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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의 항명, 70년의 아픔
- 다시보는 여순사건과 한국현대사

-

한홍구 (성공회대ㆍ평화박물관)

1. 들어가는 말
어떤 사건이고 세월이 흐르면 50주년, 60주년, 70주년을 맞게 마련이지
만, 2018년에 맞이하는 여순사건 70주년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전환기였고 날마다 격변기였고 위기와 대란이 끊이지 않
았던 한국현대사였지만, 촛불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이 열
리는 2018년은 1945년 이후 공고하게 이 땅을 지배해온 분단체제가 해
체의 첫발을 뗀 해이기 때문이다. 1948년 제주에서 시작된 비극은 약 반
년 후 뭍으로 올라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딱 두 달쯤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도의 좌익폭동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에 대해 폭력적인 집단항명에 나선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36년, 내 나라 내 정부를 갖기를 그토록
원했었는데,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 3년 뒤에 좁은 땅덩어리에 정부가 두
개나 들어서버렸다. 반쪼가리 정부 대신 온전한 하나의 통일 정부를 원하
던 사람들의 저항을 반쪽 정부는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이 그
토록 몰아내려고 애썼던 일제 식민지 국가권력이 한 번도 행사해본 적이
없는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후라이판을 벗어났
더니 불 속이더란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다. 분단과 해방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었다. 해방된 나라에서 청산되어야 마땅한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국
가수호세력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엄청난 유혈사태를 불러왔던 것이다.
식민과 분단과 학살과 전쟁과 오랜 군사독재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은 국가폭력이 만물상이라 불릴 정도로 가지가지 국가폭력이 오
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갖가지 비극은 그 슬픔과 고통을 서로 비교
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된 수많은 사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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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순사건은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대구 10ㆍ1폭동’이 ‘10월 인민항
쟁’으로, ‘제주 4ㆍ3폭동’이 ‘제주 4ㆍ3사건’이나 ‘4ㆍ3항쟁’으로, ‘광주사
태’가 ‘5ㆍ18민주화 운동’이나 ‘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正名)’을 얻어갔
건만 여순사건만큼은 아직도 끔찍한 ‘반란’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
다. 1997년도부터 국사교과서에서 사건의 명칭을 ‘여수순천 10·19사건’으
로 쓰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국민 대다수에게는 ‘여순사건’보다 ‘여순반란’
이 더 익숙한 명칭이다.
올해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렀던 2008년 60주년의 경우, 부족한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
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지 못
하였다. 그 때문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33개 지역, 5개 유형
의 39개 개별보고서로 분산되어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조사결
과 보고서”를 한데 모아 <다시 쓰는 여순사건 보고서>(2012)을 간행하
였다.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 밖에도 여러 권의 자료집과 논문집을
출간했다. 개인 연구자들도 김득중(2009), 주철희(2013, 2017) 등이 박
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여순사건에 대한 단행본을 간행했고, 개별 논문도
여러 편이 나왔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은 제대로 이행된 것
이 거의 없고,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이 150건이 넘게 진행되었지만, 여순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한 경우는 3~4건에 불과한 형편이다. 지금 우리는 10년
전에 비해 여순사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여순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별로 변화하지 못하였
고, 여순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제주4ㆍ3사건이나 1980년 5ㆍ18민주화 운
동과 비교해볼 때, 진상규명의 정도나 국가의 사과와 책임인정 정도는 훨
씬 뒤떨어진 형편이다.
물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및 여순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지역만의 과
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절실하다. 우리 모두가 절
감하는 바와 같이 여순사건은 한번도의 남쪽에 극단적인 수구 반공분단체
제를 완성한 사건이었다. 이 분단체제의 기승했던 친일분단세력과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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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후예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되찾는 기나긴 민주화운동이라는 여정의
끝자락에 촛불은 서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순사건의 자리매김은 70
주년이라는 숫자상의 의미를 넘어서 냉전분단체제의 진정한 해체와 촛불
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오늘의 기조강연에서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
만, 2018년 한반도 변화의 의미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촛불의 의
미는 여순사건의 관심을 갖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원고에 포함
시켰다. 강연에서는 여순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인식이 왜곡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정희와 여순사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여순사
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한
국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계엄령 논란과 1980년 광주에서의 국군에 의
한 시민학살을 염두에 두면서,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던
항명군의 입장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2018년 변화의 의미 – 줄탁동시와 엇박자
한반도는 근 30년 전에 무너진 냉전체제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지
되고 있는 곳이다. 그 한반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단순히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외부
의 요인만이 아니라 남과 북 각각의 내부 요인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줄탁동시(啐啄同時), 안과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2017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는 남쪽에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떠
받쳐온 수구반공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 조금 더 추이를 보아
야 하겠지만 –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보수 세
력이 전열을 정비하겠지만, 새로운 보수세력은 과거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반북 반공에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과거 데탕트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 연방의 해체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도 아랑곳하
지 않고 분단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수구반공세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것이나, 이제 이들이 촛불로 한방, 남북정상회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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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상회담으로 또 한방을 맞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3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안과 밖의 힘이 합쳐 좋은 결
과를 가져오는 줄탁동시와는 정반대로 안과 밖의 힘이 서로 어긋나는 엇
박자의 연속이었다. 1987년 6월항쟁을 가져온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청년들에게
사회주의는 모순덩어리 한국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
는 만능열쇠로 여겨졌다. 극도의 검열과 사상통제 속에서 사회주의 문헌
을 접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한국에서 6월항쟁은 모든 금기를 깼고, 사회
주의 서적은 합법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고, 대학가에도 마르크스주의 경
제학 등 사회주의 관련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분단한국의 젊은이들
이 막 사회주의를 열린 광장에서 접하기 시작하자마자 베를린 장벽이 무
너지고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소련마저 해체되었
다.
두 번째 불운은 1994년에 찾아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개발
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클린턴 정부는 예방폭격이란 명목으로 전쟁을 준
비했다.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하여 최소 3백만의 사망자가 예상되던 전쟁
개시 며칠을 앞두고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
담을 가졌다.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언명에 카터는 클린턴에게 예방폭격 중지를 요청하면서 남
북정상회담을 주선했다. 전쟁을 향해 치닫던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여
1994년 7월 25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정상회
담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세상을 뜬 것
이다.
세 번째 엇박자로는 2000년 6ㆍ15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들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당연히 조미관계의 개선 노력을 가져왔다. 북의 조명
록 인민군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클린턴과 회담했고, 미국의 울브라
이트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이 움직임은 클린턴
의 평양 방문 예정 발표로 이어져, 종전선언과 조-미수교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 논란 끝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되었다. 부시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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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nything But Clinton)을 취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
집더니 2002년 1월 29일에 열린 연례 일반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
과 묶어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조-미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역시 얼어붙고 말았다. 부시의 재임 대부분의 기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는데, 두 분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을 갖
춘 인물이었지만, 미국 대통령 부시의 완강한 대북 태도에 막혀 2000년
6ㆍ15 정상회담과 2007년 10ㆍ4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체
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네 번째 엇박자로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 시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진보 성향의 오
바마 정권이 들어섰다. 오바마는 미국 국내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
을 보였고, 또 2000년 북한을 방문하려 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민
주개혁진영이 패배하여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2012년 말의 선거
에서도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미국이 보수 정권에서 진보적인 정권으로
바뀐 시기에 한국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미국이 적극적인 대북정
책을 취해도 남쪽의 보수 정권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과를 내기 어
려운 처지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
와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는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2016년 가을부터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
민들이 밝힌 촛불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침 한국에서 촛불이 한창 타
오르던 시기,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주의
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주요 언론은 민
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한국에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민주 정권이 9년 만에 들어섰는데, 미국
에서는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또다시 엇박자가 나는 듯싶었지
만 뜻밖에 트럼프는 그동안의 미국 정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독특한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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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무기에 그치지 않고 ICBM
을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
문이다. 핵무기와 ICBM을 손에 쥔 김정은의 북한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
크나 무아미르 알 카다피의 리비아와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줄탁동시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점은 촛불혁명(아직 혁명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성급할지 모르지만)의 결과, 한반도의 남쪽에서 분단 때
문에 탄생하고, 분단에 기생하고 분단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수구 냉
전 세력이 ‘일단’ 몰락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세력이 사라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몰아닥칠 근
본적인 변화를 저지할만한 힘을 발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수구
냉전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확실하게 거부당했고,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서 북한을 ‘악마화’하던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있는 한, 이들이 외부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아직 남쪽의 주민들이 통일문제
에 대하여 북쪽의 주민들만큼 절절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분단을 유지하고 고착화 시키며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
일을 제외한 그 어떤 통일도 위험시 해오던 분단 세력은 힘을 잃었다. 한
반도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힘은 현재 한반도 안에서도 밖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오랫동안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한 땅이었던 한반도에 과연 안팎에서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작용한 적
이 있었던가? 오랫동안 한국사를 공부해온 입장에서 안과 밖에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작용하고 있었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아래 왼쪽의 사진은 미군이 38선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적도
에서 북극까지 기후 등을 분석하기 위해 90등분해 그려놓은 가상의 선
중 38번째 선이 땅 위에 내려앉았다. 오른쪽 사진은 그 선을 표시하기 위
해 팻말을 세웠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팻말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
아이들이 전쟁 통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지금 팔십 가까운 나이가 되
었을 것이다. 아무도 38선이 이 아이들이 팔십이 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
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단은 이 아이들 뿐 아니라 이 아이들
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어디 그
뿐인가. 이 아이들의 자식들, 지금의 젊은 세대인 그 자식들의 자식들 세
대의 삶에까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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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뒤흔든
분단체제의 해체를 향한 첫 발을 떼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3-4년의
결정적인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 글을 읽을 한국인들의 남은 인생 뿐
아니라 그 자식들, 나아가 그 자식들의 자식들의 삶까지 바꿔놓을 중차대
한 변화이다. 역사에서 어느 한 순간이고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겠지
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오늘은 한반도의 근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를 띄고 있다.

3. 한국의 민주화와 촛불
2012년 12월 16일 일본의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승리했고, 사흘 뒤
인 12월 19일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만주국을 디자
인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만주국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다카키 마사
오(박정희)의 딸이 거의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다. 한
국의 어느 국회의원은 이를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시바타 료타로가 쓴 표
현인 ‘귀태(鬼胎)’라는 말을 빌려 지적했다가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
을 받고 곤욕을 치렀다. 귀태란 귀신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이로 태어나
서는 안 될 아이, 즉 일본군국주의와 중국봉건주의가 결합해 탄생한 만주
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어떻게 20세기 후반 세계 역사
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단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1930년대 만주국을 떠올
리게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부상한 것일까? 고개를 들어 북쪽을 보니
그곳은 1930년대 만주국을 상대로 싸운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김정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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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진행 중이었다. 남북한과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모두 만주국에 깊은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중
국을 보니 시진핑 또한 연안의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여 고난의 장정을 끝
낸 마오저동 일행을 맞이하여 중국혁명의 8대 원로로 꼽히는 시줭신(習
仲勳)의 아들이었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4국이 모두 2세
또는 3세 정치인들이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 것이다. 동아
시아에 드리운 전통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너무 자학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1789년 혁명 후의
프랑스는 단두대로 왕의 목을 뎅겅뎅겅 칠 정도로 과격한 과거청산을 통
해 앙샹레즘과 결별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의 이상을 전 유럽으로 확산
했다는 나폴레옹 자신이 황제가 되었고, 그를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린 뒤
30여년 만에 그 조카가 또 제위에 올라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이런 굴
곡이 없었다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같은 걸작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각각 전통의 무게를 받으며 각
각 산업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런데 동아시아 나라의 역사
적 경험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민주화의 경험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특별하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분단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한 일본제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 세력이 계속 한국사회를 지배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친일세력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청산에 실패했다는 명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렇게 이야
기해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지”고 주장한 애국세력이 친일파들
에게 거꾸로 청산당한 기막힌 역사가 실감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독
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빌붙은 세력
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나라는 딱 두 나라였다. 한국과 남베트남, 둘 다
분단국가였다. 그 중 남베트남 정권은 1975년 사라졌으니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던 자들이 오랜
동안 정권을 장악한 나라였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단이었다. 단순
화 시키면 친일세력이 분단세력이고 분단세력이 독재세력이었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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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이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전쟁과 학살의 아픔을 겪었다.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뒤 총성이 멎은 것은 1953년 7월, 그 전쟁의 폐허와 시궁창
속에서 채 만 7년이 지나지 않아 혁명이 일어났다. 1960년의 4월 혁명,
그것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시민혁명
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민주나 진보적인 물을 먹은 사람은 다
죽거나 북으로 갔는데, 혹여 살아남았다 해도 지극히 위축되어 입을 꾹
다물고 살았는데 누가 혁명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학생, 대학생은 시민들
의 봉기가 절정에 달한 4월 19일 전날에야 집단적으로 나왔으니, 4월혁
명은 중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정말 젊은 혁명이었다. 1960년대 당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라면 1940년 이후 출생이고, 1945년 해방 후에 학교에
들어갔다. 이들이 1945년 이후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지 않은 첫 세대
이고, 미국식 민주주의로 교육받은 첫 세대였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제 나라말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였다.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그 세대가 엄청난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런데 무려 60년 전에 이런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민혁명을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촛불혁명을 이룰 때
까지 왜 거의 두 세대나 걸려야 했던 것일까? 그 답을 누구에게서 구하는
것이 빠를까? 아마도 4ㆍ19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4
ㆍ19세대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2016~2017년 촛불이 한창 타오
를 때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주력군이 바로 4ㆍ19세대였다. 60년 전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피흘리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대가 60년이 지난
후 가장 수구적인 집단이 된 것이다. 지금 촛불의 미래도 복잡하지 않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30년 후, 50년 후 서 있는 자리가 한국민주주의
의 모습일 것이다.
박정희의 1961년 5ㆍ16쿠데타는 민주당 정권을 전복한 것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변혁의 기운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럼에도 학생과
노동자,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다시 10년 후 탱크를 몰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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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 1972년의 유신 친위쿠데타였다. 쿠데타 직후는 ‘겨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한국민중들의 저항은 다시 시작되
었다. 채 7년이 지나지 않아 폭발한 저항에 박정희는 미처 탱크를 몰고나
올 겨를도 없이 심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를 계속 이어가
려는 군사독재 정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격돌한 현장이었다.
항쟁 기간 3만 시민이 매일 도청앞 광장에 모였지만, 정작 전두환 신군부
의 진압이 시작될 때 도청에 남은 사람은 3백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집
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시민군 방송차량이 시가를 돌며 한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애절한 호소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총성을 들으며 5천년 한국사에
서 가장 긴 새벽을 보내야 했다. 그것이 낳은 것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었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끝까지 도청에 남아 맞이한 사람들은 다음
날 쓰레기차에 관이 포개어 실린 채 야산에 파묻혔다. 이들의 처절하지만
장엄한 패배는 광주라는 남서쪽의 아주 크지 않은 도시를 1980년대 민주
화운동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도로 만들었다. 80년대를 산 사람들은 누
구나 내가 그날밤 광주에 있었으면 “나는 총을 들었을까”라는 질문으로부
터 자유롭지 않았다.
꼭 7년 뒤인 1987년 6월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작년 2017년은 그 30주
년이었다. 나는 6월항쟁 30주년이란 인터뷰와 강연을 많이 요청받았는데,
6월항쟁을 한 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월달에 집에 간 사람들
이 6월에 다시 나와 싸운 것이라 답했다. 7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그것
은 한 호흡이었다. 1987년의 6월항쟁 당시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
는 “직선제로 민주쟁취”였다. 대통령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면 당
연히 민주세력이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궁지에 몰린 군사독
재정권은 시민들의 예측과는 달리 직선제를 수용했고, 김대중-김영삼의
분열로 1987년 12월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군사독재 측의 노태우 후
보가 당선되었다. 노태우는 1990년 초 민주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던 김
영삼을 끌어들여 전격적으로 보수대연합을 단행하여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본 뜬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민주자유당은 그 후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거쳐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끊임없이 이름을 바꾸었지만, 한
국사회를 지배해 온 보수정치세력으로 버티고 있다. 6월항쟁의 실패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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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정당을 낳은 것이다. 찬스를 놓치면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영광과 좌절을 되풀이했다. 한국민주주의가 더디게 전
진한 것은 잘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마련
한 좋은 기회를 번번이 놓쳤기 때문이다. 1987년만이 아니었다. 10년 뒤
인 1997년 한국은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뤄 김대중 정권을 출범시켰다.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이정권교체가 1987년 집권에 실패한 민주세력
이 리턴매치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
로 반토막났던 민주진영이 10년 후에 힘을 길러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교체가 온전히 새로이 회복된 민주진영의 힘으로 이뤄졌다
고 오해하면 안 된다. 우선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으니, 그 세력에
게 정권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이다. 또 김대중은 대통령병
환자란 비난을 무릅쓰고 5ㆍ16군사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과 손을 잡았
다. 이 두 가지는 무시할 수 없는 중대요인이지만, 또 하나, 보수진영의
분열로 제3후보인 이인제가 거의 대부분 보수진영에서 500만 표를 빼앗
아가지 않았다면 외환위기와 DJP연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큰 표 차로 승리했을 것이다.
6ㆍ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적지 않지만, 한 가지 중대
한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재별개혁 또는 재벌해체의 호기를 놓쳤다는 점
이다. 당시 재벌해체는 ‘종북좌경세력’이라 비난받는 급진 운동권의 주장
이 아니었다. 국제금융자본의 대리자인 IMF조차 재벌해체를 요구했고, 재
벌들도 지은 죄가 있어 잠깐이었지만 목을 내밀고 있던 형편이었다. 그러
나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치더니 재벌해체가 재벌규제로, 재벌규제가 다
시 재벌개혁으로, 재벌개혁은 재벌이 사라지고 경제개혁으로 바뀌더니 경
제개혁마저 경제민주화 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사라
지더니 노동개혁이 튀어나왔다. 시민들이 재벌개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재벌이 시민들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어렵게 만든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수구세력과 민주진영 내 반노무현 세력이 연합
하여 취임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자 시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
통령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자르냐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마침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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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달밖에 안 남았었고, 촛불의 열기 속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
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단독과반수를 확보했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 10석의 의석을 획득하여 일약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민주진영
은 대통령을 살려냈고, 의회도 지배하게 되는 등 선출되는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출신들이 약진하여, 대통령, 국정원장, 법무장관, 여당 원내대표가 모
두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고, 의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온 의원이 수십 명이 포진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실패하여 국가보안
법 하나를 폐지하지 못하였다. 역사는 복잡하지 않다. 기회를 놓치면 꼭
위기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 좋은 기회를 2004년에 날린 후 민주진영
은 딱 3년 뒤인 2007년 정권을 보수진영에 내주었고, 5년 뒤인 2009년
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고, 7-8년 뒤인 2010년대 초반에는 젊은이들
이 자기가 태어난 땅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헬조선 흙수저’로 비하하
기 시작했고, 꼭 10년 뒤에는 2004년에 폐지시키지 못한 바로 그 국가보
안법으로 2004년에 처음 원내에 진출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했다.
앞서와 같이 2016-2017년의 찬스를 허무하게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데에는 아마도 세월호의 비극이 크게 작용했다 할 것이다. 세계
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훈련이 잘된 특수
부대를 가장 대규모로 갖고 있다는 나라에서 유리창 한 장 깨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한 채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되는 광경
을 시민들은 고통스럽게 지켜봐야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위기 상황
에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도처에서 튀어나
왔다. 그 분노를 숙성시키기 2년 여,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비로소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를 알게 되었고, 무능하
고 파렴치한 수구세력에게 넘어가있던 권력을 되찾아 온 것이다.

