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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군정기 정보활동은 미 방첩대가 주도했다. 미 방첩대는 방첩수사이외 정치
정보까지 수집했다. 수사와 정보가 융합된 구조였다. 미군정기 반소·반공단체와
정치지도자들도 사설정보조직을 만들어 독자적 정보활동을 전개했다.
정수수립 시기 이승만과 미 정보기관은 민간기구인 대한관찰부를 만들어 미
방첩대 업무를 인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에서 대한관찰부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한 후 1948년 10월초 미 방첩대에 배치했다. 미 정보기관은 철
수에 대비해서 한국군내에 방첩대도 신설했다. 한국군 방첩대는 육군본부 정보
국 산하조직으로 설치됐다. 경찰이 독립부처가 아닌 내무부 산하 국으로 축소
되면서 정보경찰의 위상은 약화됐다.
이승만은 국회의 대한관찰부 승인을 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
패했다. 거기에는 북한의 대남공작도 개입되어 있었다. 그 결과 대한관찰부는
1949년 3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대한관찰부 해체 후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정국을 만들려는 계획도 국회반대로 무산됐다. 미 방첩대는 1949년 5월 한
국에서 완전 철수했다. 철수 과정에서 미 방첩대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대한관
찰부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 한국군 방첩대로 이관됐다.
정수수립 초기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정보기구 설립에 실패한데다 군내 반
란사건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비상계엄이 수시 발동되면서 육본 정보국의
위상이 강화됐다. 6.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육본 정보국은 실질적인 국가정보
기구였다. 그에 따라 정보와 수사의 융합, 군사정보의 상대적 우위, 정치정보수
집이라는 정부수립 시기 한국적 국가정보기구의 특성이 형성됐다.

주제어

이승만, 미 방첩대, 대한관찰부, 한국군 방첩대, 육본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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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가정보체계가 형성되
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다. 정부수립 시기 설립된 정보조직들은 외
국과 차별적인 한국적 국가정보를 생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그 생성 배경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
라서 한국의 국가정보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는 일은 한국적 국가
정보의 올바른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1945.8.15.)부터

정부수립

(1948.8.15.)을 거쳐 6.25전쟁(1950.6.25.)으로 이어지는 5년여의 기
간이다. 이 시기는 좌우세력이 이념적 대결을 벌이다 무력충돌로 비
화된 시기다. 한국 국가정보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이후 시기와 구분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시기 남한정부 수립을 저지하려는 북한
의 대남공작,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김구·김규식의 평양남북
협상, 신생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여순 10·19사건, 6·25전쟁 등 한국
적 국가정보의 특성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
어 발생했다.
미군정 시기 군정체제를 호위하는 정보기관은 24군단 정보참모
부(G-2)와 미군 방첩대(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였다. 미
군 정보기관은 미군정 기간 미군정청의 정책을 지원하며 미국식 정
치행정 체제를 한국에 이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공간 미 방첩대가 주도하던 정보체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승만과 24군
단 G-2는 그 기능을 대한관찰부(Korea Research Bureau)를 만들
어 이관했다. 그러나 대한관찰부가 민간인을 고문하는 사건을 일으켜
1949년 1월 국회가 대한관찰부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대한관찰부는
해체됐다. 그에 따라 그 기능은 정부가 수립되면서 육군본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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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조직된 방첩대로 넘어갔다.
특히,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 10·19사
건을 계기로 육본정보국이 군에 침투한 좌익세력을 색출하여 처단하
는 숙군사업을 주도하면서 육군본부 정보국은 6·25전쟁 때까지 실질
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 게릴라의 빈번한
침투로 계엄 상태가 지속된 것도 군 정보기관의 입지를 강화시켜준
요인이었다.
여기에서는 미군 방첩대에서 정부수립 직후 대한관찰부, 육본 정
보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로를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을 설명해야 하며, 맥락이
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이다. 이렇게 행위를 형성 혹은
제약하는 제도가 상정되면 이 제도가 형성되어진 역사적 배경을 설
명해야 한다고 역사적 제도주의론자들은 강조한다. 즉, 역사적 제도
주의에 있어서 핵심개념은 바로 ‘역사’와 ‘맥락’이다.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
정 시점에서 나타난 원인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인
과관계(historical causation),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
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경로의존(path dependence), 그리고 사
건의 발생시점과 순서(timing and sequence)가 사회적 결과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1)

1)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서울: 다산출판사, 2003),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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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 군정기 정보세력의 이합집산
1. 임시정부의 미 OSS를 통한 귀국 노력과 실패
일제가 항복할 시점 중국 중경의 임시정부가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미국 전략정보국(OSS)이었다. 독수리작전, 냅코작전 등
한반도 침투공작을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았다. 일제

