대대적인 숙군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6·25전쟁 시 전투를 제대로 수
행할 수 있었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숙군은 국군의 와해
를 예방한 대단히 의의 깊은 결단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1. 국군 지도부가 단행한 숙군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2. 숙군의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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