4. 박정희와 여순사건
박정희의 육사 동기로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과장을 지낸 김안일이란 사
람이 있다. 그는 숙군수사를 주도하면서 박정희를 직접 조사했고,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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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려주는 데에서도 김창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이다. 김창
룡과 그는 수사관들이 공산주의 혐의자를 잡으러 갈 때 박정희를 앞세우
고 가면 박정희가 동료를 팔아먹었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정희는 다시는 공산주의자들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상급자들을 설득했다. 김안일은 “자기 조직을 털어
놓은 공산주의자는 거세된 환 관과 같아 풀어주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판
단”했다고 회고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군사법정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사범이자 헌법파괴자였다. 여순반란 사건 관련자들이 수십 명 씩 무
더기로 총살당하던 시절이니, 남로당이 대한민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급 프락치로 지목받은 박정희 급이었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
다. 백선엽이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는 “숙군과정에서 중
형이 선고된 군인 중 구명된 유일한 케이스”였다. 사실 무기징역부터가
살려주기로 하고 내린 판결이었다. 군법회의의 판결은 관할관(고등군법회
의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이 이른바 ‘관할관 확인’ 과정을 거쳐 형을 감경
하거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었다. 단심제인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파면, 급료몰수” 형을 받은 박정희는 심사장관과 관할관의 확인과정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고 다시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거세된 환관’ 신세였던 박정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민간인 문관으로 있던 박정희가
전쟁이 터지자 장교로 복직된 것이다. 운명은 참 묘한 것이어서 징계를
받고 군을 떠난 또 한 사람이 이보다 앞서 복직된 사례가 있는데, 그가
바로 뒤에 진짜로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였다. 일부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박정희의 복직은 ‘좌익 악령’을 공식적으로 떨쳐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박
정희가 4월 혁명 후 군을 쇄신할 적임자로 참모총장 물망에 오르자 얘기
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정희를 살려 주는데 일조했지만 참모총장 자리
를 놓고 경쟁하게 된 육군참모차장 김형일은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가
박정희의 인물됨에 대해 물었을 때 ‘레프트’, 즉 박정희가 좌익이었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김종필에 따르면 매그루더는 한국정부에 박정희를 예
편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이 때문에 참모총장으로 발
탁되기는커녕 한직인 2군 부사령관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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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는 김종필은 5ㆍ16군사반란
당시 혁명공약의 제1조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는 말을 집어넣
은 이유가 바로 박정희의 좌익전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고록에서 김
종필은 박정희의 좌익전력은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지만 자신의 좌익전력
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자민련에서 김종필의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
는 국우 논객 이동복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5ㆍ16직후 김종필은 “혁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어느 외신기자의 질문에 “혁명정
부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로 나갑니다”라고 “내 귀를 믿을 수 없는 얘길
하더라”고 말했다. 미국도, 군사반란의 동지들도 김종필의 이런 성향을 의
심했다. 박정희야 좌익 시절의 동지를 팔아먹었다는 것을 그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어 다시 좌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김종필은
‘슬리퍼(sleeper)’ 즉 잠복해 있는 공산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김
종필이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 꽤 오랜 기간 ‘자의반 타의반’ 외국을 떠
돌아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미국이 막대한 희생을 치러가며 한국을 지켜준 이유는 분단국가 한국이
사회주의 진영과의 냉전에서 진열장에 내놓은 대표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서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군복을 입고 나
라를 다스리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진열장에 군복입은 지도자
를 내놓을 수는 없었다. 미국은 박정희 개인은 받아들이지만 군복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1963년 10월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강력한 민정이양
요구 때문에 치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ㆍ16군사반란 후 2년여의 기간 동안 군정의 부패와 무능으로 생활고
가 심해져 군사정권의 인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의 분열이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냉정하게 평가
한 것처럼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야당을 분열시키고 있었다. 야당이 분열
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이, 여당은 선수를 치며 앞서 나갔다. 군정세력
은 물량공세를 펴며 치고 나가는데 갈기갈기 찢어진 야당 후보가 난립하
자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유세장에 사람도 모이지
않아 ‘과잉냉담’이란 소리를 듣던 1963년의 대선을 순식간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치열하다 못해 ‘극도로 험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상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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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었다.
사상논쟁은 15년 전 여순사건이 시작된 여수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윤
보선의 찬조연사인 야당의 중진 윤제술은 9월 22일 “이곳은 여순반란사
건이란 핏자국이 묻은 곳이다. 그 사건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살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
러분은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이 모른다면 저 종고산(鍾鼓山)은 알 것
이다”라며 알 듯 모를 듯 한 소리로 여순반란사건을 거론했다. 박정희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고, 젊은 기자들이 15년 전의 여순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종고산’이란 말이 나온 조간신문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격은 아니었겠지만,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윤보선의 사상을
문제 삼았다. 9월 23일 아침 7시 10분 박정희는 라디오 정견발표에서 이
번 선거는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세대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대 간 대결의 의미를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의 대결”이라
고 설명했다. 흥미 있는 점은 박정희가 지금은 만주군 장교 경력에다가
그 후 집권과정에서 일본제국 또는 만주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한 것
때문에 친일파로 비판받지만, 그 당시는 보수 야당 한민당 출신인 윤보선
을 외세의존적 사대주의로 몰아부쳤다는 점이다. 윤보선은 이에 맞서 박
정희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지금의 이념대결과 비교한다면 여당
과 야당 간에 공격의 무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윤보선은 잠깐이지만 그래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냈고, 일제말기
에 뚜렷한 독립운동은 못했다 해도 그래도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일제에
게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 채 지조를 지킨 몇 안 되는 민족주의자였다. 그
런 그가 만주군 출신 박정희에게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
주의 사상”을 지닌 자로 낙인 찍혔으니 화가 날만도 했다. 윤보선은 박정
희가 자신을 사상적으로 몰아대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서 “서구
식 결투라도 신청, 박정희 씨는 총 잘 쓰는 군인이지만 나는 맨주먹으로
라도 맞붙어 싸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앙했다. 윤보선은 박정희의 정견
발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반란사건 관련자가 정부에 있는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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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중대발언을 하여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았다. 윤보선은 자신이 “그렇
다고 박정희 의장을 보고 공산주의자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누가
민주주의 신봉자이며 누가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냐는 것, 누가 공산당
이며 누가 공산당이 아닌가는 각자의 경력을 캐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박정희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박정희가
“히틀러를 쓸 만 한 사람”(!) 이라고 추켜올린 것을 지적하면서 “그 분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여순반란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사실은 ‘풍문’으로야
널리 퍼져있었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풍문일 뿐이었다. 그런데
윤제술의 발언에 이어 윤보선이 여순사건 관련자가 정부에 있다고 하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긴급 소집되었다. 최고회의 공보실장 이후락은 “이
문제는 선거운동에 관한 이야기보다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윤보선이 매카시즘의 악랄한 수법을 쓴다
고 비난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집권세력의 움직임
신통치 않자 야당은 오히려 풍문이 사실임을 확신하고서 증거 찾기에 본
격적으로 나섰다. 권력을 쥔 군사정권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최고 지도자
를 빨갱이로 몬다고 역공을 취하면 야당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문제였다. 윤보선은 자신의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동
아일보> 기자 출신 김준하에게 도서관이나 신문사를 뒤져서 박정희가 처
벌 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김준하가 시립도서관과 국립도
서관 등을 뒤져보니 놀랍게도 1949년 2월 서울 군법 회의의 언도내용을
보면 보도한 지면은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정권 측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야당 측은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했으나,

“예비역 고위장성들에 대해 일종의 함구령이 내려진 것 같

다”는 분위기만 감지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준하는 이
에 신문사 조사부에는 원본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각 신문사를 뒤
진 결과, 경향신문사와 서울신문사에서 박정희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무
기징역을 받았다는 기사를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야당 측은
이 사실을 극비에 부친 채, 박정희가 방어할 틈을 갖지 못하도록 선거 막
바지에 터트리기로 했다.
야당은 무려 6개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사상논쟁으로 판이 달아오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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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공동으로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6개 야당의 대표선수들이 총
출동한 이 연설회에서 1927년 ML당(제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자민당 대표최고위원 김준연은 <타임>지를 들고 나와 박정희가 과거
“공인된 공산주의자”로 여순반란사건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고 폭
로했다. 한국전쟁 중 법무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김준연은 자신이 이력에
“ML당 관련 7년 징역”이라고 당당히 쓴다면서 박정희도 “나는 여순반란
사건에 관련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태도를 고쳤
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강연회에서는 박정희의 여순반란사
건 관련 여부와 아울러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상논쟁에서 또 다른
축을 이룬 황태성 ‘간첩’사건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황
태성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쓰도록 하겠다.)
“사상논쟁의 백병전”이 벌어지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한 선거판은 10월 2
일 국민의당 후보 허정의 사퇴에 이어, 10월 7일에는 자민당 후보 송요찬
의 사퇴로 사실상 윤보선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정희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필
살무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때문일까, 야당은 정책대결은 포기한 채 사
상논쟁에만 매달렸다. 사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인력과 자금과
자료와 경험에서 야당이 집권세력보다 좋은 정책을 제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박정희는“후진국의 정상지도자회담 제의와 일관된 중농정
책,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제2차 5개년 경제계획, 신원조사제도의 폐지, 대
미 구걸외교의 지양, 초야 인재등용 등”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며 선거
종반전에 “지식층과 학생 농민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간 반면, 윤보선은
후보 단일화의 상승세를 정책대결로 발전시키는 대신 사상공세를 강화했
다.
개인으로야 윤보선이 더없는 부자였지만, 대통령 선거자금으로는 야당
은 집권세력에 비해 형편없는 열세에 놓여 있다. 어렵게 신문광고를 내어
도 정책을 제시하는 대신 5대 대통령 선거에 ‘5복’을 갖춘 기호 5번 윤보
선을 찍으면 국민들도 5복이 찾아들 것이라는 한심한 5복 타령만 할 뿐
이었다. 경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가서 원조 많이 얻어오면 걱정없
다는 게 정책아닌 정책이었다. 윤보선의 안국동 자택은 그야말로 대궐 같
은 집이었다. 명문 양반 귀족 출신의 윤보선은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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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반면 늘 입에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
어나”를 달고 살았던 박정희는 당시로서는 서민의 대변자처럼 보였다. 60
대의 윤보선과 40대의 박정희, 기득권과 신진세력, 외세의존과 민족자주
(한일회담 추진 이전 박정희의 이미지는 실제로 그랬다), 사상논쟁에서
필살의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야당은 이런 구도를 깰 돌파구를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투표를 이틀 앞둔 10월 13일 일요일, 윤보선 진영은 박정희가 ‘여순반
란사건과 관련하여 1949년 2월 13일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요지의 1949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 기사와 <서울신문> 기사를 증
거물로 발표했다. 야당은 이 신문기사와 별도로 남로당 내에서 박정희가
맡은 임무, 조사 과정, 박정희 재판 당시의 군 수뇌부 명단, 박정희 재판
의 법관 구성, 관련 피고인과 형량, 재판장소, 법정에 선 박정희 피고인의
특징, 박정희의 복직 경위 등 그동안 나름 조사해온 내용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특히 ‘법정에 선 박정희 피고인의 특징’ 항목은 박정희가 “이발
을 새로 하고 머리 기름을 많이 발라서 유난히 비치는 머리”를 하고 있었
다며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일보>가
200만부를 찍어 뿌렸다는 이 호외는 ‘풍문으로 들었소’ 식의 외신이나 외
국 출판물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었다. 이 호외는 확실한 문서자료로
박정희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1963년 대통령 선거
는 사상논쟁을 둘러싸고 백병전 수준이 아니라 핵폭탄이 터진 가운데 투
표일을 맞았다.
1963년의 개표는 지금처럼 출구조사가 있고 말 많은 전자개표로 개표
시작 몇 시간 만에 당선자가 발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밤새 엎치락뒤치
락 한 개표는 86퍼센트가 개표된 10월 16일 낮 12시 30분 현재, 박정희
가 겨우 2만 9천표 앞서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투표
함에는 호남표가 많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초조해진 군사정권의 일부 인
사들은 개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개표결과 막판
에 박정희에게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 박정희가 15만여 표 차이로 박빙
의 승리를 거두었다. 야권의 군소후보인 오재영(41만표), 변영태(22만
표), 장이석(20만표) 중 한명이라도 사퇴했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승부였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윤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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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득표수1)를 전국 도별 상황과 전남의 군별 상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
자.

전체
후보자
득표율
서울

부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박정희
371,627
(30.17)

전남
윤보선
802,052
(65.12)

박정희
광주시갑

17,002

31,063

구

(33.97)

(62.06)

242,779

239,083(

광주시을

26,764

36,635

(48.20)

47.47)

구

(39.69)

(54.33)

384,764

661,984

15,468

27,122

(34.42)

(60.36)

13,263

18,467

(39.81)

(55.44)

(33.05)

(56.87)

296,711

368,092

(39.57)

(49.09)

202,789

249,397

(39.78)

(48.92)

405,077

490,663

(40.78)

(49.40)

408,556

343,171

(49.43)

(41.52)

765,712

480,800

(57.22)

(35.93)

837,124

543,392

(55.64)

(36.12)

706,079

341,971

(61.71)

(29.89)

81,422

26.009

(69,88)

(22.3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산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
승주군
고흥군

총계

윤보선

4,702,64
0(46,64)

14,615

11,860

(52.70)

(42,76)

25,496

17,436

(55.11)

(37.69)

29,130

14,204

(62.66)

(30.55)

25,919

12,493

(62.77)

(30.25)

16,930

9,584

(58.79)

(33.28)

21,211

11,996

(59.53)

(33.67)

39,782

12,432

(71.51)

(22.33)

32,537

17,4433

(59.80)

(32.04)

51,112

27,153

(60.69)

(32.24)

박정희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나주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4,546,64
1
(45.09)

윤보선

36,330

22,199

(58.26)

(35.59)

23,797

22,929

(46.05)

(44.37)

31,270

14,018

(64.20)

(28.78)

27,578

14,865

(61.36)

(33.07)

44,286

23,695

(59.90)

(32.05)

32,223

11,929

(68.61)

(25.40)

55,198

30,265

(59.76)

(32.76)

42,955

32,132

(52.91)

(39.58)

27,635

14,758

(60.12)

(32.11)

37,136

10,463

(73.21)

(20.62)

26,056

14,140

(59.03)

(32,03)

28,636

13,548

(63.03)

(29.82)

23,383

7,988

(69.48)

(23,73)

765,712

480,000

(57.22)

(35.93)