가 항복한 직후 임시정부와 OSS 중국지부는 소련 및 중국의 공산주
의자들에 앞서 한반도에 진출해야만 한반도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정세판단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인식아래 OSS는 한반도내 미군포로 구출 등의 임무
를 주어 독수리 작전 팀을 한국에 파견했다. OSS 중국지부 버드
(Willis Bird) 부지부장, 독수리 작전팀의 미국측 책임자 싸전트
(Clyde B. Sargent), 한국측 책임자 이범석 등이 지휘하는 독수리
작전팀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1945년 8월 18일 여의도 비행장에 착
륙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임무를 포기한 채 그
다음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김구는 OSS 도노반(William J. Donovan) 국장을 통해
트루먼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한반도에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
해서는 미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구의
전문을 받아 본 트루먼은 ‘미국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칭 정부대표
의 문서를 전달했다.’2)고 도노반을 힐책하면서 김구의 건의를 묵살했
다.
이범석도 그해 9월 9일 OSS 중국지부 헬리웰(Paul L. E.
2)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ⅩⅩⅣ) 미주편⑥ NAPKO PROJECT OF
OSS-재미한인들의 조국 정진 계획』(서울: 국가보훈처, 2001), p. 735.

96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Helliwell) 비밀정보과장에게 전문을 보내 '한반도 북부를 점거한 러
시아가 남한까지 차지하려고 비밀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에 대응, 한국에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려는 임정과 광복군을 최대한
빨리 귀국시켜 달라'고 호소했다.3) 헬리웰은 9월 21일 이범석의 서
한을 워싱턴에 보고하며 ‘이범석은 철저한 반소주의자이며,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4)
국내의 민족주의자들도 임시정부의 귀국주선을 하지(John R.
Hodge) 사령관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임시정부
뿐아니라 2차대전중 나찌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국가들의 임시정부들
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에 의해 선
출되지 않은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미 국무부의
대외원칙이었다.
미 OSS가 1945년 10월 1일 해체되고, 그에 앞서 한반도를 관할
하는 미군 지휘부가 1945년 9월 1일자로 중국전구 사령부에서 태평
양전구 사령부로 바뀌어 임시정부의 미 OSS를 통한 귀국노력은 무
산됐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이 미군에 의해
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군정이 끝날 때까지 정부로서
행사하지 않고 군정 당국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미국무성에 제출하고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5) 임정
요인은 1945년 11월 23일, 이승만은 그에 앞서 10월 16일 개인자
격으로 입국했다. 북한 김일성의 9월 19일 귀국에 비하면 뒤늦은 환
국이었다.
3) General Lee Bum Suk → Helliwell(1945.9.9.), 국사편찬위,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3 임정편 Ⅷ』(서울: 국사편찬위, 1993), pp. 297-299.
4) Helliwell → Deputy Strategic Services Officer(1945.9.21.), 위의 책, p. 310.
5) 김구, 『백범일지』(서울: 돌베개, 2002),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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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 방첩대의 유입과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해방공간 미 방첩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는 미국
육군정보센터에서 1959년 3월 발간한 「미군방첩대의 역사」이다. 총
30권으로 편찬된 이 책에 ‘한국 점령기 방첩대’가 실려 있다. 여기에
서는 이 자료에 실린 미 방첩대 요원들의 증언, 정보보고서 등을 분
석하여 해방에서 6.25전쟁 발발 때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6)

가. 미 방첩대의 남한진출과 정착과정
1945년 9월 9일 미 육군 방첩대 소속 224 방첩대의 선발팀이
인천에 도착했다. 선발팀 소속 요원은 대부분 2차 대전중 일본 레이
테와 오끼나와 전투에 참가했던 베테랑들이었다. 224 방첩대는 서울
의 24군단 본부에 배치됐다. 224 방첩대는 산하 파견대의 활동을 조
정했다. 서울, 부산, 청주 등에 주둔한 사단별로 파견대가 배속됐다.
이 방첩대 조직들은 모두 일본 도쿄에 있는 441 방첩대의 관할
아래 있었다. 일본 도쿄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국 총사령부 겸 미 극
동군 사령부는 소련에서 귀환하는 일본군 전쟁포로들이 소련공산당
에 세뇌되어 전후 공산당 활동이 극렬해지자 이에 대응하는데 골머
리를 앓고 있었다. 전투군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본 국내보안문제가
계속 일어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기관이 절실해졌다. 그에 따
라 맥아더사령부는 전시 군사정보체계를 민간인 대상 체계로 그 기
능을 신속히 전환했다. 사령부내에 민간정보과(Civil Intelligence
Section)를 만들어 전쟁기간중 정보참모부(G-2)에서 일했던 요원들
6) 이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김학재, 「한국전쟁전후 국가정보기관의 형성과 활동미 국립문서보관청 NARA 소재 한국군 CIC 관련문서를 중심으로-」(2007);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2010); 정용욱, 「해방직후 주한미군
방첩대의 조직체계와 활동」(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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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했다. G-2 산하 441 방첩대에게는 미군 점령정책에 저항하
는 일본 공산주의자들의 선동, 사보타지, 간첩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과 검거임무를 맡겼다. 미군정 사령부와 중요 미군시설의 안전을 확
보하는 것이 441 방첩대의 중요한 임무였다. 점차 일본내 모든 지방
에 지역조직을 둔 정보기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참모부장이었던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는 441 방첩대
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7)
1946년 2월 13일 한국 주둔 미 방첩대는 복잡한 조직구조를 단
일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됐다. 224 파견대는 서울에서 전국의 모든
방첩대 활동을 통제했다. 재편 과정에서 대전의 1034, 송도의 1035,
인천의 1036, 광주의 1110, 청주의 1111 파견대가 신설됐다. 이 시
기 한국에는 57명의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1946년 4월 1일 그때까지 활동하던 방첩대는 모두 971 방첩대
로 교체됐다. 971 방첩대의 지휘 책임자는 필리핀에서 전근되어 온
리드(Jack B. Reed) 소령이었다. 이때 971 파견대는 24군단 정보참
모부(G2) 산하로 편입됐다. 하지만 일부 행정기능은 그대로 도쿄의
441 파견대에 남았다. 971 파견대의 병력을 441 파견대에서 충원했
고,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보고서도 441 파견대를 통해 보고하는 채
널을 유지했다.8)

나. 미 방첩대의 기능과 구조

7) Major General Charles A. Willoughby and John Chamberlain, MacArthur
1941-1951(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54), p. 322.
8) US Army Intelligence Center, History of the Counter Intelligence Corps
Volume ⅩⅩⅩ - CIC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1959.3), 한림대학교 아
시아문화연구소 편, 『미 군정기 정보자료집 – CIC(방첩대) 보고서(1)』(춘천: 한림대학
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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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규정에 따르면 미군 방첩대의 기본적인 임무는 적과 내통
하고 있는 반역분자, 군의 안정을 위협하는 선동분자, 군의 전복을
기도하는 자, 내부 불만세력 등을 색출하고 군사시설이나 군령을 위
협하는 간첩의 침투를 저지하는 것이다.9) 군사보안에 도전하는 세력
을 억제하는 방어적 활동에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방직후 남한에 진출한 미군 방첩대는 방첩대 본래의 기
능인 방어적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남한 정치동향을 탐문하여 미군
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국 흐름을 유도하고 북한지역 정보를 수집
하는 등의 적극적 정보(positive intelligence)업무까지 수행했다.
이와 같은 당시 미 방첩대의 성격은 하지 사령관이 1946년 7월
1일 미 방첩대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격려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점령 기간 우리 군은 새로운 방첩활동의 개념을 창출했다. 주한
미 방첩대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병력 감축과 급격한 인원변동
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적절히 수행했다... 방첩대의 많은 성과가
비밀조직이라는 속성 때문에 공개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방첩대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시의적절
한 첩보는 전투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군정을 운영하며 건전한 정
책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하다. 미 방첩대가 남한 정치상황에 대해
적절히 판단해주고 간첩과 미군정 전복활동을 차단해줬다. 이와
같은 미 방첩대의 헌신은 남한에 질서있고 평화스러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러한 사실을 주한 미 방첩대
전체 요원들에게 주지시켜 주기 바란다.10)

9) 위의 책, p. 2.
10) Headquarters, ⅩⅩⅣ Corps,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1 July
1946, Subject: Appreciation of the work of the CIC in Korea, To:
Commanding Officer, 971st CIC Detachment, /s/ John R. Hodge,
Lieutenant General, Commanding, Unclassified, (Staff and Faculty Library),
위의 책,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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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첩대 기능 가운데서도 하지 사령관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
는 업무는 남한 정치상황에 관한 정보보고였다. 미 방첩대의 정치보
고서는 하지가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데 제공됐던 유일한 자
료였다. 이 때문에 하지는 미 방첩대의 정치정보를 매우 중시했다.11)
1947년 3월 29일 제정된 971 방첩대 운영내규는 당시 주한미군
방첩대가 지니고 있었던 임무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첩대의 기본적 임무는 군사보안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첩대의 지금 임무는 특별한 조사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됐
다. 정치집단과 사회조직에 대해 적극정보와 방첩정보를 수집해서
특별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에 민주적 정부를 수립
하려는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돕는
것이 방첩대의 임무다.12)

운영내규를 기준으로 971 방첩대의 조직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
다. 이 조직표에서 「간첩․사보타지․기타 업무과」는 간첩을 추적해서
사법처리하는 파트이며, 첩보과는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과는 국내 정치권 동향을 추적하고 미군정의
의도대로 정치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수단은 미 방첩대에
고용된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파트였다. 당시 한국인들의 임용경쟁은
10:1 정도로 높았다.
또한, 보고분석과는 펜타곤의 정보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월간 첩
보보고(Monthly Information Report)’, 도쿄의 441 파견대에 매월
2회