사상논쟁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초미의 관심사
였다. 인텔리가 많은 도시에서 사상논쟁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개표현황.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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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지만 서울에서는 윤보선이 압승을 거두었다. 군인표가 많은 강원도에
서 박정희가 윤보선에게 뒤진 것은 역시 사상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
었다. 호남은 “보수의 대표세력이던 한민당의 아성이 하루아침에 변모”하
여 박정희가 큰 표 차로 앞섰다는 점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지역”으로 꼽
혔다. 박정희는 서울에서 2:1로 대패하는 등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등 중부 이북에서는 모두 패배했다. 박정희는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표는 철저하게 남과 북으로 갈렸다. 박정
희가 제주에서는 70퍼센트, 전남에서는 57퍼센트를 얻어 출신지인 경상
북도에서 55퍼센트를 얻은 것에 비해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을 보면, 4ㆍ
3사건과 여순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제주와 전남이 좌익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박정희, 이 땅에서 매카시즘을 없애겠다는 박정희에게 동병
상련의 아픔을 느끼고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다만 여수에서는 윤보선
이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박정희를 눌렀는데, 이는 당시 선거에서 윤보선
이 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순천에서
는 전라남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박정희가 승리했다. 전남 동부와 서
부는 투표행태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흥미 있는 사실은 뒤에 박정희를 제일 많이 괴롭힌 김대중도, 김형욱도
모두 박정희가 사상논쟁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점이다. 김대
중은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산당이라고 비난한 것은 과거 한민당이 김구
선생 등을 빨갱이로 몬 공포정치를 연상케 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던 호남은 부역자 처벌과 연좌제의 고통을 혹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빨갱이 소동을 일으킨 윤보선보다는 빨갱이로 몰린 박정희
에게 동정표가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가 윤보선을 겨우 1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아무 연고 없는 한민당의 아성이었던 호
남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35만 표 차이로 따돌렸으니 박정희가 “전라도
표로 대통령이 된 셈”이라는 말이 나올 만 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표가 많이 나온 곳, 즉 “좌익세력이 많은
곳에서만 무서울 만큼 박정희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회고했
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가 당선된다면 좌익표의 지지 때문이라는 결론”
을 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정희는 한때 자신을 빨갱이로 몬 사람들을 법에 의해 가차 없이 처단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사상논쟁 자체로 처벌받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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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승자 박정희는 패자 윤보선에게 ‘협조와 편달’과 ‘무궁한 발전’을
비는 전보를 보냈고, 윤보선은 당선을 축하하는 전보와 꽃다발을 보냈다.
정치평론가 이상우가 “아름다운 전문교환”이라 부른 이 일과 함께 사상논
쟁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술래잡기에서 박정희가 도망다니는 게임
이 끝났을 뿐이다. 이제 감히 박정희의 사상 전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박정희는 표변했다. 집권 초기나 대통령 선거기간 박정
희의 언설은 마치 김일성이 주체 문제를 처음 제기하던 무렵의 발언을 연
상케 할 만큼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었다. 그러나 실제 박정희가 걸어간
길은 그와는 달랐다.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박정희는 굴욕적인 한일수교와
베트남 파병을 추진했다. 그리고 엄청난 반공정책으로 자신을 뽑아준 지
지세력을 배신했다.
박정희는 그냥 정치적 입장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상적 전력
을 제기한 야당을 한민당의 매카시즘적 수법을 되풀이한다고 비판한 박정
희와 그의 중앙정보부는 훨씬 더 심하게 사상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사실
과거의 전력을 따지자면 박정희와 김종필만이 아니었다. 공화당 재정위원
장 김성곤, 공화당 의장 백남억, 내무장관 엄민영, 공보부장관 이원우, 감
사원장 이주일, 공군참모총장 박원석, 공화당 원내총무 김용태 등 좌익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초기 박정희 정권에 차고 넘쳤다. 처음에는 중앙정
보부의 단속 대상이 권력주변의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나 <경향신문> 사
장 이준구, 또는 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 같은 사람이더니, 이제 반정부
인사와 청년학생들을 넘어 막걸리반공법 시대를 열어 일반 서민까지 겁을
주었다. 박정희의 과거에 대한 윤보선의 폭로가 굴곡진 현대사에서 정당
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윤보선은 있는 사실을 있다
고 한 것이지, 결코 자료를 조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이
나 수없이 많은 조작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박정희와 중앙정보부는 고문과
조작으로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윤보선이 행한 것이 사상 ‘논쟁’이라면
박정희는 고문조작을 통해 빨갱이 ‘사냥’을 벌인 것이다.
사상적으로 박정희가 투철한 좌익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
나 군 내의 남로당 책임자라는 그의 조직적 위치는 가벼이 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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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숙군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밀을 부는 대
가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랐다. 술래가 바뀐 뒤 박정희의 레드 콤플
렉스와 사상논쟁의 트라우마는 있는 빨갱이 없는 빨갱이에 대한 병적인
공격증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이념논쟁은 차단되었고, 박정희가 친일에서
좌익으로, 좌익에서 또 우익으로 숨가쁜 변신을 하는 사이, 일제 하의 민
족주의에서 해방 후의 우익으로 자연스러운 변신을 한 장준하, 함석헌,
김재준, 문익환, 박형규, 계훈제 같은 이들이 재야세력이 되어 진보가 탄
생하는 우산 노릇을 해 주었다.
이제 그 박정희가 죽고도 일제 36년만큼 시간이 지난 오늘, 박정희의
따님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는 결이 다르지만, 아버지 못지않
은, 어쩌면 더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부
모가 따로따로 총에 맞아 희생된 집은 그 댁밖에 없다. 심각한 트라우마
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
을 때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사회 전체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
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목표가 정말 아버지의 명예회복 때문이
었을까. 현 정권은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몰아
부치며 이념대결과 역사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에 가면 중도우파
정도 밖에는 안 될 통합진보당이 ‘종북좌빨’로 몰려 해산당해야 하는 오
늘, 반세기 전의 사상논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객관적으로 누구도
부인 못 할 빨갱이 전력을 가진 사람도 뒤에 빨갱이로 몰리면 괴로운 법
이다. 그 분의 따님을 포함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시절
박정희가 고통 속에서 대중들에게 토로한 외마디 비명을 다 같이 들어야
한다. 나 역시 호된 빨갱이 사냥을 겪고 보니 박정희의 비명이 새삼 가슴
속에 파고든다.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 매카
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
새우(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번철(후라이판)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농하고 있습니다. (...) 지난날의 우리 헌정사
를 더듬어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의 야당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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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자기들의 정치 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제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로 온 행적이었습니다.
(...)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로당 프락치로 곤경에 빠졌던 박정희의 구명과
복직에 관련된 인물들이 박정희가 민정불참과 군정연장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던 시기이자, 군사정권 내부와 미국에 황태성
의 존재가 알려질 무렵에 박정희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김완룡과
황헌친은 김동하, 박임항 쿠데타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김완룡은
1949년 여순반란사건과 관련된 군사재판에서 박정희에게 무기징역을 선
고한 바로 그 재판장이었다. 황헌친은 박정희가 군사재판에 회부될 때 송
치관(送致官)이었으며, 전쟁 발발 후 박정희가 복직될 때 육군인사국장으
로 복직심사위원장이 되어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의 추천으로 박정희의 복
직을 상부에 건의한 인물이다.
황헌친은 자신이 박정희를 군법회의에 회부한 송치관이었기 때문에 자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 선거 전야에 뿌려
진 문제의 <동아일보> 호외에 따르면 야당인 민정당이 작성한 자료의
‘후기사항’에 “법적으로 도저히 복직될 수 없었으나 동란의 혼란과 장도영
대령, 이기건 소령, 황헌친 대령, 작전부장 강문봉 대령, 정일권 소장 등
만주군과 상관의 적극적인 인정이 박정희의 등용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
라고 하겠다”라고 되어있다.3) 즉 황헌친은 만주군 출신은 아니지만 박정
희의 복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김완룡에 따르면 박
정희의 구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백선엽 외에도 송요찬, 김형일 등이 있
었다고 한다.4)

2) 김계원ㆍ김웅수ㆍ김종면ㆍ황헌친ㆍ김병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 군사영어학교 출
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구술자료선집 19, 2012, 국사편찬위원회, 280쪽.
3) <동아일보>, 1963년 10월 13일자 호외.
4) 정운현, <실록 군인 박정희>, 2004, 개마고원,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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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사로 나가있던 백선엽은 외국에 있었던 탓인지 별탈이 없었지
만, 송요찬은 1963년 8월 11일 한국전쟁 당시 살인과 살인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5) 육군참모차장을 지낸 고위장성으로는 드물게 야당
의원이 된 김형일은 1963년에는 미국에 있어 별 일이 없었지만, 1965년
5월 원충연 대령의 쿠데타 음모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6) 김형일은 박정
희가 구속되어있을 당시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뒤에 박정희와 악연이 생
겼다. 4월혁명 후 박정희가 군을 쇄신할 적임자로 참모총장 물망에 오르
자,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가 박정희의 인물됨에 대해 물었을 때 육군참
모차장으로 있던 김형일이 ‘레프트’, 즉 박정희가 좌익이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서 참모총장으로 발
탁되기는커녕 한직인 2군 부사령관으로 밀려났다.7)
여순반란사건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과장으로서 숙군수사를 주도하
면서 박정희를 직접 조사했고, 박정희를 살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정희의 육사 동기 김안일은 구속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서 공화당 공천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8)

5. 여순사건과 한국사회, 몇 가지 단상
1) 사형제와 여순사건
재판도 없이 엄청난 규모의 학살이 자행되는 마당에 사형제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여순사건은 신생 대한민국의 사형제
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김득중은 여순사건으로 사형 판결받은 사람
의 통계를 아래표와 같이 제시했다.9)
<표>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에 따른 최종 형량과 인원 수

5) <동아일보> 1963년 8월 12일자.
6) <동아일보> 1965년 5월 19일자.
7)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합참 전략정보국장 등을 지낸 예비역 소장 한무협의 증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 2004, 선인, 163~164쪽.
8) 김안일은 1967년, 1971년, 1973년, 1978년 등 7대부터 10대까지 모두 네 차례 공화당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정부나 법원이 공식적으로 여순사건
전체의 사형판결과 관련된 통계를 제시한 바는 없다.
9)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339쪽. 이 통계는 신문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여순항쟁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28

형량

1차고등
군법회의
2차고등
군법회의
중앙고등
군법회의
3차고등
군법회의
4차고등
군법회의
총계

사

무

형

기

12

9

102

224

20년

5년

11

4

12

79

75

12

110

30

1년

28

무죄

24

보류

양민
판명

총계
48

190

1

458

417

280

118

108

299

805

73

48

42

40

203

256

259

529

1,931

691

119

28

48

1

이 표를 보면 여순사건 하나만으로 7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실제로 몇 명이나 사형이 집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중 몇 명이 군인이고 몇 명이 민간인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전원이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이 적용되어
사형을 받았을 것이다. 여순사건의 충격 속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나중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사형조항이 무려 8개로 늘어났지만, 처음
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었을 뿐이었다. <국방경비법>은 군형법의 기능
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군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상황에
서 군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분단 정권을 세우고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
기 때문에 ‘조선경비대’는 명목상 경찰예비대의 성격을 띠었고, <국방경
비법>도 정식으로 공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주와 여수에 선포된 계엄
령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국방경비법>도 정식 공포된 적 없는
유령법이었던 것이다.
2009년 10월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
지 모두 919명(군 관련 사건 120명 포함)이 사형당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고 한다. 죄목별로는 살인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이 239

여순항쟁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29

건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230명인데, 반공법 위반(11명)과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8명)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공안 관련 사건
이었다고 한다.10) 공안 관련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의 숫자가 살인죄로
사형당한 사람의 숫자와 맞먹는 것이다. 필자가 사형페지운동을 하는 분
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사형수 명단(1948-1993)에 실린 실제 집행자
수를 합산하면 961명이 되어 법무부가 제시한 숫자보다 42명이 많다. 그
런데 이 통계에는 여순사건이나 부역자 처벌로 무더기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의 명단은 아예 빠져있다. 이 명단에는 1949년은 3명, 전쟁 기간인
1950-1953을 합하여 81명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흔히 대한민국 정
부 수립 사형이 집행된 사람을 919명이라고 하는 통계는 대한민국 정부
가 사용하는 각종 통계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통계일 것이다. 여순
사건이나 제주4ㆍ3사건,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면전 발발 이후 부역
자 처벌과정에서 그야말로 ‘앞줄 사형, 뒷줄 무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
로 엄청나게 자행된 사형판결과 집행은 이 통계에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
다. 부역자 처벌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25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
사형이 언도된 부역자가 867명이고, 이 중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일보> 1950년 11월 27일 자에
는 11월 24일에 공산당 협력자 322명에 대한 형 집행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1950년 12월 11일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 정부의 부역자 처리에
관한 보고>는 11월 8일까지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된 1만 7,721명 중 민
간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된 사람은 353명, 계엄군법재판에서 사형이 언도
된 사람은 713명,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언도된 사람은 232명이
었다라고 전하고 있다.11)
이제 한국은 실직적인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
의 목숨을 국가가 빼앗아갔다. 재판없이 처형한 민간이 학살에서나, 형식
적인 재판을 거친 사형집행에서나, 여순사건은 갓 태어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구가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여순사건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가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10) “정부수립 뒤 919명 사형...사상ㆍ정치범 249명”, <한겨레> 2005년 10월 12일,
11) “주한 미대사관, 한국정부의 부역자 처리에 관해 보고”, 1950년 12월 11일, 국사편찬위
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dh&setId=388302&positio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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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도’와 ‘빨갱이’
여순사건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인 김득중의 책 제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빨갱이의 탄생>이다. 여순사건의 계기로 냉전 반공체제가 만들어
지는 것의 의미를 날카롭게 포착한 아주 잘 지은 제목이라 하겠다. 그런
데 안타깝게도 ‘빨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는지
에 대한 용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일제시기에는 ‘빨갱이’라는 말이 겨우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뜻
도 지금과 같이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다. 이를 보면 ‘빨갱
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부터이고 그리고 특히 여순사건
을 계기로 널리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김득중이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여수와 순천,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의 피학살자들은 빨갱이라서 죽은 것
이 아니라 죽어서 빨갱이가 되었다.
전라도 또는 호남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은 뿌리깊다할 수 있지만, 호
남 차별의 정서와 태도가 ‘빨갱이’에 대한 증오 및 공포와 결합할 때 그
힘은 엄청나게 증폭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와 90년대 김대중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김대중은 호남출신 빨갱이였던 것이
다. 전라도는 조선시대에는 정여립의 ‘역모’사건,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동
학농민군의 봉기와 의병들이 벌인 처절한 항쟁의 무대였다. 여기에 결정
적으로 여순사건이 일어났다. 여순사건의 발발원인을 설명할 때, 향토에
서 모집된 여수 주둔 14연대 병사들이 해방 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제
주도를 타지가 아닌 동향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그렇
다면 밖에서 볼 때 제주 4ㆍ3사건도 호남의 이미지와 무관하다 할 수 없
을 것이다.
여순사건은 중앙이나 권력자들이 삐딱하게 봐왔던 전라도에 ‘빨갱이’라
는 이미지를 덧씌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여순사건만이 아니었
다. 1950년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
같은 남한 내에서도 영남과 호남의 전쟁 경험은 전혀 달랐다. 전라도는
전체가 인민군 치하에 들어간 반면, 영남은 경상북도 북부만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이 살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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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가면 지금도 한국전쟁의 초기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지역에
서는 거의 들어보기 힘든 ‘인공 때’란 말을 많이 쓴다. 이승만 정권은 각
지에서 보도연맹원과 형무소에 수감되어있었던 재소자들의 학살을 자행하
면서 퇴각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다. 아니, 바뀌는 줄 알
았다. 채 석달이 지나지 않아 세상은 다시 뒤집어졌다. 전라도 어디서나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콧대 높은 서
울사람들은 전쟁 초반에는 다리 끊어진 서울에 그냥 남아있다가 부역자
처벌로 된통 당했고, 1ㆍ4후퇴 때는 기를 쓰고 피난길에 올랐다. 영남사
람들이 자기 집에서 전쟁을 치를 때 서울사람들은 영남의 문간방 생활을
해야했다. 1960년대 이후 영남세력이 한국사회를 압도하게 된 이유를 박
정희의 집권과 그에 따른 지역 차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여순사건으로 호되게 당했던 호남은 보도연맹학살, 부역자 처벌과 빨치
산 토벌과정에서 또 다시 엄청난 학살을 당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정희의 차별적인 지역개발 정책으로 인해 영남지방에는 공장도 들
어서고 산업화도 이루어진 반면, 호남은 변변한 공장도 찾아보기 힘들었
다. 이 때문에 호남에서는 엄청난 인구가 빠져나갔다. 조선시대나 일제시
대에는 영남과 호남의 인구가 비슷했지만, 현재는 호남인구가 영남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렇게 호남에서 빠져
나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영남의 공업지대로 가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빈민이 되었고, 그들의 어려운 삶 때문에 야기된 생존을 위한
행동방식은 호남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가중시켰다. 1970년대
80년대 TV 드라마에서 범죄자나 가정부는 무조건 전라도 사투리를 썼다.
오죽하면 TV 드라마에 처음으로 경상도 말씨를 쓰는 사기꾼이 등장했다
는 것이 기삿거리가 되었을까.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사태’라 부른 광주민중항쟁과 그 원인으로 지
목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여순사건 이후 한 세대가 지나 조금은 약
해져가던 ‘전라도’와 ‘빨갱이’의 결합을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전면에 불
러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의 한’도 풀리고, 호남에 대한 왜곡
된 인식도 사라지고, 남북간의 평화도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란음모로 생사의 경계를 오갔던 사형수가 17년만에 대통령이 될 수 있
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음모 용공조작사건 따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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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7
년이 지난 2014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다시 터져나왔다. 그만
큼 분단수구 냉전세력이 이 땅에 내린 뿌리는 깊고 또 깊다. 2018년 지
금 그 뿌리가 말라죽기 시작한 것이다.