보고하는

‘반월간

상황보고서(semi-monthly

situation

11) Interview with Captain Kenneth E. MacDougall, 5 October 1954, Fort
Holabird, 위의 책, p. 20 각주.
12)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Counter Intelligence Corps, U.S. Army
Forces, Korea, 위의 책,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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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주한미군 정보참모부(G-2)에 매일 보고하는 ‘일일 정기보고
서(daily periodic report)’ 작성을 담당했다. 각 지역 조직은 G-2
의 일일 정기보고서에 담을만한 소재를 매일 요약해서 본부에 보내
야 했다. 지부는 본부의 여러 파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
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수사결과는 본부의 보고분석과에
보고되어 ‘일일 정기보고서’와 ‘반월간 상황 보고서’에 반영됐다.
보고분석과는 1947년 3월부터 전국 각지의 방첩대 요원들이 한
국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간첩보
회보(Weekly Information Bulletin)’를 만들어 산하 모든 지부와
출장소에 배포했다. 1948년 5월에는 주간첩보회보가 ‘방첩대 월간회
보(CIC Monthly Bulletin)’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13)
부대장
인사과

참모장

군수과
시설과

지원부서

수송과
부식과

본부

문서과
간첩, 사보타지,
기타 업무과

정치과

보안과

특수단

첩보과

지부

서울

인천

송도

대전

존안과

전주

<그림 1>

13) 위의 책, pp. 12-15.

보고분석과

대구

광주

연락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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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군정 산하 정보기관들의 상호관계
미군정 시기 정보체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 모습과 같다.
24군단 정보참모부(G-2)는 일반참모부에서 전투정보와 보안을 담당
하는 부서였다. 군단 산하 사단에도 G-2가 편성되어 있었다. 군단
G-2는 행정과, 남한과, 북한과, 군사실, 정치고문부, 평양 연락사무소
등의 편제 아래 미군장교 10명, 사병 16명, 미육군부 민간요원 45
명, 한국인 3백 6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14)
미 합참본부
맥아더 사령부 G-2
24군단 G-2

행정과

한국 경찰

남한과

북한과

군사실

미군 방첩대

정치고문부

평양 연락사무소

민간통신정보대

<그림 2>

24군단 G-2는 한국경찰, 미군 방첩대, 민간통신정보대(CCIG-K,
Civil Communication Intelligence Group-Korea)에서 올라오는
첩보를 검증․판단해서 정보보고서로 작성했다. 진주 직후부터 「정보참
모부 일일보고서(G-2 Periodic Report)」와 「정보참모부 주간보고서
(G-2 Weekly Summary)」를 생산해서 하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14) “그림자 조직 미 CIC-상”, 중앙일보, 1995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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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골라 동경과 워싱턴에 보고하는 식으
로 정보보고 체계가 운용됐다.
G-2 예하 민간통신정보대는 전화 통신 감청과 서신 검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었다. 1946년 8월 현재 민간통신정보대의 정
원은 장교 10명, 사병 16명, 문관 45명, 한국인 463명이었다. 조직
은 행정처(Administrative Section)와 운용처(Operation Section)
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운용처 산하에 「첩보 및 기록과(Information
and Records Division)」, 「우편과(Postal Division)」, 「전보통신과
(Telegraph Communication Division)」등이 편성되어 있었다.15)
김일성이 박헌영, 이승엽 등을 미제간첩으로 몰아 처형할 때 재판기
록에 등장하는 현 앨리스는 해방 후 입국하여 민간통신정보대 서울
지구대 민간요원과 부책임자로 일하다 공산당 연계혐의로 미국으로
추방된 후 다시 북으로 넘어간 인물이다.16)
24군단 G-2 산하 정보기구 가운데서도 해방정국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정보기구는 방첩대였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반체제 세
력 처벌, 정치권 조정, 대북공작 등 다양한 정보활동을 전개했다.
미 방첩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한국경찰이었다. 한국 경찰은
미국인 고문을 두고 있었지만 자치적으로 운영됐다. 점령 초기 한국
경찰에 체포된 간첩 혐의자들은 모두 미 방첩대로 즉각 인계됐다. 한
국 점령 후 몇 개월이 지나 한국인들의 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싹
트기 시작하면서 미 방첩대와 한국 경찰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
작했다. 그러나 점령기간 전반을 평가해보면 한국경찰과의 관계는 원
만한 편이었다.

15)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현대사 자료총서 1 미군 CIC 정보보고서(1-4)』(서울: 중앙
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p. 6(해제 페이지).
16) 정주진, “소련 군정기 북한정보체계 형성과정,” 『국가정보연구』, 제11권 2호(2018),
pp. 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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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협조관계를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인은 미 방첩대가 사법
권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한국 경찰
의 불만이었다. 때때로 한국 경찰은 미 방첩대의 감시를 회피하려고
노력했고, 협조관계도 기피했다.
조선 경비대에서 방첩대에 제공할 수 있는 첩보는 지역적 문제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경비대와의 협조도 필요했다. 경비대 자체가 간첩
들의 중요한 침투목표였다. 미 방첩대의 도움을 받아 조선경비대 내부
의 좌익적 요소들은 점차 해소되어 갔다. 그러나 경비대 내부의 많은
좌익들을 비롯, 군과 경찰의 업무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그 당시
양측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던 미 방첩대의 노력을 어렵게 했다.
1947년

7월

10일자

「주간첩보회보(Weekly

Information

Bulletin)」에는 경찰이 경비대 내부의 전복기도 혐의에 대해 미 방첩
대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일곱 개 실려 있다. 이후 미 방첩
대 지부에 경찰과 경비대의 모든 보고서는 그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
라는 지시가 떨어졌다.17) 이러한 허위보고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
큼 경찰과 경비대 사이의 경쟁의식이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양측이 공공연히 충돌한 사례도 일부 있었
다. 이럴 때면 미 방첩대는 양측의 중간에서 양측을 화합시키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일을 맡았다.