3) 다시 생각하는 반란과 항명
반란죄는 일반형법에는 없고, 군형법에만 존재한다. 군형법은 5ㆍ16군
사반란 후인 1962년에 가서야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순사건 발발 당시에
는 존재하지 않았고, 제정 과정이 극히 의심스러운 국방경비법이 준용되
고 있었다. 1953년에 가서야 제정된 형법의 경우,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
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87조)한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
다. 91조에서는 ‘국헌문란’의 정의 항목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
능하게 하는 것”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내란의 개념을 반란에도 적용한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반란으로 알려진
‘여순반란사건’은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의에 들어맞
는 ‘반란’은 한국현대사에서 부산정치파동, 5ㆍ16군사반란, 유신 친위쿠데
타, 5ㆍ17군사반란 세 가지 뿐이다. 이승만 정권이 초기에 여순사건의 원
인인 것처럼 내세운 혁명의용군 사건을 시작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거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사는 수많은 내란 사건
이 있었지만, 이들 사건은 거의 다 진짜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저항세력
에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주철희가 잘 지적했듯이 여순사건 당시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 군인들의
행위는 반란이 아니라 항명이었다. 문제가 많지만 국방경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군법상 항명죄는 16조에서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고의로 불복
종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으로 규
정하고 있어 반란죄 못지않게 무겁게 다스리는 중대범죄였다.
이렇게 군인들의 무기를 휴대한 집단행동을 얼마든지 사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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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항명과 반란, 처벌 수위는 다르지 않다 하
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이와 유사
한 사례를 우리는 1979년 10ㆍ26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한 것은 중앙정보부장이 19년 째 집권하고 있던 독재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갖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단순 살인사건이었다. 그런데 신군부는 대법원을 압박하여 김재규를
살인죄가 아닌 내란목적 살인으로 단죄했다. 단순 살인이나 내란 목적 살
인이나 최고형은 사형으로 다르지 않지만, 신군부에게 그 정치적 함의는
엄청나게 달랐던 것이다. 김재규의 박정희 사살이 단순 살인 사건이라면
군대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여순사건은 항명으로 재규정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항명이라 해서 여
순사건의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사건 초기 봉기군
이나 토착 좌익 세력이 자행한 학살은 아무리 친일파에 대한 분노가 크고
극우 세력이 그동안 잔혹한 행위를 해왔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광주민주화운동과도 다르고, 제주 4ㆍ3사건에서 초기 무
장대의 행동과도 비교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순사건은 물론이
고, 제주4ㆍ3사건,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학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군경과 우익단체의 폭력이 압도적이었지만, 10-20퍼센트 정도는 좌익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좌익의 폭력이 우익의
압도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시민
사회, 특히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80년 광주에서 자행된 학살을 보면서, 우리는 왜 광주에 파견된 특전
사에서는 여수 14연대 병사들처럼 동포를 학살하기를 거부하는 병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광
주민중항쟁에 크게 빚지고 있다. 그런데 군인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경험
한 한국이 과연 그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있기는 한 걸까? 군대만이 아니
다. 우리 시민들은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2005년 초, 세계 최대의 단위부대이며 가장 앞서가는 군 훈련기
관이라던 논산훈련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중대장이 100여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찍어먹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무리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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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소대장이나 분대장도
없었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자기 권리에 극하 민감한
신세대 훈련병들 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
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쓴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 군형법의 항명
죄, 명령위반죄는 ‘적법·정당한 명령’에 한해서만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복무규율에는 명령에 대한 복종만 강조될 뿐, ‘적법·정당한 명
령’이란 언급은 없다. 군사반란으로 헌법이 짓밟힌 나라,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받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보호나, 거부할 의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8년 한국사회는 촛불항쟁 기간 기무사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으로 홍역을 겪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각급 지
휘관들은, 병사들은, 동포의 가슴에 총을 겨누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는다
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저 묻혀 버린 70년 전의 항명을 떠올리며,
38년 전 광주에서의 항명의 부재를 떠올리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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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항쟁과 반란’의 경계, 여순항쟁 성격 규정

주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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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과 반란’의 경계, 여순항쟁 성격 규정
주 철 희

1장. 머리말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무장봉기가
발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제주도 문제는 이승만 정권의 골칫거리였다. 정부와 미임시군사고문
단은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제5여단장 김상겸 대
령 겸임)를 설치하였다. 기존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에서 군인주도의 초토
화 작전을 알리는 신호였다.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위해 여수주둔 제14연대에 출동명령이 하달되었
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군인들은 제주도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며 봉기하였다. 군인의 봉
기는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사회적으로 불만이 고
조되었던 지역 주민에게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경제적 불만이 최
고조에 달하였던 민중이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북․경
남 일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군인의 봉기는 민중이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정치적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했지만 단독정부 수립이
다. 둘째, 사회적으로 일제강점기 민족반역자였던 관료와 경찰이 애국자
로 변신하여 민중의 탄압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토지문제 미해결과 관료
들의 수탈과 폭정 등으로 생활이 매우 곤궁하였다. 민중의 불만이 가득했
던 시점에 군인의 봉기는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글은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항쟁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함
이다.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용어(명칭)의 역사적 개념을
정리하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째, 여순항쟁과 연관된 ‘사
건, 반란, 항쟁, 학살’ 등의 용어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겠다. 둘째, 여순항
쟁은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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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2장. 용어의 역사적 개념
1. 사건(Incident)이란
사건이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모두가 역사로 규정하지 않는다.
역사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중요하면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역사로 규정
한다. 따라서 사건이란 성격을 규정한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역사 용
어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발 당시 국군 제14연대반란으로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발표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책임을 지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여수순천반
란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995년 역사 교과서에 ‘여수.순천10.19사
건’으로 서술되면서, 여순사건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여순사건’과
‘여순반란’의 명칭에는 여수와 순천이란 지명이 특정되어 있으며, ‘여순반
란’은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여순사건’은 성격을 알 수
없다. 역사 명칭이 성격을 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일부에서는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여순사건’이란 용어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적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과 성격을 모호하게 한
다는 점에서 적합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 관점에
서 명칭에는 ‘여순사건’이라고 표기했지만, 제14연대 국군의 제주도 출동
거부 행위는 ‘반란’으로 간주한다.

2. 반란(Rebellion)이란
역사에서 반란은 현 권력자를 축출하여 체제를 전복하거나 정권을 찬탈
한 행위를 일컫는다. 반란에 성공한 세력은 반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혁명(革命), 반정(反正), 정란(靖亂) 등 용어를 부여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엄연한 반란이다. 왕조시대에 정권을 비판하는 집단
적 행위나 민중봉기, 전쟁도 ‘난’으로 규정하였다. 전쟁은 뚜렷하게 성격
을 파악할 수 있으나

반란과 민중봉기(항쟁)는 그 구별이 관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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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역사에서 나타난 반란을 통해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첫째, 현 권력자를 축출한다. 둘째, 수도를 점령한다. 셋
째, 후임 권력자가 미리 결정되었다. 넷째, 반란의 주도세력은 정부 요직
에 있거나 대병력 동원이 가능한 군사 지휘관이다. 다섯째, 반란은 오랜
기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섯 가
지 조건에 일치한 행위를 대체로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12)
일례로 이성계 역성혁명, 인조반정, 이괄의 난, 이인좌의 난, 5.16쿠데타
등이 있다.
반란의 목적 그리고 조건과 비교하면, 여순항쟁은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들은 체제전복이나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제주도 출동을 거부
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려는 출동작전을 거부
한 것이다. 반란의 조건과 비교해도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행동과
는 동떨어진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술로써 밝히겠다.

3. 항쟁(Resistance, Uprising)과 운동(Movement)?
항쟁은 역사 용어이다. 사건의 성격을 지배자 또는 권력자의 관점에서
본 역사가 아니라, 사건의 주체를 통해 역사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이
다. 그런 점에서 항쟁은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다수 또는
복수의 주체들이 함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대중적이라는 의미
를 가진다. 둘째, 대체로 집단적 저항 실천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널
리 의미가 확인되어 기록될 만한 사건임을 의미한다. 즉 그 사건의 의미
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 내부의 지배적 담론 질서 전
반에 영향을 준 외상(外傷)적 사건이라는 함의를 담는다. 셋째, 항쟁은
언제나 지배적 위치의 타자 억압에 대한 주체의 대항적 움직임을 함의한
다.
정리하면, 항쟁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특정한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중들이 지배 질서에 대항하여 집단적이고 전면적으로 저항을 실천하고,
나아가 지배 질서의 일상적 작동을 정지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13) 일상적 질서의 작동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는 ‘항쟁은 폭력을 수반한
12)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2017, 흐름, 28～44쪽 참조.
13) 김현태, 라캉 정신분석학을 통한 대중항쟁에 대한 이해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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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지배 권력자의 부당함에 맞서 집단적 대중적 실천행위로
이루어진 동학농민운동, 제주4･3항쟁, 광주민중항쟁, 부마항쟁, 프랑스혁
명 등이 그 일례이다.
운동은 항쟁과 연관된 단어이다. 다만, 항쟁과 구분된 점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개인 또는 다수의 행위로 지속적이며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지배 질서의 변화와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 용례로 ‘5.18민주
화운동’이다.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이다. 특별법에서 ‘5･18민주화운
동’으로 규정한 것은 지배 권력자의 부당함을 명시해야 하는 항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4. 학살(Genocide, Massacre)이란?
‘학살’이란 용어를 붙여 성격을 규정한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세
력에 의한 일방적인 집단 처형”이라는 것이다. 그 배경은 민족적․국민적․종
교적․인종적․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들 수 있다. 학살의 시기는 대부분 전
쟁 또는 내전으로 인한 혼란기이다. 학살의 주체인 특정세력은 국가권력
또는 지배 권력이며, 일방적인 피해자는 비전투원인 민간인이 대부분이
다.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집단 처형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전쟁이나 내
전에서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작전임무 수
행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민간인. 때론
적군일 때도 있고 아군일 때도 있는 민간인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며, 또
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쟁과 내전에서 민간인은 항상 학살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근리학살과 거창학
살이다.
둘째, 전쟁이나 내전 중에 적대시 되는 민족 또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
른 이념을 표방하는 세력에 대한 학살이다. 대체적으로 적대시 되는 민족
은 소수 민족인 경우가 많으며, 서로 다른 이념 대립은 극단주의에 근거
한다. ‘학살’의 역사를 보면 유태인 학살, 캄보디아 킬링필드, 난징 대학
살, 거창학살, 노근리학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문, 2015,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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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반란의 조건은 무엇인가
반란은 무엇이고, 항쟁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왕조 봉건시대에는 반란이나 항쟁 모두를 대체로
‘난(亂)’으로 규정하였다. 이때의 난은 왕권에 도전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로 간주하여 규정한 것이다. 왕조 봉건시대의 난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크게 전쟁, 반란, 항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쟁(戰爭)이나 침입으로 규정한 난이다. 앞서 살펴본 반란에서
그 의미를 가장 크게 내포했던 것이 야인과 왜인의 침입･침범으로, 임진
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삼포왜란 등이 그 사례이다. 현대에도 6･25전
쟁을 한국동란 또는 경인동란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 난이 타국으로부
터 침입을 받았을 때를 표현한 것이라면, 자국에서 수행한 전쟁에 대해서
는 정(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정벌(征伐)이다. 요동 정벌, 대마도 정벌
이 그러하다.
둘째는 항쟁(抗爭), 혁명(革命), 봉기(蜂起), 민란(民亂)을 규정한 명칭
이다. 앞서 반란의 의미에서 지배권력에 저항한 민중의 행위를 서술한 동
학난, 임술난 등이 그 사례이다. 실록에는 철종 13년 5월 14일에 백성
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의미에서 ‘민란’이란 용어가 처음 서술되었다. 백
성들이 관료 횡포에 맞섰던 저항적 행위를 민란으로 기록한 것은 철종과
고종 1년 3월 9일 기사에 등장한다. 민란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항쟁 또는
봉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반란(叛亂)으로 규정한 난이다. 여기에서 반란은 체제 전복 또
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반란은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
라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성공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어는 혁명,
반정(反正), 정란(靖亂)이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역성혁명과 5･16군사
혁명이 있다.14) 정란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계유
정란을 의미한다. 반정, 혁명, 정란이란 용어는 반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 권력이데올로기가 작용하였다. 반면 실
패한 경우에는 난 또는 반란으로 불렸다. 이괄의 난, 이인좌의 난 등이
그러하다.
14) 반정(反正)이란 전 정권이 정의롭지 못한 혼군(昏君)의 정치를 정의롭게 되돌렸다는 의미의 용
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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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반란과 항쟁은 관
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여순항쟁도 그러하다. 이 글에서 반란이
무엇이고, 항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 경계는 그 행위에 대한
목적이다. 또한 역사를 초기 기록할 때는 국가와 지배 권력자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건의 발단 주체자를 중심으로 역사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도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목적과 사건의
주체자 관점에서 반란은 무엇이고 항쟁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자 한다.

1. 반란(叛亂)으로 규정할 조건은
반란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킴”
또는 “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의 집단적 행동”이다. 사전
적 의미로 보면 반란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 행위이다.
법률에서 ‘반란’이란 죄목의 규정은 군형법에 등장한다. 군형법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무리
를 지어 병기를 휴대한 행위로써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에서 반란과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내란’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내란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이라고 정의하였다. 내란의 법률적 근거는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
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정의한다. 국토참절이
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
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 2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 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률에서 반란과 내란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란은 일반 국민의 행위라고 한다면, 반란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저지른 행위라고 법률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군형법의 반란은 내
란의 범주까지 포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개념(정의)에서 반란은 내란을 포함한 행동으로 체제 전복 또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역사에서 반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성계 쿠데타, 인조반정, 이괄의
난, 이인좌의 난 그리고 현대사에서 5․16군사반란 등이다. 이들을 반란으
로 규정하는 조건. 즉 행위나 행동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은 반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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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성계의 역성혁명, 인조반정, 박정희 5･16쿠데타가 성공한 반란이라면,
이괄의 난과 이인좌의 난은 실패한 반란이다. 반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첫 번째 조건은 현 권력자의 축출이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 개
성을 점령하고 최고 권력자를 제거하고 왕을 교체하고 이후 고려체제를
전복하였다. 중종반정, 인조반정도 전 정권을 ‘혼군(昏君)’으로 몰아 축출
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5･16쿠데타도 민주당의 장면 정권을 몰아내고 군
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반란을 계획하거나 거사할 때 최종 목적지는 수도(도성)이다. 수도를
점령하지 않고는 현 권력자를 축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4불가론(四不可論)’을 주장하며 머물렀다
면 체제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거병을 이끌고 개경을 점령하
고, 왕을 축출했기에 반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
정희는 당시 육군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대구에 있었다. 대구에서 군
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서울에서 거사하고 주요 기관을 점령하였다. 이괄의 난에서 이
괄은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거병하여 한양을 점령하였지만 왕이 공주로
피신하여 관군을 다시 소집하여 반격하였기에 실패하였다. 왕을 축출하지
못했기에 실패한 것이다. 이인좌의 난의 경우도 충청도와 전라도･경상도
지역까지 반군의 영향력이 미쳤지만, 한양을 점령하기 위한 길목인 안성
과 죽산에서 패전하여 반란에 실패하였다. 시대를 불문하고 반란의 주도
세력은 반드시 수도를 점령해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지
난 역사가 증명한다.
반란의 주도세력은 거사 이전부터 권력자(왕, 대통령)를 미리 확정하였
다. 위화도회군으로 촉발된 역성혁명도 이성계란 인물이 이미 확정되었으
며, 인조반정의 경우도 반정세력은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란을 꾀
하였다. 5･16쿠데타도 박정희란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반란을 꾀했으
며, 훗날 대통령이 되었다. 실패한 이괄의 난도 미리 흥안군을 왕으로 추
대했으며, 이인좌의 난도 밀풍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세력을 결집하여 반
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권력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반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사가 아니며, 성공보다는 실패의 위험성이
훨씬 큰 무모한 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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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왕조 봉건시대에는
가문이 멸족하는 경우까지 있었기에 거사 참여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반란을 누가 이끌고 있으며, 성공 이후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기약이 전제되어야 만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란의 주도세력은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거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지휘관이 계획하고 거사하였다. 역성혁명은 군사 지휘 2인자와 3인
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거사하였다. 이들의 병력은 5만여
명이었다. 인조반정도 정부의 주요 요직을 걸친 김류･이귀･이괄･최명길
등을 비롯하여 훈련대장 이흥립이 주도하였다. 5･16쿠데타의 경우도 제2
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를 비롯하여 사단장급(육사 3～5기생) 장성과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생 등 군의 주요 요직에 있는 지휘관이 주도하
였다. 반란에 실패했지만, 이괄의 경우도 관서 지방의 군사를 책임지는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대단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반란은 오랜 계획에 따라 거사하였다. 이성계는 5월 7일 위화도에 도착
하여 14일간 머물면서 반란을 계획하고 회군하였다. 어쩌면 요동 정벌을
나설 때부터 거사는 꿈틀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이성계
는 14일간 위화도에 머물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
조반정은 1620년부터 군사를 모아 훈련을 준비하여 1623년 3월 12일 거
사하였다. 5･16쿠데타도 1960년 4월과 9월 두 차례 반란을 모의하는 등
1년 넘는 동안 반란을 준비하였다. 이괄의 난이 조정에 알려진 것은
1624년 1월이었다. 그런데도 군사를 움직인 것은 3월이었다. 이처럼 반
란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반란의
실패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등 처벌이 그 어떤 범죄와
도 비교할 수 없다. 반란은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철
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반란의 목적은 체제 전복 또는 정권 찬탈이다. 따라서 반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첫째, 현 권력자를 축출한다. 둘째, 수도를 점
령한다. 셋째, 후임 권력자가 미리 결정한다. 넷째, 주도세력은 정부 요직
에 있거나 대병력 동원이 가능한 군사 지휘관이다. 다섯째, 오랜 기간 철
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란으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조건은 반란의 성공 열쇠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성공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보장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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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가가 큰 만큼 위험성
도 매우 큰 행위임을 반란의 참여자들은 잘 알면서 거사에 임하였다.

2. 반란의 조건과 비교
여순항쟁으로 권력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이승만을 제거 또는 축출
하고 정권을 찬탈하지도 않았으며, 대한민국 체제에도 변화가 없다. 무엇
보다도 권력자를 축출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거나 옹립되
었어야 하였으나, 새로운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이를 두고
반란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순항쟁 주도
세력은 현 권력자 축출 이후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는 정부
가 발표한 주도인물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오동기 → 송욱 →
김지회 → 지창수로 주도인물 변화를 보면, 이미 체포된 전임 연대장, 중
위, 하사관 그리고 여중학교 교장을 ‘반란’의 총지휘자로 규정했다. 정부
요직이나 군의 최고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1967년 발행한 한국전쟁사1에서 지창수를 해방군 연대장 등으로 표
현하며 남로당 지령설도 제기한다. 남로당은 전국적으로 ‘반란’을 음모하
였으며, 제14연대는 전국적인 ‘반란’의 촉매제로써 행동대 역할을 하였다.
고로 새로운 권력자는 남로당의 소임이지, 일개 행동대에 불과한 제14연
대 군인에게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할 수도 있다.
남로당 지령설은 일부 전통적 시각에서 주장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무관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16) 여순항쟁은 지
금까지 그 어떤 사료에도 현 권력자를 축출하기 위한 행동을 찾아볼 수
없고, 새로운 권력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란의 가장 중요한 조건과
연관 지어 보면 여순항쟁을 ‘반란’으로 규정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도성)를 점령하지 않고는 성립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현 권력자 축출도 수도를
점령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제14연대 봉기군은 수도를
점령하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서울을 점령하지 않았다. 처음
부터 서울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서울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
15) 주철희, 여순사건 주도인물에 관한 연구 , 전북사학43, 2013,
16)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흐름, 2017, 4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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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벌군 출동이 일찍 이루어져서 서울로 진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도 있다. 토벌군과 봉기군의 첫 전투는 반군토벌전투사령부가 설치되기
이전인 21일 새벽이다. 하지만 봉기군이 순천을 점령한 시간은 20일 오
후 3시이다. 지체하지 않고 진격하였다면 토벌군과 만나지 않고 북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봉기군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봉기군이 여수와 순천을 장악
한 후 부대의 경로를 삼분(三分) 또는 이분(二分)하여 북상한 것으로 이
해한다.17) 삼분설의 주장은 ① 부대: 벌교 - 보성 - 화순 - 광주 방면(서
쪽) ② 부대: 구례 - 남원 - 전주 방면(북쪽) ③ 부대: 광양 - 하동 -진주
방면(동쪽)으로 진출을 기도했다고 서술하였다.18) 이분설의 주장은 ① 광
양 - 구례 - 곡성 - 남원 경유 이리(현 익산시) 방면 ② 벌교 - 보성 - 화
순 - 광주 - 전주 경유 이리 방면 등 목적지가 이리였다는 것이다.19)
봉기군의 진로에 대해서는 10월 21일 오전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
관의 기자회견에서 등장한다.
Ⓐ 순천을 점령한 폭도 부대는 오합지졸 약 二천 명의 병력으로 두 길
로 나누어 전북 남원으로 하나는 광주(光州)로 전진했는데, 군(軍)에서는
20일 오후 1시 비행기로 현지에 급행하여 연락 정보를 차단하고 대대병
력을 동원시켰던바 폭도들의 지리산 중으로 피해 들어가는 중이다.20)
Ⓑ 작일 순천을 떠나 북진 중이던 반군은 지리산으로 도주코저 하였으
나 관군의 압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갈 길을 잃고 다시 순천 방면으로
퇴각 중인데 순천에는 이미 광주에서 급파된 일개 대대의 관군이 도착하
여 완전히 포위하였을 뿐 아니라 여수(麗水)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점차
포위공격 중임으로 반군은 갈 바를 모르고 四방으로 도주 중이다.21)
‘분진설’은 삼분이든, 이분이든 사실이 아니다. 봉기군의 목적지가 서울
17) 최선웅, 14연대 반군의 지리산을 향한 진군 , 남도문화연구 28, 2015, 12～17쪽 참조.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1, 1967, 457쪽; 좌좌목춘융 저, 강창구 편역,
한국전비사 상권 건군과 시련, 병학사, 1977, 325～326쪽; 황남준, 전남 지방정치와 여순사건 ,
해방전후사의 인식 3, 1987, 448쪽;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 역사비평 15, 1991, 234쪽; 김
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92～97쪽.
19)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15쪽; 내무부치안국 대한경찰사발간회, 대한경찰사 제일집 민족
의 선봉, 1952, 68쪽.
20) 호남신문, 1948년 10월 22일.
21) 동아일보, 194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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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 아니라는 것을 Ⓐ, Ⓑ 인용문은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속
해서 ‘분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봉기군의 진로를 계획된 일련의 전술적
인 공세적 행동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남로당의 지령으로 좁게는
광주, 남원, 전주, 이리 등 호남지역을 장악하려한 대규모 지역적 봉기로,
넓게는 서울을 향해 진격 중이라는 불확실한 이미지를 덧씌워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전복 세력으로 봉기군을 그려내려는 의도를 드러내
고 있다.
10월 21일 이범석의 기자회견으로 보도된 기사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봉기군의 목적지이다. Ⓐ 인용문은 토벌군의 대규모 병력으로 인하여 어
쩔 수 없이 지리산으로 피신했다는 수동적 형태 서술이다. Ⓑ 인용문은
순천을 떠난 봉기군이 자발적으로 지리산으로 입산했다는 서술이다.
Ⓐ 인용문에서 남원과 광주로 나누어 진격했다는 것을 두고 ‘분진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4연대 봉기군이 이렇게 남원과 광주로 분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리산으로 입산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여순항쟁 주도세력 40여 명이 다수의 병사를 선동하는 것과 연관
되어 있다. 소수 인원으로 다수의 병사를 선동하기 위해서는 병사의 심정
적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경찰과의 반목과 갈등이었다. 반
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이 쳐들어 왔다”, “경찰서를 습격하자” 등의
선동은 병사들에게 대항세력을 무너뜨리는 당위성으로 다가왔다.
구례지역 토벌작전에 참여한 현지 사령관(김백일 제5여단 사령관 인용
자)의 발표는 그런 점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서는 그 해석이 구구하나 전투사령부 보
도부 측과 현지 당국 간부급의 견해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을 말
할 수 있다.
一. 제一四연대 하사관들은 대부분 제四연대 출신이며 과거 제四연대는
세인이 주지하고 있는 영암사건(靈岩事件)에서 경찰에 대한 악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
二. 九월 廿五일경 제十四연대 병사 八명이 어떠한 사건으로 구례경찰서
에서 군복을 벗기우고 구타 끝에 유치당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 대한 감
정이 一층 악화되었다는 것.
三. 구례 사건을 상부에서 무관심하여 책임 추궁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
찰관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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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이러한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연대 좌익사상을 가진 간부와 지방 좌
익계에서 선동하여 이용하였다는 것.
五. 병사의 심리는 단순하므로 감정에 좌우되기 쉽고 또한 선동에 빠지기
용이하다는 것 등이다.
그럼으로 반란병의 모든 목적지는 구례경찰서에 있었다 하며 전남 경관
은 전부 사살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바, 반란병과 지방 좌익 계열과 근본적
으로 어떠한 계통적 연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22)
부대원의 목표는 구례경찰서였다. 구례경찰서는 항쟁 발발 한 달 전에
제14연대 병사가 구타를 당한 곳이었다. 병사들은 구례경찰서를 습격한다
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순천행 북상 기차에 올랐
다. 구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또한 순천을 점령하고 일부
는 광주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제14연대의 살상 대상은 전남 경찰 모두였
다. 광주는 전남 수도로서 전남 경찰의 지휘부였다. 반경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부대원들은 구례사건, 1947년 6월 영암군경충돌사건 등에서 보여
준 상부의 무관심에 불만이 폭발하면서 광주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봉기군에게 지리산은 마지막 선택지였을 것이다. 제주도 출동을 거부한
상황에서 그대로 부대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여수 신항에 있던
LST(상륙용 주정)를 탈취하여 북으로 갈 수도 없었다. 제주4･3항쟁이 한
라산을 무대로 유격투쟁을 벌였던 상황과 같은 인식에서 이들은 지리산을
최후로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4장.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다
제주4･3항쟁이 발발하자 미군정은 전남 경찰 약 100명의 응원부대를
급파하고 제주경찰 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 경무
부 공안국장)를 설치하였다. 당시 제주에는 제9연대가 있었지만, 치안 문
제로 접근하였기에 경찰이 진압작전을 주도하였다.23) 4월 28일 유격대와

22) 동아일보, 1948년 11월 7일.
23)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 후보생 100명 파견, 5월 19일 철도경찰 350명과 제6관구와 제8
관구 경찰관 100명 등 총 450명 파견, 7월 10일 철도경찰 100명 파견, 7월 19일 철도경찰 200명
파견, 8월 20일 응원경찰 800명가량 파견, 10월 2일 수도경찰과 제8관구 응원경찰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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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상이 성사되면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5월 1일 발생한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미군정은 다시 강경 진압작전으로 선회하였다. 5월
6일에 제9연대 연대장 김익렬이 파면되고, 박진경 중령이 새로운 연대장
으로 취임하였다.
7월 20일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었지만 제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7월 21일 미군정은 제3
여단 소속 2개 대대(부산 제5연대 1개 대대와 대구 제6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 출동시키면서 점차 경찰 주도에서 군 주도의 토벌작전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제5여단장
겸임)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군 주도의 초토화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시점에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로 출동명령을 하달 받았
다. 여수 제14연대의 제주도 출동은 군인 주도의 초토화 작전에 돌입하겠
다는 선전포고였다.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는 제주도의 토벌작전에 큰 변화가
생겨난 시점이며,24) 초토화 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초토화 작
전은 지금껏 진압작전과는 다른 차원을 예고하였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군사 지휘와 작전통제권을 미군사임시고문단에게
양도하였기에 그 행위 주체는 미군이며,25) 책임은 정부와 미군에게 있었
다.
여순항쟁은 제14연대 군인의 제주도 출동 거부가 직접 원인이다. 제14
연대의 제주도 출동명령 이전에 부산 제5연대, 대구 제6연대, 수원 제11
연대가 제주에 파병되었다. 그런데 제14연대만 유독 어떤 이유로 출동을
거부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14연대의 제주토벌출
동거부병사위원회(이하 병사위원회)가 발표한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이란
성명서에서 나타난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주장은 여순
항쟁의 발발 원인을 밝혀 줄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
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24) 10월 19일 제14연대 1개 대대 파병, 12월 22일 제2연대 1개 대대 파병 등.
25)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사임시고문단에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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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직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
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26)

병사위원회의 성명서는 거리 곳곳에 부착되었으며, 10월 24일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여수인민보에도 게재되었다. 다만 여수인민보에
게재된 ‘애국인민에게 고함’과 병사위원회가 작성한 성명서가 동일하냐는
문제도 있다. 10월 24일 여수인민보의 보도 내용은 주한 최고대표였던
존 무쵸(John Muccio)의 ｢여수반란의 개요와 관찰(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 Rebellion)｣에 기록되었다.27)
여수인민보에 게재 된 성명서와 당시 문인조사반으로 파견되었던 고
영환이 남긴 Ⓓ 인용문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영환이 이 성명서를 소
개하면서 ‘일부’란 용어 없이 신문에 연재했다. 고영환의 ｢여순잡감｣은 
반란과 민족의 각오28)에도 게재되고, 그의 저서 금일의 정객들29)에도
실렸다. 마찬가지로 ‘일부’란 단어는 없다. 특히 금일의 정객들은 서울
에서 출발 상황과 기차안의 모습을 담는 등 신문에 연재 당시보다 상세하
게 기록하였다. 그런데도 ‘애국인민에게 고함’을 소개하면서 ‘일부’라고 하
지 않았다.
10월 22일 부산신문 정영모 기자는30) 여수가 토벌군에게 점령된 10월
27일 제5연대와 함께 여수에 상륙한다. 정영모는 23일 여수 상륙작전 당
시와 27일 여수 총공격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으며, ｢동란의 여수를 보고｣
에서는 심층 취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정영모는 당시 ‘민간인
총지휘자’로 체포된 여수여중학교 송욱 교장을 수소문한다. 송욱이 오동
도에 체포된 것을 확인한 정영모는 변복하고 오동도에 잠입하여 송욱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한다. 병사위원회 성명서와 관련하여 “제주도파견반대
위원회 명의로 된 붓으로 쓴 삐라가 시내 각 처에 붙어 있었다”고 기록하
고 있다.31) 성명서 내용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10월 27일 여수에 들어온 라이프지 기자 칼 마이던스가 촬영한 사진에
26)
27)
28)
29)
30)

동아일보, 1948년 11월 30일.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80～81쪽.
전국문화단체동맹, 반란과 민족의 각오, 1949, 문진문화사.
고영환, 금일의 정객들, 동아일보사, 1949,
정영모 기자는 10월 22일 해군과 제5연대의 LST를 타고 부산을 출발하여 23일 여수 앞바다에
온다. 이후 11월 1일 부산으로 돌아간다.
31) 부산신문, 194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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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삐라가 여수 시내 곳곳에 부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내용
을 해독할 수는 없다. 무쵸가 발굴한 10월 24일자 여수인민보는 타블
로이드판이었다. 신문에 활자와 삐라에 붓으로 쓴 글자의 크기가 같을 수
없으며, 붓으로 무쵸가 소개한 성명서처럼 쓸 수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
다.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여수인민보의 성명서는 병사위원회의
성명에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가했을 가능성과
10월 20일 인민대회에서 이용기 등 인사들의 연설이 혼재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본다.
제14연대 봉기군은 여수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만약 점령을 목
적으로 하였다면 통치 방식, 정책, 당부 사항 등을 성명서에 담았을 것이
다. 그러나 병사위원회의 성명서는 제주도 출동의 부당함과 왜 거부했는
지만 밝히고 있다. 당시 제헌 헌법 제4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
무를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2) 이를 근거로 제14연대 병사들
은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
는 국군의 사명을 밝히면서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였다.
국군이란 신분의 명령 거부는 타당한가? 군형법 제44조(항명) 죄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
였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상관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하고, 정당한
명령이 아닐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주의 문화가 팽배한 대
한민국 사회는 군인이 명령을 거부한 것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인식
이 강하다. 그러한 인식아래서 국군의 출동명령 거부를 ‘반란’으로 규정하
고 있다.
국가는 곧 국민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에 가장 우선해야 할 군인에게 동
족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1980년 5월의 대한민국 군인은 이
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광주에서는 피의
학살이 자행되었다. 반면 1948년 10월 대한민국 국군은 군인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명령에 저항하고 출동을 거부하였다. 어떤 군인이
올바른 군인인가? 어떤 군인이 국민의 군인인가? 어떤 군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
제14연대 병사들은 군인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명령이자, 부
당한 명령에 총궐기로 항명하였다.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병사위원회
32) 제6공화국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
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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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살피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상황을 정확하
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병사위원회의 주장이 정당한지도 판가
름하는 척도가 된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제주4･3항쟁 발발 당시 제주도 제9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제주4･
3항쟁을 미군정의 감독 부실과 실정으로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것으로
보았다. 관의 극도의 압정을 견디지 못한 제주도민의 불의 항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도에 파견된 판･검사 조사단에서도 “경찰의 가혹
한 행동과 청년단원들이 경찰 이상의 경찰권 행사로 인하여 인심을 잃게
된 것이 제주4･3사건의 원인이었다”고33) 했다. 제주4･3항쟁 당시 제주도
공보원장 알버트 필립슨은 강원도 춘천 공보원장으로 부임하여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주도의 소요 원인은 본도인의 배
타사상과 군정 관리의 발호 및 악질 경관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반감을 산 데 기인한 것이다”고34) 밝혔다.
제주 출신으로 현지를 취재한 홍한표는35) “1. 경찰의 가혹한 행동이 민
심을 잃었다는 것. 2. 사설 청년단체원들이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하
였다는 것. 3. 관공리가 모리에만 열중하고 사무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도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 4. 외부세력의 침입에 대한 도민의 감정 악
화 등인데 이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다만 경찰 당국에
서는 남로당의 모략이 선행된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밖에 법조계라든지
언론인 측에서는 상기 원인이 먼저이고 좌익은 곪을 대로 곪은 것을 터뜨
린 것”이라고 기록을 남겼다.36) 판･검사 조사단과 알버트 필립슨과 홍한
표의 제주4･3항쟁 발발 원인은 김익렬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고자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은 “이 사건의 평
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으나37)
33) 박근영 검찰관(동아일보, 1948년 6월 15일), 서울지방심리원 양원일 판사(조선일보, 1948년
6월 17일).
34) 서울신문 1948년 9월 26일.
35) 홍한표는 여순항쟁 때 여수와 순천을 취재하여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를 신천지 11월호와 12
월호에 실었다.
36) 홍한표,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 신천지 1948, 8월호.
37) 김익렬은 1948년 8월 6일～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고문을 작성했다. 아울러 김익렬은 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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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것은 제9연대장 해임이었다. 얼마 후 여수 제14연대장으로 부
임하였다. 이때 김익렬은 평화협상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미군정의
전략적 행위를 몸소 체득한 상태였다.
미군정은 강경 진압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김익렬 후임으로 경비대 총사
령부 인사과장인 박진경 중령을 내세웠다. 박진경은 취임사에서 “우리나
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
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38) 천명했다. 박진경 연대장 취임 이후
제주도는 급격하게 희생자가 늘었다. 제주도민의 희생자가 늘어난 것에
불만을 품은 제9연대 소속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등은 6월 18일 새
벽에 박진경을 암살하였다.
문상길은 재판에서 “30만 도민을 동족상잔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경비
대의 근본이념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정신을 원만한 해결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서39) 살해 동기를 밝혔다. 손선호 하사도 박진경 연대장 부임
으로 벌어진 주민 학살의 실태를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나의 생명이 3십
만 도민을 위한 것이면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면
서40) 박진경 살해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다. 동포의 학살에 앞장
선 사람을 처단했다는 비분강개를 느낄 수 있다.
문상길과 손선호가 총살형을 선고받자 종교･사회단체･정당 등에서는
“문 중위 등의 의거는 실로 민족정기의 발현임에도 불구하고 총살형 언도
는 언어도단으로 즉시 총살 언도 철회를 강경히 요구한다”는41) 성명서가
줄을 이었다.42) 김익렬과 문상길･손선호의 행동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동족상잔’이다. 육지에서 군과 경찰의 제주도 출동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미군정 지휘 아래 제주도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것
이었다.
언론에서는 지속해서 문상길 손선호의 재판과정, 처형장면까지 보도한
다.43) 이로 인하여 고립된 섬 제주에서 벌어진 일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1988)에 4 3의 진실 이란 유고록 남겼다. 기고문과 유고록은 4월 28일 평화회담을 중점으로 다
루었으며, 미군의 작전 형태 등도 서술하였다. 최근에 기고문과 유고록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 , 비교 분석한 결과 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으
에서는 차이가 다.
38) 김익렬, 앞의 , 344～345쪽;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 도 다”(한성
일보, 1948년 8월 19일).
39) 서울신문, 1948년 8월 13일.
40) 서울신문, 1948년 8월 15일.
41)  립신보, 1948년 8월 28일.
42)  립신보, 1948년 8월 28일; 국제신문, 1948년 9월 5일.
43) 서울신문, 194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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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제14연대 군인들도 제주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
을 것이다.