라. 미 방첩대 소속 한국인 2세의 역할
한국 점령기간 방첩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장벽이었
다. 극소수 인원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통역
17) US Army Intelligence Center, History of the Counter Intelligence Corps
Volume ⅩⅩⅩ - CIC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1959.3),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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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번역가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해야 했다.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미국인 요원들은 방첩대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 애비슨(Gordon W. Avison) 소위와 하사관이었던 위
태커(Donald P. Whitaker)가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 위태커는 제
대후 민간인 신분으로 971 방첩대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한국어를 유
창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서양 사람이었다. 애비슨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선교사의 아들이었다. 한국에
서 오래 살기도 했다.
방첩대에는 12명 정도의 한국인 2세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 가
운데 이용순은 영문으로 와일리(Wylie 혹은 Y. Lee)라고 표기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20년 이상을 뉴욕에서 살았다. 와일리는 2차
대전 때 OSS에서 일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224 파견대와 함께 한국
에 들어왔다.18) 와일리는 이 씨 왕조집안 사람으로서 집안 유력자들
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급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방첩대로서
는 매우 유용한 인적자원이었다. 한국인 2세들은 한국사람들과 교류
하고 한국의 기관들과 협력하는 일에 필요했는데 1948년 4월에 이
르면 40명 정도로 늘어났다.
한편, 971 방첩대는 계속 인원부족에 허덕였다. 1946년 9월 기
준으로 실제 병력은 89명이었다. 운영내규상 정원보다 37명이 부족
했다. 뒤에 정원이 18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971 방첩대 근무자는
대개 100명 정도였고 정원을 채운 경우는 없었다. 971 방첩대 자체
적으로 요원을 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전투부대에서 요
원을 충원했다. 실제로 1948년 미 방첩대 활동이 끝날 때까지 미국
본토에서 정보교육을 받고 한국에 배치된 요원은 없었다.
한국인들을 뽑는 육군의 정식 창구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441

18) 위의 책, pp.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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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였다. 441 파견대도 인원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서 한국에 요원을 보내기 어려웠다.
441파견대의 정원은 970명이었다. 971 파견대에 배정된 182명
에 비하면 많은 인원이었다. 이러한 편차는 한국에서의 방첩대 활동
이 범세계적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미
국 본토 군사전략가들의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다.

3. 반소·반공비밀결사와 정치정보조직
가. 북한지역 반김일성 세력의 남하
해방공간 대표적인 반소·반공단체는 백의사(白衣社)와 양호단(養虎
團)이었다.
백의사는 평안도 출신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일제시대 중
국 국민당 정보기관인 남의사(襤衣社)에서 일했던 염응택(일명 염동
진)이 1945년 12월 만든 조직이다. 염응택은 1944년 8월 평양에서
‘대동단(大同團)’이란 비밀결사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1945년 11월말
남하했다. 소련군정사령부의 반공·반소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대동단 본부를 서울로 옮기고 단체명도 백의사로 바꾸었다.19)
백의사는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의 일제시대 가옥을 사무실로 사
용했다. 5·16정변 후 중앙정보부가 이 집을 사들여 ‘궁정동 안가’로
사용하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곳이다.20) 백의사는 염
응택 본인이 직접 신입사원을 물색해서 점조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정확한 회원수를 알기 어렵다.

19) 정규진, 『한국정보조직 암행어사에서 중앙정보부까지』(서울: 한울, 2013), p. 180.
20) 이영신, 『비밀결사 백의사(중)』(서울: 알림문, 1993),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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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보면 대표격인 총사령에 염응택, 부사령 박경구, 고문 유
진산·백창섭, 조직국장 안병석, 정보국장 김명욱, 비서실장 백관옥,
훈련국장 선우봉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1) 사원들은 평안도 출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와 지리에 밝았다.
평안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북공작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
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 G-2, 방첩대는 이들을 대북공작에 활용했다.
또한, 신익희가 조직한 임시정부의 「정치공작대」와 백창섭이 결성한
「임시정부 특파사무국」과도 협력하고 있었다.
백의사에는 김정의(본명 김제철), 김형집, 이성렬, 최기성, 백시영,
이희주 등으로 구성된 「대이북집행부서(對以北執行部署)」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한다.22) 현준혁 암살사건, 김일성 암살 미수사건을 백관옥,
김정의 등 백의사 사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의사 정보
국장 김명욱(金明煜)은 정부수립 후 국방부에 설치된 대북공작부서인
제4국의 정보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때 김명욱을 따라서 많은
백의사 사원들이 군에 입대했다.23)
백의사가 평안도 중심 비밀단체였다면 양호단은 함경도 중심 비
밀단체였다. 백의사처럼 반공·반소를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양
호단은 독립운동가였던 김성(金星)이 1930년대 중반 자신의 고향인
원산에서 조직했다. 해방 후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부녀자를 겁탈
하고 공업시설을 뜯어 소련으로 가져가는 등 만행을 저지르는데 격
분, 소련군의 무기를 탈취해 보안서를 습격하는 등 저항했다.
소련군과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단원들의 희생이 늘어나자 백여명
의 단원은 1945년 10월말 서울로 내려왔다. 김성 단장은 서울 종로
21) 김창순,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남도 편』(서울: 북한연구소, 1990), pp. 288-289.
22) 정병준, 『몽양 여운형평전』(서울: 한울, 1995), pp. 484-486.
23) 정병준, 「백범 김구 암살 배경과 백의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28』(경인문화
사, 2005), pp.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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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권농동의 ‘호림장(虎林莊)’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 단원은 일본 절
‘서본원사’를 활동기지로 삼았다.24)
이연길, 최규봉 등 단원 10여명은 미 방첩대로부터 북한의 정치
동향과 소련군 배치상황, 소련반출물자 등을 탐지해오라는 임무를 받
고 1946년 3월 원산에 침투해서 정보공작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산으로 떠나기 전 김구를 예방해서 윤봉길 의사처럼 태극
기 앞에서 총과 수류탄을 들고 김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
방첩대는 이 공작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 살아돌아온 6명을 모두
1946년 5월 30일 미 방첩대 요원으로 채용했다.25)