2. 미군 즉시 철퇴
제주도 진압작전은 미군정의 지휘와 통제에서 이루어졌다. 미군정은 4
월 5일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통행증제’를 실시
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미군정은 4월 10일 국립
경찰전문학교 간부 후보생 100명을 2차 응원대로 파견했으며,44) 4월 20
일 국방경비대 제5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국방경비대에는
기관총과 카빈총, 탄약을 보급했다. 이어서 “L-5 비행기 두 대와 국방경
비대 1개 대대를 파견하고 매일매일의 상황보고를 무선으로 보고할 것”
등 강경 진압작전을 지시하였다.45)
군정장관 딘 소장은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에 앞서 불법 집단 지도부
와 접촉하고 항복할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무공작을 병행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46) 이는 김익렬과 유격대 김달삼의 4･28평화협상
으로 결실을 보았다. 하지만 미군정의 4･28평화협상 의도는 선무공작보
다는 적의 근거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47) 세칭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평화협상이 파기된 이후 5월 5일 제주읍 미군정청
회의실에서는 미군정 ‘최고 수뇌부 회의’가 개최되었다.48) 이 회의에 참
석한 민정장관 안재홍의 회고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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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상사 총살형 목 기
수 에서
조선 1948년 9월 23일 하오 3시 35분 동 45분,
동방 5리 지점 이름 는 은
산기 에
온 10발의 총탄은
은 생명을
아 가고
다. 육군 제11연대 육군중위
(23), 일등상사
(22) 미군장교 2명, 관계인 장교 그리고 기자 회 하에
“ 물 살을 최후로
문상 은
다. 여러분은 조선의 군대
다. 지 바라건대
의 아
의 아
를
하는 조선군대가 되지 기를 바라며
다.” 외치는 성도 아 며 부르 는 리도 아 다.
다시 선호상사가 걸어가며 미 를
로 상관들에게 일일이 목례를 한다. 유 으로 “
한 조선
군대가 되어 주 시오.” 단 한
“
어 총.” 이 때 “오 3천만 민족이여 ” 상사의 에서 러 온
. 이 이 사라지기 전에 “
.” 다 발 원 총 은 상사의 가 을 었다.”
44) 동 신문, 1948년 4월 13일.
45) 양정심, 제주4 3항쟁 연구 , 성 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90쪽.
46) 위의 내용은 1948년 4월 18일에
군정장관이 제주도 제59군정 중대장에게 보 작전지시문이다
(
,
338,
.11070,
.
. 84). 양정심, 앞의 논문 재인용.
47) 국제신문, 1948년 8월 8일.
48) 군정장관인
장, 유해진 제주지사,
제주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정관, 호성 총사령관,
조병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도 경찰 찰 장,
장 전용 통역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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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5월 초 나는 ‘경무부장’ 조병옥,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성
등과 함께 미군정 장관인 딘을 따라 비행기 편으로 제주도에 갔던 일이
있다. 그것은 1948년 4･3 봉기 이래 날로 높아 가는 제주도 인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우리 일행이 서울에 돌아왔을 때다. 당시 미 군
사고문단장인 로버츠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국방경비대사령관’ 송호성
을 따로 불러 놓고 “미국은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 모슬포
에다가 비행기지를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
했다.49)
미군정에게 있어 제주도는 자국의 이익에 필요한 군사기지로만 인식되
었다. 미군정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었다.50) 안재홍의 글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 독립이나 자결권보다
는 항상 우위에 있었다. 리차드 로빈슨(Richard D. Robinson)은 “결국 미
국의 남한 점령의 근본적인 사명은 한국에 민주주의를 수립하기보다는 소
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팽창하는 것에 대응할 만한 보루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51) 소련의
이데올로기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에 반공주의 국가 건설이 미국의
구상이었다. 한편으로 “보루를 구축”한다는 것은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
을 고려한 대응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John S. Mansfield)와 제9연대장 김익
렬은 한사코 초토화 작전을 반대했다. 그런데도 미군정은 제주도를 하나
의 군사기지로 인식하고 강경 진압작전에 임했다. 미군정은 자국의 이익
을 위해서는 조선 사람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는 미군정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하달받은 치밀한 명령이었다.
제주도 주둔 국방경비대와 제주4･3항쟁 이후 설치된 전투사령부는 미
군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 제주4･3항쟁 발발에서부터 5월 초까
지 당시 미군 최고지휘자는 맨스필드 중령이었으나, 5월 10일경부터는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이 부임하였다. 브라운 대령은 제2차 세

49) 안재홍 유고집, 1965년 12월 25일, 조국통일사.
50) 양정심, 앞의 논문, 93쪽.
51) 리차 로
, 정미 역, 미국의 반, 과학과 사상, 1988.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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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전 당시 ‘전선의 전사(front-line fighter)’란 호칭을 얻었다.52)
이때는 이미 딘(Dean W. F) 군정장관이 4월 29일과 5월 5일 두 차례
제주도를 방문한 후이다. 당시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일권 총참모장은
박진경 암살 고등군법회의에서 “5월 3일 이후 딘 군정장관 등은 현지 지
휘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단시일 해결책으로 단연 공격작전으로 나가게
되었다”고53) 밝혔다. 딘 군정장관의 제주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새로 부
임한 브라운 대령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 브라운 대령은 “나는 원인에
대하여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시키는 것뿐이다”고54) 말하면서 빠
른 시기에 진압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브라운의 자신감은 제주도민
80%가 공산주의자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으로 변질되었다.55)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군사고문단은 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무기 공급
과 토벌작전 계획 등을 지시하였다. 제주도에서 동족상잔의 잔혹한 학살
은 제주도 현지 사령관의 인식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군사기지화를 이루
기 위한 미군정 최고지휘자의 방조에서 기인하였다. 미군정의 제주4･3항
쟁에 대한 인식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김익렬이다. 제14
연대의 미군 즉시 철퇴 주장은 당시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제주
도에서 벌어지는 학살의 모든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
이었다.
박진경 연대장 암살 이후 제주도 진압작전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8
월 20일을 전후 응원경찰 800명가량이 제주에 증파를 결정하고 8월 25
일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에서는 ‘최대의 토벌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내용이 포함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제주도민은 평화적으로 해결해 달라
고 요청하였지만 ‘일대 소탕전’을 의미하는 증원부대가 파견되었다. 각 정
당 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무력에 의한 해결을 반대하
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56) 내용이었다.
결국 10월 11일 경찰 주도의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대신하여 군인이
주도하는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주도는 초토화 작전에 돌입
한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조치였다. 동포를 학살하라는 결
정에는 미군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제14연대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미군

허

험

52) 호준,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4 3 경 과 인식 , 민주주의와 인권 11, 2011, 294쪽.
53) 한성일보, 1948년 8월 14일.
54) 조선중 일보, 1948년 6월 8일.
55) 호준, 앞의 논문, 295쪽.
56) 조선중 일보, 1948년 9월 7일; 국제신문, 1948년 9월 8일;  립신보, 1948년 9월 8일; 조선일보
, 1948년 9월 9일;  립신보, 1948년 9월 9일; 조선중 일보, 194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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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에 친일파를 등용하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등에 불만이 고조되
었던 이들은 제주도 상황까지 인식하게 되면서, 이 문제의 근원을 미군으
로 규정하고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였다.

3. 국방부 지휘관의 제주도 상황 인식
제주 상황이 초토화 작전에 돌입할 정도로 심각하였는지 국방부 고위
지휘관들의 상황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여수 제14연
대 파견의 적절성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박진경 암살 이후 새로 부임한 최경록 제11연대 겸 제9연대 연대장은
임무를 마치고 수원으로 귀환하는 담화에서 “제주도 사태 수습에 있어서
무력 해결로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57) 또한 함께 귀환한 김
용주 제3대대장은 제주4･3항쟁의 상황과 원인으로 “부락에는 가축만 남
아 있고 대개가 산으로 도망하고 없다. 이는 경찰의 탄압과 폭도들의 유
인이 원인이다”고 하였다. 폭도들의 유인도 있었겠지만, 경찰의 탄압으로
제주도민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박진경 이후 부임한 제9연대 최경록 연대장의 당시 제주도 상황 인식은
한 신문의 사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설을 요약하면 “단순히 무력에
의한 토벌 그것만으로는 해결을 기약키 어려운 점은 현지의 국방경비대며
경찰의 책임자가 누누이 지적하였다”면서 “일찍부터 정치적 비상 수단을
베풀 것을 군정 당국에 경고한 바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군의 토벌작전
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는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병행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러면서 “군의 행동은 어디까지 동원된 본정신과 애족애국의
군 본래의 사명에서 사건 수습의 주도적 기능을 발휘케 하여야 할 것이었
다”고58) 강조하였다.
제주 주둔 제9연대는 제3여단에서 1948년 8월 8일자로 광주 제5여단
예하부대로 소속이 바뀌었다.59) 제5여단장 김상겸 대령을 대리하여 참모
장 오덕준(吳德峻) 중령은 8월 30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 상황을 점
검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앙

57) 조선중 일보, 1948년 7월 29일.
58) 조선일보, 1948년 9월 9일.
59) 7월 21일 부산 제5연대, 대구 제6연대가 제주도에 파견된
여단 속이었기 때문이다.

소

것은 같은 제주도 제9연대와 같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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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연대가 제5여단 관하로 소속된 후 본도 순시와 아울러 본도 사태
를 조속히 해결코자 함이 본관이 내도한 제일 목적이다. 제주도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으므로 군으로서는 사태 수습의 방법을 완화책에
서 구할 것이며, 그 단계로 선무 등을 적극 전개하며 동요 중에 있는 도
민들의 민심을 수습코자 하고 있는데 벌써 군의 의무반이 농촌에 나가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방의 민심 수습에 현저한 성과를 얻었다.60)
오덕준은 8월 30일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 일주일간 제주도 사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지를 시찰하며 상황을 파악하였다. 오덕준이 본 제주
도는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었다. 군은 선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 군 의무반 등이 농촌에서 선무활
동을 전개한 결과 현저한 성과를 내는 것을 오덕준은 확인하였다. 강경
진압작전보다 선무활동의 전개를 통해 제주도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파악하였다. 오덕준은 “도민들의 왕성한 근로정신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나는 앞으로 건군에 있어 근로정신을 모범하도록 할
작정이며 광주로 돌아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면서
제주도민의 왕성한 근로정신에 큰 감동을 하였다. 이는 군인을 투입할 이
유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9월 초순으로 들어서면서 제주도는 유격대의 활동이 재연될 기미가 나
타났다. 국방부에서는 육군총참모장 정일권(丁一權) 대령과 해군총참모장
김영철(金英哲) 대령을 10월 1일 현지로 파견하였다.61) 5일 동안 현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정일권 대령은 제주도의 현 사태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평온하다고 제주 상황을 전하였다. 유격대의 치고 빠지는 전투(빨치산전)
가 9월 초순부터 숫자상으로 많아졌지만, 평온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정일권은 군대가 제주도에 파견되어 있으면
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미안해하면서 조속히 해결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여순항쟁은 지금껏 군인이라는 신분에 얽매여 사건 자체를 제대로 분석
하지 못하고 ‘반란’이라는 오욕의 역사에 묻혀 있었다. 군사주의 문화의
습성화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수 제14연대 군인의 제주도 출동은
60) 동아일보, 1948년 9월 7일.
61) 국제신문, 194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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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적절하게 활
용하여 자신의 정권 유지에 온갖 힘을 쏟았다. 그러는 사이 여순항쟁 발
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제14연대 제주도 출동 거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5장. 불의에 저항한 민중의 힘
여순항쟁은 제14연대 군인의 궐기로 시작하였다. 민중의 합세와 지지가
이어지면서 대중적 실천 저항으로 발전하였다. 군에 의해서 촉발된 봉기
가 전남 동부지역 민중의 대중적 실천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봉기군이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면서 인접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광양･보성･고흥･구례 등에서는 봉기군이 도착하기 전에 경찰과 우익 인사
들이 모두 피신하면서, 지방 좌익은 군중을 선동해 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기관을 무혈점령하였다. 그동안 비합법 상태에서 지하활동을 하던 인민위
원회를 비롯한 민애청, 민주학생동맹, 합동노조, 철도노조, 여맹 등이 봉
기에 가담하며 지역을 장악하였다. 여수의 경우 10월 20일 오전 10시경
에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재결성되고 오후 3시경 인민대회(읍민대회, 시민
대회)가 열렸다.
지역별로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여수의 경우 초
보적이나마 인민행정이 이루어졌지만, 순천의 경우 행정력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벌교와 고흥 등에서도 인민재판이 있었다는 정도가 인민위원회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심을 선동하고 민중의 동조를 끌어냈던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다. 특히 여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그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수를 제외하고는 점령 기
간이 2～3일에 불과하여 인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보이지 못했
다.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인민위원회가 작동되었던 여수군 인민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활동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다.
여수군 인민위원회는 여수읍사무소에 둥지를 틀었다. 10월 20일 인민대
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6개 항｣은 거리 곳곳에 삐라로 부착되었으며 10
월 24일 여수인민보에 실렸다. 다수의 기록에는 ｢혁명 과업 6개 항｣으
로 소개되기도 한다. ｢결의안｣은 한국어로 된 신문을 무쵸가 영어로 번역
(‘Resolution’)하였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그 의미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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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인다. 당시 신문에도 ‘결의문’이라고 하였다.62) ｢결의안 6개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늘부터 인민위원회가 모든 행정기구를 접수한다.
2.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
성을 맹세한다.
3.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에 팔고 있는 이승만 정부를 분쇄할 것을
맹세한다.
4.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민주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5.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모든 비민주적인 법령을 무효로 한다.
6.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 등을 철저히 처단한다.63)
여수군 인민위원회의 ｢결의안 6개 항｣은 병사위원회의 ｢애국인민에게
고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애국인민에게 고함｣은 군인의 사명, 현 정권
의 불합리, 제주도 출동의 부당성을 알렸다. 봉기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제주도 출동 거부의 정당성을 인민에게 알리고
자 한 것이다. 반면에 여수인민위원회의 ｢결의안 6개 항｣은 행정을 어떻
게 펼치겠다는 의중을 인민에게 선포하였다.
10월 20일 인민위원회는 모든 행정기관을 접수하였다. 군청 업무는 10
월 22일 오전 10시 정식으로 인계하였다. 해방 정국에서 건준과 인민위
원회가 미군정이 진주하기 전까지 여수의 행정을 도맡았던 경험에서 “모
든 행정기구를 인민위원회가 접수한다”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2항에 나타난 ‘조선인민공화국’의 충성 맹세이다. 이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책들도 있다. 해방 정국에서
좌익진영은 신탁통치 찬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남북한 분단 5･10선거에
서 좌익진영은 경찰서 등을 습격하면서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여수
지역에서도 전국적 상황에 맞춰 일련의 활동이 이어졌다. 결의안에 표현
한 ‘조선인민공화국’은 1945년 9월 9일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한 ‘조선
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여수군
인민위원장 이용기, 박채영 등이 건준에서 인민위원회로 전환 이후에도

접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
섯
From John Muccio to the ecretary of state 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 Rebelion(1948.
RG ID File No

62) 경향신문, 1948년 10월 31일에는 “대회 결의문은 인민위원회의 행정기관
수호와 성 맹서 등의 여 가지 항목이었다”고 보도하였다.
63)
S
,
11.4),
319,
. 5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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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활동했고, 이는 여순항쟁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3항은 당시 분단의 책임이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에게 있다는 것을 드
러내고 있다. 또한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남한의 분단정권 자체를 미국이 한
국을 식민화하려는 의도로 보았다. 그래서 법령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해
방 정국에서 민중의 적으로 간주되었던 민족 반역자와 악질 친일 경찰을
철저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친일경찰 처단은 토지개혁과 함
께 민중에게 가장 호응이 컸을 정책으로 보인다.
｢결의안 6개 항｣은 인민위원회가 여수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선
언이었다. 인민위원회는 어떤 행정을 펼쳤을까? ｢주요 과업 6가지｣를 살
펴보면,
첫째, 친일파･모리간상배를 비롯하여 이승만 도당들이 단선단정을 추진하
는 데 앞장섰던 경찰･서북청년단･한민당･독립촉성국민회･대동청년
단･민족청년단 등을 반동단체로 규정하고 그들 중 악질적인 간부들
은 징치하되 반드시 보안서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형, 징역, 취
체, 석방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 둘 것은 악질 경찰을 제외하고는 사형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부득이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둘째, 친일파･모리간상배들이 인민의 고혈을 빨아 모은 은행 예금을 동결
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입니다.
셋째, 적산가옥과 아무 연고도 없는 자가 관권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앗은
집들을 재조사해서 정당한 연고권자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넷째, 매판자본가들이 세운 사업장의 운영권을 종업원들에게 넘겨줄 것입
니다.
다섯째, 식량영단의 문을 열어 굶주리는 우리 인민 대중에게 쌀을 배급해
줄 것입니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문을 열어 무산대중에게 은행돈을 빌려 줄 것입니
다.64)
이용기는 10월 20일 여수군 인민대회 위원장 취임 인사말에서 ‘인민위
64) 김계유, 1948 여순봉기 , 역사비평

겨울, 1991.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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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중요 과업 여섯 가지’를 발표했다고 김계유는 기록하고 있다. 이
미 인민위원회의 ｢결의안 6개항｣ 발표한 상황에서 또 다시 ｢주요 과업 6
가지｣를 발표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 주목할 점은 ｢주요 과업 6가지｣
는 10월 24일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여수인민보를 번역한 무쵸
의 ｢여수반란의 개요와 관찰｣에는 없다는 것이다.
당시 20일 여수군 인민대회 상황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는 여건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김계유는 훗날 자세하게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인민대회에서 ｢주요 과업 6가지｣를 비롯하여 지창수가 해방군 연대장으
로 연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창수 연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65) 그런 점에서 ｢주요 과업 6가지｣는 인민대회에서 발표
된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가 펼친 정책을 보고 정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여수군 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 결성되어 1946년 5월 15일 공식적으
로 해산하였다.66) 표면적으로 미군정의 탄압을 피하고자 해산을 선언하
였지만, 인민위원회는 지하 활동을 지속하였다. 인민위원회 활동은 기층
민중과 함께하였고, 그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주
요 과업 6가지｣는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실천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째 과업에서 “친일파, 모리상간배, 악질 경찰을 처단한다”는 것은 당
시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우익 인사와 경찰을 처단하였다. 물론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적 학살도 있었다. 또한 “보안서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형, 징역, 취체, 석방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발언은 우익 인사 처리와 관련하여 신중한 자세를 가졌던 이용기의 성품
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67) 인민위원회는 우익 인사 처리와 관
련하여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다. 이용기는 온건파로서 되도록 처형하
는 것을 반대하였다. 반면 서종현 등 강경파는 우익 인사 처형을 강력하
게 주장하였다. 온건파와 강경파의 또 다른 특징은 토벌군이 여수를 탈환
한 시점에 온건파는 피신하였다가 체포됐지만, 강경파는 백운산으로 입산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68)
둘째와 셋째 과업은 친일 인사의 호의호식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것으

책

65) 주철희, 앞의 , 103～105쪽.
66) 동아일보, 1946년 6월 4일.
67) 김형도, 여수의 란의 고 와서 , 기 교와 가정창간호, 1948년 12울, 41쪽.
68)
산에 산한 유목 이 립한 ‘여수부대(일명 유목 부대)’가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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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우익 인사들의 경제적 기초를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인민위원
회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69) 10월
22일 오후부터 여수인민위원회는 친일파와 모리배의 은행 예금고를 조사
하였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경찰
과 우익 정당･단체 부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주민에게 분배하였다.70)
넷째 과업은 공장 기업 등을 인민의 소유로 선포하고 노동자와 사무원
의 자치조직인 ‘종업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도록 하였다. 또 ｢결의안 6
개항｣으로 발표한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실천하기 위해 여수군 돌산면과
삼일면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여수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천일
고무에서 생산한 농구화(찌까다비)를 민중에게 무료로 분배하였다.
다섯째 과업은 당시 민중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여순항쟁이 발발
하기 전인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2기분 배급을 주지 못하였다.71)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쌀에는 겨와 모래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식량영단 직원, 관리들, 도정업자는 쌀을 빼돌리면서 쌀이 없
다고 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가 식량영단의 창고를 열었을 때는 쌀이 썩
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미곡 수집에 열을 올렸고, 불응한 농민은
경찰서로 끌고 가 투옥하였다. 여수인민위원회는 1인당 3홉의 쌀을 배급
하였다.
여섯째 과업으로 인민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을 접수하여 금융 대출 신청
을 받았다. 금융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정
책이 실현되었다. 모든 인민을 최우선에 두었기에 가능하였다.
여수인민위원회는 인기 영합주의였는지, 아니면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
기 위해서인지, 그도 아니면 일제강점기부터 추구했던 그들의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인민위원회를 통해 인민 대중과 함께하
려고 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주요 과업 6가지｣라고 했던 정책은 인민
위원회에서 실천되거나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쓴 활동이었다. 인민위원회
의 활동은 토벌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도 크게 역할을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여수 점령 작전을 2차례 있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5
차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의 2차례 전투는 10월 24일 미평전투
(지역에서는 잉구부 전투)와 26, 27일 여수 총공격 등으로 분류한다. 지
역민들의 5차례 전투는 1차 10월 23일 해군과 제5연대의 여수 상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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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김득중, 앞의 , 164쪽.
70) 대동신문, 1948년 10월 28일.
71) 호남신문, 194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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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월 24일 잉구부 전투, 3차 10월 25일 해군과 제5연대 상륙작전,
4차 10월 26일 총공세와 제5연대 상륙작전, 5차 10월 27일 육해공 합동
작전이다.
토벌군의 여수 점령 작전을 먼저 살펴보면, 10월 19일 밤 총궐기한 봉
기군 주력부대는 20일 아침에 순천으로 북상한다. 나머지 병력도 10월
22일과 23일 전후하여 대부분 입산한다. 토벌군의 전투를 막아낸 것은
대부분 시민군이었다. 예컨대 10월 23일 해군과 제5연대 상륙작전은 시
민들이 모자를 씌운 허수아비를 세워 병력이 많은 것처럼 위장전술을 사
용하여 막아낸다.72) 10월 24일 잉구부 전투도 봉기군의 잔류 병력에 대
부분 시민군이 길목을 막아 기습 공격한다. 10월 26일 총공세에서 시민
군은 덕충동 고개와 종고산, 마래산을 이용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토
벌군(제3연대)의 공격에 대응한다. 10월 27일 극소수의 봉기군과 시민군
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군은 포탄과 총격을 무참히 난사하면서 진격하
여 시내에 불이 난다. 국군이 정보만 제대로 파악하였더라도 육해공의 총
공격은 필요치 않았다.73)
여수시민이 5차례 공세를 맞아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여수의 지리적 공간이다. 여수는 반도
지형으로 육지에서 진입은 북쪽 순천에서만 가능하다. 동쪽, 서쪽, 북쪽에
서 공격했던 순천과 다르게 북쪽에서 들어오는 길목만 지키면 육군의 공
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잉구부전투(국방부 미평전투)가 대표적인 사례이
다. 여수 지형을 파악하지 못한 송호성 사령관이 순천을 점령한 기분에
도취되어 무작정 밀고 들어왔다가 종고산과 장군산 협곡으로 이루어진 잉
구부에서 잠복한 봉기군의 습격을 받아 패퇴한다. 해상 상륙을 시도한 해
군과 제5연대도 여수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상륙만 시도하다보니 실패한 것이다.
둘째는 여수 시민의 민심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펼쳤던 정책
과 인민위원회의 정책에서 시민들의 민심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당시
민중의 경제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였다. 그런데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외면하였다.

72) 부산신문, 1948년 10월 30일.
73) 김 원, 여수향토사,천일출판사, 1962, 6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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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민심이라는 것이 한말에 동학 난리가 났을 때처럼 사람이 살
자니 한계점에 달해 살 수가 없어요. 우선 경찰의 횡포가 하늘에 닿고,
또 생활고라는 것도 아마 전대미문일 겁니다. 당시는 모두 아낙네들이 주
로 무엇을 하냐면 새벽같이 모두 비지 집에 가서 비지를 사려고 줄을 서
야 했고 또 술 찌꺼기라도 얻어 가지고 그것을 끓여 먹으려고 술 도갓집
에 가서 줄을 서야 했고, 촌에 가면 모든 남녀가 들이나 산에 가서 나물
도 뜯고 소위 초근목피라고 남녀가 동원이 되고, 그렇게 식생활이 곤란하
다고 말한다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테지만 그때 사람들은 먹고 산다
는 것이 큰일이었다. 한 번 뒤집어 봐야 된다. 또 한말에 동학 난리가 났
을 때 민심이 그렇지 않았는가.74)
당시 경제적 상황이 1894년 동학 때처럼 한계점에 달했고, 경찰의 횡포
가 하늘에 닿았다고 한다. 새벽같이 비지 집에 가고, 술 찌꺼기로 얻기
위해 도갓집에 줄을 서고, 초근목피에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경제적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하물
며 배급까지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쌀에는 겨와 모래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식량영단 직원, 관리들, 도정업자는 쌀을 빼돌리면서
쌀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식량영단 창고를 열자 쌀이 썩고 있었다. 쌀
이 없어 배급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관료와 부패한 도정업자의 결탁이 있
었고, 경찰은 눈을 감고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민중이 요구한 사항을 정확하게 직시했으며, 짧은 기간이
었지만 그를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인민위원
회에 대한 신뢰는 토벌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토벌
군의 4차례 공세를 막아낸 주력이 시민군이었다는 점이다. 인민위원회에
서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에 팔고 있는 이승만 정부를 분쇄할 것을
맹세한다”는 등의 선동만 있었다면 시민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
이다. 인민위원회의 ｢주요 과업 6가지｣ 실천적 행동이 있었기에 토벌군의
공세까지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인민위원회에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도 작용
했을 것이다. 인민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청 서기 김계유 증언(MBC,

74) 여수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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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특히 인민위원장을 했던 이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신임도는 매우
컸다. 10월 17일 서울에서 온 김형도 목사도 그를 만났던 장면을 소개했
는데, “위원장은 점잖고 겸손했다”고 하였다.75) 여수시장을 역임한 김선
규는 “그 양반이 고진이지. 고진. 그 양반이야 일제 때부터 독립운동만 했
고, 항상 백성들의 먹을거리만 걱정해”라면서76) 이용기를 회상하였다.
해방된 땅에서도 여전히 민중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권세를 지키고 누
렸던 친일파 관리와 경찰. 식량영단 창고에는 쌀이 썩어 가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민중을 굶겼던 악덕업자. 민중은 발버둥 쳤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일제강점기가 그립다고 할 정도였다.
제14연대 군인의 봉기는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여수군 인민위원회는 민중
의 고통을 헤아리고 실천적 행동으로 행정을 이끌었다.
제14연대 봉기는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과 전북 경남 일부지역
까지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지방 좌익은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생적
자치 행정조직을 구축하였다. 항쟁이었다. 항쟁은 시민의 호응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부당한 권력의 오판과 함께
이승만 정부의 정책 실패가 그 기저에 있었다. 특히 청년학생이 대규모로
항쟁에 가담한 사실은 광범위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1948년 10
월 19일, 여순항쟁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이다.

6장. 맺음말
역사 기록에서 적합한 용어 또는 명칭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용어의
선택이 역사적 성격은 물론 대중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역사는 겹겹이 싸인 수많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오랜 역사,
수많은 사건에 부여된 명칭, 명칭은 누구에 의해 작명되었던 것인가? 학
문적 연구의 평가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성격 규정을 통
해 명칭이 부여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관용적으로 사용한 용어
를 그대로 쓰게 된다. 관용적 용어에는 권력 이데올로기가 깊이 투영되어
있다. 권력자와 지배층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물로 여순항쟁은 ‘반란’으로 오랫동안 낙인되었다. 이를 검토하기 위

책

75) 김형도, 위의 , 41쪽.
76) 김선
(2015년 7월 24, 9월 10일) “김선 는 이용기의 집에 살 으며, 미국으로 이민 간 이용기
유족들과 연 이 되어 자의 만남을 주선하 라
다.”

규 증언
락

필

규

느 애썼

옆

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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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건, 반란, 항쟁, 학살’ 등의 역사적 개념을 정리하고, 여순항쟁을 검
토하였다.
여순항쟁을 ‘반란’으로 규정한 가장 큰 원인은 주체가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 때문이었다. 군인은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군사주의 문화의
오래된 습성으로 보는 관성의 결과물이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역
설적으로 표현하면 상관은 정당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자국의
군대에 자국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은 온당한 명령인가.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사명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14연대 병사위원회는 국
군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총궐기하였다.
반헌법적이고 반시대적인 명령은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정치․사회․경
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이승만 정권에 민중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여순항쟁은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지난 역사와 동일선
상에서 동등하게 여순항쟁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국군이라는
신분을 폭넓게 해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승만의 반공국가 구
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만 접근한 경향이 있었으며, 지역에 국한한 ‘사
건’ 정도로 인식하고 미시적 연구에 접근하지 못한 한계도 여순항쟁 연구
에 영향을 미쳤다. 더욱 진일보한 여순항쟁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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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지방의 범위를 넘어서
박태균(서울대학교)

1. 서론
- 기존 연구: 여순사건 자체에 대한 연구, 구술사를 통한 연구, 여순사
건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반공체제 성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이용기, “여순사건의 기억 더듬기: 14연대 군인들의 구술자료를 중
심으로”, 청람사학 23, 2014, 45-95쪽;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
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09;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
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1987;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
비평 15, 199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제1
집 1998, 제2집 1999, 제3집 2000;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2013; 김학재,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2008; 박정석, “전쟁과 고통: 여순사건에 대한 기억”, 역사비평 64호,
2003
- 여순사건의 정의: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
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
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
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부고서 III』, 70
쪽)
-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지역화의 문제: 좁게는 여수와 순천, 크게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
생한 사건이다. 지역적 사건이며 이는 전국화된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지역을 넘어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2) 사건의 성격 문제: 반란, 봉기, 학살. 이 사건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
장과 핵심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용어가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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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순사건은 지역만의 문제였는
가? 여순사건은 특수한 경우였는가? 아니면 냉전 또는 세계사적 과정에서
나타났던 보편적인 사건의 하나였는가?
4.3사건의 전국화 문제, 광주항쟁의 전국화 문제. 아울러 이들 사건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문제의식. 1947년 2.28 타이완 사건,
1948년 4.3사건, 1965년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 1980년 광주항쟁 등.

2. 국내적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전국화
1) 김구 암살의 문제와 좌익 숙청의 문제
김구 암살 후 정부는 공산주의자와 극우정객이 함께 참여한 반란이라고
발표. 이에 대해서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서 잘 다루고 있다. “김구, 여
순반란 수괴될 뻔했다” “지금도 계속되는 언론의 왜곡보도” “국회의원, 검
사도 빨갱이로 몰려” “환상의 여학생 부대 진실은 무엇인가?”
안두희 재판: 이승만의 성명(1949년 7월2일) “나는 선출된 국회의 몇
몇 의원을 체포하게 된 필요성이 금일 발표된 동 사건의 경찰조사 보고
중에 설명된 것으로 믿는 바이다. 그리고 김구씨를 살해한 동기에 관해서
도 공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발표할 만한 때가 되면 물론 반드시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실을 일반 앞에 공개해 놓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그 생애를 조국 독립에 바친 한국의 한 애국자에 대한 추억에
불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안두희 기소문 요지 “피고는 김구 선생을
향하여 공산주의 이적행위에 가담하지 말고 본심으로 돌아가서 간신배들
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하자 ... 김구 선생이 있음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장
을 주며, 그것이 곧 민주정부 육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여 여순사건 강
표소령 월북사건, 장덕수 사건, 공산당과의 합작 등을 생각하고 미국제
권총으로 약 1미터 거리에서 제1탄을 발사하고 계속하여 3,4발을 쏘았
다.” 심문조서 “나는 이 순간 틀림없이 선생을 국가의 반동으로 생각했
다.”
아울러 혁명의용군 사건: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은 그 주모자 최능진,
오동기, 서세중, 김진섭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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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자기들 몇 사람이 숭배하는 정
객을 수령으로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했다.”(동아일보 1948년 10월
23일자) 이는 마치 5.16 쿠데타 직후 반혁명 사건을 보는 듯하다. 반대파
에 대한 숙청.
최능진의 존재. 해방직후부터 친일경찰 숙청을 주장했던 경찰 출신.
여순사건 이후 진행된 좌익 숙청: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는 것은
한국군 내의 좌익 세력 숙청 사건.
실제로는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정부와 학교 내에서 좌
익을 숙청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레드퍼지”. 냉전 초기 자유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
며,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전후한 시기 매카시즘을 통해 레드퍼
지가 시작됨.

<사진 1>
“King of Spies”에 실려
있는 사진. 한국 경찰과
미군 관계자들이 처형된
게릴라 지도자 김지회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 인
물이

니콜스로

보이며,

김지회는 여순사건의 반
란군 측 지도자였다. 청
년단은 여순사건과 제주
도 4.3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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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King of Spies”에 있는 또 다른
사진. 1950년 군 내 숙청 시 처형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이미 방
송을 통해 몇 차례 방영되었다. 그
러나 그 장면의 반대 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미군과 한국군의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다. 사진 설
명에는 니콜스가 맨 오른쪽에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인상착의 상으로는
가운데 있는 인물로 보인다.

여순사건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사건의 파장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여순사건을 단지 지역적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여순사건으로 촉발된 레드퍼지의 전세계적 상황을 고려
한다면, 여순사건과 그 영향은 한국만의 특수했던 상황이 아니라 세계사
적 보편성을 갖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1945년 8.15부터 한국전쟁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유
형화 문제
미군정 시기 다양한 형태의 봉기가 동반된 사건들이 발생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46년 8월15일의 화순탄광 사건, 동년 9월 총
파업, 동년 10월의 대구사건(또는 대구항쟁), 1948년 2.7 총파업, 4.3 사
건, 9.19 여순사건 등이다.
이 중 1945년과 1946년에 있었던 사건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군정청의 노동정책과 쌀 수집에 대해 반대해서 일어났
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경찰에 대해 반대하는 성격도 갖고 있었
던 대중들의 봉기였다.
이러한 봉기들은 조선공산당이 주도하여 일어났지만, 공산당원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위의 규모가 컸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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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다.
1948년에 일어난 사건들은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진 봉기
였다. 남조선노동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일반 대중들
이 합류함으로써 규모가 커진 경우이다. 1948년의 봉기는 그 성격이 단
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미군정 하에서의 시위보
다도 피해 규모가 컸다. 이는 미군정 하에서의 봉기가 미군과 경찰에 의
해서 진압되었던 데 비하여, 1948년의 봉기는 경찰과 함께 청년단과 한
국군이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군 역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진압에 직접 동원된 것은 한국군과 청년단이었다.
한국전쟁 기간에는 봉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연맹 사건과 거창, 함양 양민학살 사건에서 보이듯이 게릴라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전쟁 기간에 일
어난 사건들은 양만학살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의
사건과 동일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봉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전
의 사건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1945년부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일단의 공통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양민 학살이 이루
어졌다는 점이다. 시위 단순 참가자에서부터 시위나 게릴라 행위와 아무
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진압 과정에서 학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봉기가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했다는 것은 1948년 12월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 이전의 경우 공산주의자들이
개입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 될 수는 없었다. 사회와 치안 불안을
일으키고 파괴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것으로 불법이 되지만, 누가 일으켰
는가를 갖고 불법 여부를 가릴 수는 없었다.
조선공산당은 정판사위폐 사건 이후 남조선노동당이라는 합법 정당으로
통합 개편되었고, 남조선노동당 출범식에는 미군정 인사가 참여했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는 ‘반란’의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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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국군 내부에서 군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했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합류한 일반인들은 시위에 ‘합류’한 그 자체
로서 위법이 될 수 없고, 시위에 합류하여 ‘질서 파괴’ 행위가 이루어졌다
면 그것으로서 위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설혹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위법 행위
가 된다.