나. 임시정부의 비밀정보조직
임시정부 귀국전후 임시정부와 관련된 비밀단체에는 대한정치공
작대, 정보국, 임시정부 특파사무국 등이 있다. 이들 3개 단체의 특
성을 각각 살펴보면
① 대한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가 귀국한 직후 비밀리 조직한 정
보조직이다. 미군정체제와 법령을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귀국한
임시정부로서는 독자적인 정부로서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대한정치공작대라는 비밀조직을 전국적 규모로
결성해서 움직였다.
정치공작대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임정 내무부장 신익희였다. 신
익희는 임정이 중경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개최한 임시 의정원․정
부 각료 연석회의에서 ‘임정이 오랫동안 국내와 유리되어 우리 동포
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임정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연
24) 이연길, “6·25전쟁 때의 첩보부대 KLO 고트(Goat) 대장 이연길 수기,” 월간조선,
1993년 9월호.
25) 이창건, 『KLO의 한국전비사』(서울: 지성사, 2005),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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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국제적 제약 아래 개인자격으로 환
국하게 되었으나 임정 기구 밑에 광범위한 전국적 조직을 결성해서
국민여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청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26)
이러한 신념에 따라 1945년 12월 1일 임정요인 제2진으로 귀국
한 신익희는 귀국하자마자 정치공작대를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사업
에 몰두했다. 정치공작대와 함께 임정의 시책을 연구하는 행정연구반
도 만들었다. 정치공작대가 설립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설이 있으나 신익희는 미군 방첩대에 연행됐을 때 작성한 조서에
서 1945년 12월 6일이라고 밝혔다.27)
정치공작대 요강은 활동목적에 대해 ‘복국·건국의 정치노선에 있
어서 우리 임시정부의 전위(前衛)되기를 기함’,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정부에 대한 애(愛)와 충(忠)과 지(智)를 이론적으로 무장하여 실
천적으로 복무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강의 규율 항목은 ‘기밀을 엄
수하며 자기희생의 영웅적 정신을 발휘하여 사명완수를 사(死)로서
기(期)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8)
이승만 사조직인 KDRK가 보고한 정보보고서는 신익희가 정치공
작대원들에게 ‘임시정부는 한국 삼천만 동포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
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내무부장인 신익희는 국내조직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 정치공작대원은 국내조직에 노력하고 임시정부에 충
성과 전력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훈시한 동향을 보고하고 있
다.29)