3. 세계사적 차원에서 본 여순사건
여순사건을 단순한 ‘양민 학살’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너무나 많
은 사례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947년 2.28 타이완 사
건, 1948년 4.3 사건, 1965년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 1980년 광주항쟁
등 냉전 시기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사건들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학살사건들이 여순사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이다.
문제는 여순사건은 단순한 학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같은 해
에 발생했던 4.3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군 내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대중적인 봉기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사건이 봉기로 발전했던 4.3사건과 일정한 차별성을
갖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발생한 사건에 대중들이 합류하여 대
규모의 봉기로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4.19 혁명이나 부마항
쟁, 그리고 광주항쟁 등이 모두 공통적인 유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과 냉전독재에 반대하는 봉기와 그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단순
시위 합류자, 그리고 시위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학살과 피해가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전쟁 시기에 발생한 학살 사건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한
국전쟁 시기의 학살 사건은 전쟁 기간의 학살이라는 점에서 냉전이라는
상황과도 관련이 되지만, 냉전과 관련없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
어진 학살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냉전 이전에 있었던 나치와 일본 군국
주의자들의 학살,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 있었던 유고 내전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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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봉기 또는 반란이 있었다는 점이 학살을 합리화할 수 있는가?
또한 전국적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반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
되어야 하는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1948년 1년 간 발생했던 사건
들이 갖고 있는 ‘분단정부 수립 반대’라는 공통적인 정치적 목적의 보편
성을 감안한다면, 여순사건이 갖고 있는 탈지역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
다. 4.3 사건의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발생했다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벗어
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모든 정치적 노력들이 전국적 단위에서 먼저 시
작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도 전국적 단위에서 베트콩들
이 활동을 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전국적 단위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반란과 게릴라 활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
초 인도네시아나 1970년대 초 필리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브라질에
서 있었던 Araguaia Guerrilla War 등이 여순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건 역시 특정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고, 이것이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학살 또는 숙청으로 이어졌다.
1979년 10월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이 지속된 엘살바도르에서는 12
년 간 약 75,000명이 살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카터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의 군부 독재 정부에게 하루에 100~2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었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게릴라들은 좌
파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UN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상사 중 85%는
정부군에 의해, 5%는 게릴라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한다. (Michael
McClintok,

The

American

connection:

state

terror

and

popular

resistance in El Salvador, 1984)
‘반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게릴라 전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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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1949년 포로에 대한 제네바 합의에서 ‘조직되지 않았고, 유니
폼도 입지 않은’ 게릴라들에 의한 전쟁과 여기에서 붙잡힌 포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members of organized resistance movements
belonging to a Party to the conflict" 역시 포로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Donald E. Hacker, “The Application of Prisoner-Of-War
Status to Guerrillas Under the First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1978) 이에 대한 규정은 1977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여순사건에서 반란을 일으킨 게릴라들에 대한 처리 역시
POW(전쟁포로)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건은 1948년에
발생했지만, 여순사건으로 시작된 게릴라 전쟁은 한국전쟁 기간까지 계속
되었기 때문에 1949년에 제정된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반란사건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 역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
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글을 나가며
여순사건은 “태백산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모습을 드러
냈다. 역사, 정치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여순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언급이 금기시 되
는 사건이었다.
“태백산맥”은 그만큼 여순사건을 전국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소설로 인해서 여순사건은 한 지역만의 특수한
사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여순사건이 역사 속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국성과 함께 보편적 사건의 하
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둘째로 여순사건이 한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 중 하나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반란’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다른 항쟁과 다르게 인
식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정의도 다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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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이는 ‘냉전’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민전쟁’이라는 관점이 도입되는 것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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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과 반란’의 경계, 여순사건 성격 규정 토론문
김종민(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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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지방의 범위를 넘어서 토론문
강성현(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1. 발표문 내용
- 여순사건에 대한 진화위(2010) 정의에서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 여순사건의 성격을 바라보는 두 개의 축. 하나는 반란/봉기/학살인가?
다른 하나는 지역-특수/전국-보편인가?
- 여순사건의 전국화와 보편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
- “여순사건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사건의 파장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여순사건으로 촉발된 레드퍼지(‘좌익숙청’)의
전세계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순사건과 그 영향은 한국만의 특수했
던 상황이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사건”
- 발표문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양민학살”이 발생했지만, 여순사건과 한
국전쟁기 학살사건의 차이는 봉기/반란의 유무. 봉기/반란으로 인한 파
괴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학살로서 진압하는 것은 위법임. 이 논의를
세계사적 차원으로 확장해 비교함
- 위에서 언급한 두 축을 교차시키며 여순사건을 지방을 넘어 전국화시
키고, 특수한 사건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편성이 있음을 논의하다보니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비약이 많아 토론하기가 쉽지 않음. 동의할
수 없는 대목도 있음

2. ‘제노사이드’로 본 여순사건의 전국화와 보편화
- 여순사건은 반란/봉기/학살, 어느 한 면만으로 틀 지우기 어렵다고 판
단함. 나는 이 문제를 제노사이드 문제로 대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
순사건의 전국화와 보편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함
- 여순사건은 제노사이드인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집단살해? 한국
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학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음. 집단 성

여순항쟁 7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87

원들에 대한 대량학살 같은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집단의 삶의 토대
및 사회적 양식에 대한 사회적 파괴를 포함해야 함. 제노사이드 유엔
협약의 정의(국민, 인종, 민족, 종교집단을 전부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살해 등)를 둘러싸고 전개된 비판적, 대안적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음.
- “제노사이드는 민간인 사회집단들을 파괴하려는 무장권력조직들과 이
파괴에 저항하는 그 사회집단 및 여타의 행위자들 간의 폭력적인 사회
갈등의 유형 혹은 전쟁이다. 제노사이드 행위는 무장권력조직들이 민
간인 사회집단들을 적으로 다루거나, 무장권력조직들이 그 집단의 성
원으로 간주한 개인들에 대해 살해와 폭력, 강제력을 이용해 그 집단
들이 실제 가지고 있거나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힘을 파괴하려
는 행위다.”(마틴 쇼)
- 더 나아가 무엇이 어디까지가 제노사이드인가 논쟁을 넘어 제노사이드
사례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출현했던 제노사이드 메커
니즘 연구, 즉 제노사이드가 발생하는 정치/사회/문화/심리 구조와 수
행의 조건들, 상승하는 단계에 대한 논의들은 여순사건과 학살의 보편
화 문제를 사고할 때 매우 유용함
-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을 포함해 진화위가 범주화한 한국전쟁기 예비
검속사건, 형무소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부역혐의사건, 군경토벌관련
사건, 미군사건, 적대세력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 처형, 보복의 성격을 갖는 대량학살 사건들임. 이 사건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지 말고, 밀접하게 연관해 분석해야 전모를 파
악할 수 있음
-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이 초토화 대량학살로 전개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작용. 두 사건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어떤 국가를 건
설할 것인가를 둘러싼 내전적 성격의 비대칭적 사회갈등이었고, 대량
학살과 광범위한 사회적 파괴로 귀결. 제주와 여순사건은 195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벌어진 군경토벌사건으로 연속. 제주와 전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작전지역내
주민들의 삶이 파괴. 한국전쟁 동안에도 제2전선 지역 주빈들은 학살
되었거나 집단소개되어 삶의 기반이 뿌리째 뽑혔음. 또한 전국적으로
소개된 보도연맹원, 요시찰인, 불순분자에 대한 예비검속 사건은 제주
와 여순지역에서도 피해가 컸음. 전쟁 전 두 사건으로 각종 명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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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삶과 죽음을 갈랐음. 형무소재소자학살도 마찬가
지. 기결/미결, 단기/장기형 가리지 않고 학살된 ‘좌익수’ 안에는 제주
와 여순관계 재소자들이 있었음. 대부분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기록도 없었음. 미군사건 역시 제주와 여순사건과
분리되지 않음. 미군이 두 사건에 직접 개입했고, 강경토벌진압을 결정
했으며, 학살이 발생했음. 마지막으로 제주와 여순사건 안에 봉기/반란
군 또는 무장대/빨치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적지 않게 존재함
- 한국전쟁 동안 전국에서 발생했던 모든 유형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제주도와 여순, 전남지역에서 예비되어 ‘전국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안에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발생
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의 유형이 이미 압축적으로 전개되었음
- 여순사건의 보편화는 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의 일반 이론 차원에서 논의
할 수 있음. 공통적인 사회심리적/단계적 메커니즘이 있음. 표적이 된
민간인 사회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가해 무장권력집단의 조직화, 예비
적 파괴(국지적 학살), 절멸(대량학살의 확산), 부정. 비인간화는 위생
(해충화), 문학(귀축화), 종교(악마화) 담론과 예비적 파괴가 조응해
진행되면서 죽여야 하는, 죽여도 되는 ‘절대적 적’, 빨갱이 적으로 이어
짐. 가해 무장권력집단의 조직화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노사이드 행
위를 정당화하고, 서로를 더 동일시하게 되며, 권력을 강화시켜 나감.
가해집단의 정체성이 곧 지배적 정체성이 됨. 예비적 파괴는 절멸의
전조임. 예비적인 물리적/사회적 파괴 수준이 가혹할수록 절멸은 폭과
깊이에서 훨씬 상회함. 마지막으로 부정도 제노사이드의 연장에서 바
라봄. 가해 무장권력집단은 대량학살 사실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정당
화함. 파괴된 민간인 사회집단의 유가족과 공동체에 대해서도 고문, 투
옥, 격리 등을 통해 기억을 억압하고 역사를 지우는 폭력을 자행
- 내가 여순사건(+제주4.3사건)을 전국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학살 사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제노사이드로 이해해야 대량
폭력의 상승 과정이 전국적인 대량 절멸과 삶의 사회적 파괴로 귀결되
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제노사이드가 단지 대량 절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생존/사망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 정신을 왜곡하고 파괴해왔다는 것,
무엇보다 이 모든 학살 사건들에서 발생한 ‘죽음들’ 간에는 위계가 없
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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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의 보편화를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였음. 세계의
제노사이드 사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비인간화가 인종화된 증
오나 종교적/지역적/문화적/젠더적 증오정치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대
량폭력의 양상이 여순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강조.
이런 보편성 속에서도 특수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시체 높이나
비극의 유일무이성보다는 전향이라는 치료 프로그램 단계가 하나 더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더 비극적인 자기 파괴로 귀결되었다는 것
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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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여순사건과 운동의 성격 토론문
김춘수(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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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여순사건과 운동의 성격 토론문
김상숙(성공회대)

1. 사건의 성격 규정 : 정명(正名)의 문제
1) 항쟁
- 시민혁명 또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거치지 않고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국가형성기에 일어난 봉기들은 반제ㆍ반봉건, 자
주적인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요구를 담은 민중 항쟁의 성격을 지님.
- 여순‘사건’도 분단정부 반대 운동의 연장선에서 부당한 명령,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한 군인들과 민중이 결합한 민중 항쟁.
- 선행 연구 평가 : 당시 활동했던 ‘좌익 세력’의 급진성에 주목하는 경
우. 사건을 ‘좌익이 사주한 반란이나 폭동’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건
을 설명할 때, 당시 조선공산당의 급진성과 항쟁 과정에 일어난 민중의
폭력성에 초점을 둠. 이러한 관점은 사건이 일어난 사회경제적 원인을
무시하고 사건의 조작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좌익의 역할을 과대평가하
는 경향이 있음. 반면, 이에 맞서 사건을 항쟁 등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민중의 자발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함.

2) 정명(正名)의 걸림돌
- 냉전 분단체제에서 반공 논리와 빨갱이 혐오의 서사 : “빨갱이와 관련
되니 항쟁이 아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지배적인 서사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만들어왔다.
- 냉전 서사 극복의 과정 : 사건의 봉인=> 학살사 진상 규명 => 항쟁
사 진상규명과 정명

3) 정명운동은 대중운동
- 정명은 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주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
중운동의 과제. 설득과 전파를 통해 대중적인 수긍과 합의가 있어야 함.
- 정명운동의 주체로서 피해자, 유족의 위치 :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재
규정하고 명칭을 바로잡는 문제는 관련 피해자들의 사회적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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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에 영향을 미친다.
- 피해자, 유족이 노력한 사례 : 10월 항쟁의 사례.

‘대구 10·1 폭동’,

‘대구 10·1 사건’, ‘10·1 소요’, ‘10월 인민항쟁’, ‘추수봉기’ 등 여러 명
칭으로 불림. 특히 ‘좌익 주도의 폭동’이라는 시각 때문에 오랫동안 정
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시도하지 않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에서 ‘대구 10월 사건’이라는 함. 이후 유족들이 노력한 덕분에
2016년 7월에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10월 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
- 제주 4.3항쟁의 사례 : 유족들의 반응.

4) 양민 학살론 vs 민간인 학살론
- 양민 : 사회주의자에 대비하여. 사회주의자와 양민의 경계는? 마을 청
년, 들군의 사례.
- 민간인 : 무기를 가진 군인(비정규군 포함)과 대비하여

2. 여순사건 또는 여순항쟁의 전국화 문제
1) 당시 대중운동의 발현 형태 : 지역단위에서 출발하여 전국으
로 확산
- 대중 생활단위와 사회운동 단위의 지역 중심성 때문에. 이는 1946년
10월 항쟁과 제주4.3항쟁도 마찬가지. 지역(지방)이라는 단위는 여러
세력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공간이며, 국가(중앙권력)와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만나는 접점.
- 만약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해 3개 도 이상의 지역으로 전파된
항쟁이라면 전국화의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까?

2) 전국화는 사회적 기억의 전국화 문제와도 연관
- 학자들의 연구, 시민사회의 기억 : 1946년 10월 항쟁, 제주4.3항쟁, 여
순항쟁을 분리해서 - 장기항쟁의 관점에서 분단정부 반대운동과 한국
전쟁 전 3대 항쟁을 연결하여 보기 : 장기항쟁의 관점에서 3대 항쟁과
당시 전개된 지역 사회운동과 민간인 학살 과정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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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여순사건과 운동의 성격」 토론문
정경호(순천복성고 한국사 교사)

토론에 앞서 우선 밝힐 것이 있다. 토론자는 역사교사이기 때문에 연구
자들의 전문적인 연구성과에 이론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능력
이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금번 학술주제가 다루는 여수・순천10・19
사건(편의상 교과서적인 표현을 차용)이 발생한 여수 순천지역에 근무하
면서 작은 지역을 맡아 조사활동에도 잠시 참여했던 경험과 평소 역사교
육을 하면서 느껴왔던 소회를 바탕으로 토론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먼저 박태균 교수님의 발표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전국화’
와 ‘세계적 차원에서 본 여순사건’을 다루면서 여순사건의 민족사적 차원
과 세계사적 차원에서 여순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점은 우리의 시야를
넓혔다는데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싶다. 특히 ‘반란에
대한 정의도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냉전적 인식으로부터 벗
어나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논지에 적극 공감한
다. 특히 ‘시민전쟁이라는 관점이 도입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실로 탁견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냉전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시민전쟁이라는 관점이 도입’
되기 위해서는 당시 민중들의 삶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여수・순천10・19사건이 단순히 14연대의 제주
도 출동 거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정국에서 민중들이 느껴
야 했던 많은 생활고와 친일파 경찰의 횡포, 남한단독선거 실시로 인한
통일독립국가건설의 좌절감이 표현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안다. 발표자의 탁월한 국제적 감각과 짝을 이루어 당시 우리 민중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서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이렇게 함으로
써 시민전쟁이라는 논리적 근거도 확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음으로는 소소하지만 몇 가지 표현상의 이견을 말하고자 한다. 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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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이라는 표현은 권력자들에 의한 선별과 분리적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인식에서 요즘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소설 ‘“태백산맥”은 그만큼 여순사건을 전국
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소설로 인해서 여순사건은 한 지역만의 특수한 사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무슨 말인
고 하니. 소설의 특성상 한 지역으로 좁혀서 서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통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상황으로 쓰고 있
을 뿐이라는 점이다. 작가도 말하고 있지만 태백산맥은 허리가 잘린 우리
국토를 온전하게 잇고 싶다는 소망으로 지은 제목이다. 그만큼 분단된 현
실에서 태백산맥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여수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저항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
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소설이 주로 전라도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색이 강하게 느낄 수 있겠으나 작가의 말을 빌리면 이 또한 전라도의
아픔과 한이 서려있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렇게 썼다고 평소에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철희 박사가 항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특히 항쟁
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특정한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중들이 지배질
서에 대항하여 집단적이고 전면적으로 저항을 실천하고, 나아가 지배질서
의 일상적 작동을 정지시킨 사건’이라고 한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여 개
념정리하고 있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중’이 ‘지배질서에 대
항하여 집단적이고 전면적으로 저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성
숙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인민위원회 활동과 식량배
급 등이 이루어지 않았고, 친일인사의 호의호식에 대한 반감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친일분단세력의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미군정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세력의 성
격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다른
시기와 다른 지역에 비해 1948년 10월 무렵에 이 지역에서 정치・경제・
사회적인 모순이 극단에 이르러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를 밝혀야 ‘항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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