26)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 해공 신익희』(서울: 태극출판사, 1972), pp. 219-220.
27)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앞의 책, p. 408.
28)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會 編, 『梨花莊所藏 雩南李承晩文書 東門編 第十四卷: 建國期 文
書 2』(서울: 中央日報社現代韓國學硏究所, 1998), pp. 183-190.
29) 위의 책, pp.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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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2월 중순 기준으로 38선 이북을 포함 전국 13도에 걸쳐
대한정치공작대원의 수는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대한정
치공작대는 임정내부에서 신익희의 사조직이라는 비난이 일어나 임
시 의정원에서 1946년 3월경 해체를 결의하면서 활동을 마쳤다.
② 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조직한 비밀단체는 신익희의 정치공작
대 이외 내무부 산하 정보국과 특파사무국이 있었다. 내무부 산하 정
보국에 대해서는 1946년 3·1절 기념식장에서 김일성 암살을 시도한
김정의가 소련군에 체포된 후 진술한 심문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구
소련이 붕괴된 후 발굴된 심문조서에 따르면 김정의는 임시정부 내
무부 산하 정보국의 부국장이었다.
김정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23일 환국
해서 10여 일이 지난 후 새 내각을 구성했다. 새 내각은 총무부, 선
전부, 외무부, 내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무부 산하에 조직된
정보국의 국장은 박문, 부국장은 김정의였으며 그 외 여섯 명의 요원
이 활동하고 있었다.
정보국의 임무는 각종 정당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지역 정세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정보국 요원들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참가해 주요 인물들의 연설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한 후 김구의 연설
에 반영했다. 그 당시 정보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각 정
파의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이었다. 각 정당들이 어떻게 김구 주도의
임정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첩보수집과제였다. 정보국 요원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정당들의
동향도 수집했다.31)
③ 내무부 산하 정보국이 임시정부 내각의 정보조직이었다면 특
30) 신창현, 앞의 책, p. 233.
31) 김명호, “1946년 김일성 암살기도 사건 진상,” 『세계와 나』, 통권 58호(1994.8), pp.
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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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무국은 임시정부 외각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조직이었다. 2차
대전말 미국 OSS와 합동공작을 추진하던 광복군 소속 인물들을 중
심으로 조직됐다. 일제 강점기 국내에는 임시정부가 파견한 비밀공작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백창섭, 유익배, 정희섭, 안병성 등이 대
표적 인물이다.
백창섭은 중국 충칭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하고 있던 1944년 11월
한반도에 잠입해 미군 상륙의 교두보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44년 11월 22일 충칭을 떠난 백창섭은 1945년 4월 14일 국내에
잠입해 전국 각지를 돌며 미군 상륙예정 지점을 정찰하다 해방을 맞
았다. 광복군 제2지대 소속 유익배, 정희섭, 안병성 등도 임정의 지
령을 받고 국내로 밀파되었다 국내에서 해방을 맞았다.32)
이들은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 범국민적인 환영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임정요인들의 숙소확보, 신변경호 및 활동비 마련 등
을 목적으로 1945년 8월 말 임시정부 특파사무국을 설치했다. 임정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지지조직을 만드는 것도
주요사업이었다.
임정 특파사무국은 당시 부호 김흥배가 희사한 저택을 직원들의
숙소로 쓰고 있었는데 백창섭은 이 집을 ‘호림장(虎林莊)’이라고 명명
했다. 종로구 권농동에 있던 이 저택은 일제 말기 피복공장으로 쓰이
던 매우 큰 건물이었다. 임정 특파사무국 종사자들은 임정요인들이
환국해서 새 내각을 구성하고 1945년 12월에는 정치공작대가 구성
되자 임정 새 내각의 정보국 요원, 정치공작대 요원 등으로 흩어져
비밀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다. 이승만의 정보조직 「KDRK」

32) 이영신, 『비밀결사 백의사(상)』(서울: 알림문, 1993),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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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1946년 6월경 사설정보조직 KDRK(Keep Dr. Rhee
Korea)를 조직했다. 얼마 후 다시 RIBK(Research Information
Bureau of Korea)로 명칭을 바꾸었다.
KDRK가 설립된 시점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에
들어가고, 이승만이 미 광산업자와의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민주의원
의장직에서

물러나는가

하면

정치적

후견자였던

굿펠로우(M.

Preston Goodfellow, 전 OSS 부국장)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등 이
승만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시기이다. 이승만으로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이승만의 심복들은 이승만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좌익을 포함한 적대진영을 교란하며 민족진영 내부의 반이
승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KDRK를 조직했다. 대한독립촉성중앙협
의회 청년부 소속의 유산, 서훈, 최준점이 기안해서 보고한 「사설정
보조사기관 설치안」에 따르면 KDRK의 직무범위는 일반여론조사, 좌
익동향 및 좌익의 모략조사, 우익동향 및 반동행위 조사, 미군정청
시정조사 결과, 38선 이북의 정보수집 등이었다.33)
KDRK는 부대사업으로서 사설 여론조사소나 흥신소, 비밀탐정사
등을 경영하면서 약간의 수입도 올리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그 외
민족통일총본부나 민주의원에 조사부(정보부)를 설치해서 KDRK 간
부가 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본부의 경우 기안자 세 명의 지휘아래 좌익진영 조사
원 3명, 우익진영 조사원 3명, 일반여론조사원 1명, 모리배·관공서
조사원 1명, 지방정세조사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단위 지방근무자는 38선 이남 각도에 2명, 이북 각도에 1명씩 총
21명을, 도단위 아래 지구는 38선 이남 각도를 2-3개 지구로 분할

33) 雩南李承晩文書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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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각 지구에 1명씩 총 23명을 배치하도록 배정했다.
한편, 민족통일총본부에 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면 표면적
으로는 총본부 사명완수에 필요한 정보조사재료 수집으로 내세우고
실제적으로는 KDRK 목적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설치목적을
설명하고, 조사부내에 총무과, 조사과, 지방조직과 등을 두어 각과에
KDRK 관계자 1명씩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RK가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는 KDRK가 작성한 정보보고서
로 미루어 1946년 6월부터 10월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주
한미군 정보참모부와 미 CIC도 이승만의 사설 정보활동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KDRK는 김규식과 김구의 친위대 조직동향, 8
월 중순경 박헌영의 피검동정, 여운형의 인민당 당수 사임에 대한
설, 이범석의 군사단체 조직에 관한 첩보 등을 보고했다. 김규식은
당시 홍병환을 책임자로 하는 홍파대(紅派隊)라는 친위대를 조직했다
는 보고내용도 있다.34)

4. 미 정보기관과 좌우진영의 합종연횡
미 정보기관은 진주 후 국내 정치세력을 미군정 체제에 순응하도
록 조정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 정보기관을 중심축으로 민족진영
과 공산진영이 합종과 연횡을 반복했다.
① 김구·신익희 등 임정세력은 신탁통치에 반발, 1945년 12월
31일 정치공작대 조직을 통해 ‘전국경찰을 임시정부 지휘아래 예속
케 한다’는 포고문을 배포했다. 미군정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정치행
위였다. 이에 대해 미 방첩대는 정치공작대 중앙본부 사무실을 수색
하여 정치공작대 서류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1월 3일 신익희를 주동
34) 김혜수, “1946년 이승만의 사설정보기관 설치와 단독정부수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
구』, 제5집(1996.12),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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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연행하여 조사한 후 무죄 석방했다. 이 사건은 미군정 수뇌부가
임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됐으나 임정은 반탁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35)
② 미국 전략정보국(OSS) 출신들은 국내에 들어와 이승만, 김규
식을 민족지도자로 옹립하는 역할을 전개했다.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
께 OSS의 한반도침투공작을 기획했던 OSS 부국장 출신 굿펠로우
(M. Preston Goodfellow)는 1946년 1월 25일 하지 사령관의 특별
정치고문으로 취임했다. 굿펠로우는 국내에 입국한 후 이승만과 함께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남한정치기구의 대표부’를 구성하는 일에 착
수했다.36) 임정세력은 물론 좌파까지 끌어들여 명실상부한 남한대표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이었다. 그 결과 1946년 2월 14일 「남조선 대
한국민대표 민주의원」(약칭‘민주의원’)이 결성되어 이승만이 의장, 김
규식이 부의장, 김구가 국무총리를 맡았다. 그러나 재미교포 사회 좌
파신문이었던 「독립」에서 이승만이 한국광업권 비리에 연루되어있다
고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국내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1946년 3월 18일 이승만은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승만이
사임한 후 굿펠로우는 그해 5월 26일 한국을 떠났다.
③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에 들어가자 1946년 6월부
터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이때 실무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광복군 제3지대의 OSS 담당자였던 윔스(Clarence N. Weems, Jr.)
였다. 윔스는 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 9월 26일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해 10월 1일 OSS가 해체되자 전쟁성 산하 전략정보대(SSU,
Strategic Services Unit)로 전속됐다. 윔스는 1946년 초쯤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1946년 5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윔스가 소령
으로 진급했다고 보도했다. 윔스는 미군정 군정장관의 고문이라는 직
35)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5), p. 511.
36) 위의 책, p.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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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가지고 김규식·여운형과 접촉했다. 1946년 8월에는 하지의 비
공식 지시를 받고 미국에 머무르던 서재필을 찾아가 귀국을 주선하
기도 했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약칭 ‘입법의원’)이 설
립되자 미군정과 입법의원을 매개하는 연락관을 맡기도 했다. 1947
년 7월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국내입지가 좁아진 윔스는 1947년 10
월 하순쯤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대학 교수 등으로 일했다.
④ 여운형이 미군정의 좌우합작에 호응하고 나설 때 박헌영은 미
군정의 공작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남북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서는 남측에 좌우합작 정부를 세운 다음 남북이 합작하는 정부를 수
립해야 한다’는 것이 여운형의 노선이었다. 김일성도 여운형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여운형이 1946년 12월 4일 김일성과 사전협의도
없이 좌우합작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김일성은 여운형을 평
양으로 불러 통일전선 구축 차원에서 좌우합작 운동을 계속하도록
달래며 “서울로 돌아가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북로당이 도
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 유능한 정치공작원 성시백을 서울에 상주시
킬 예정이니 그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시켜도 좋다”
고 약속했다.37) 성시백은 2차대전말 주은래가 중경에서 국민당과 통
일전선공작을 벌일 때 그 밑에서 일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연으
로 김규식, 엄항섭, 조소앙 등 임정인사들과도 가까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울에 머물게 된 성시백 팀을 북로당에서는
‘북로당 서울 공작위원회’ 혹은 ‘성시백선’으로 불렀다. 김일성이 직접
지도하고 김일성의 지시에 복명하는 직계 라인이었다. 성시백과 별도
로 서울에 남아 활동하던 남로당 계열 김삼룡 팀을 평양에서는 ‘서울
중앙지도부’라고 지칭했다.
박헌영이 북으로 올라가고 김일성 직계인 성시백이 북에서 내려
37)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박병엽증언록 2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본 비밀회
동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서울: 선인, 2010),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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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울에 머물면서 북한의 대남연락 루트는 김일성 라인과 박헌영
라인으로 이원화됐다.
박헌영은 월북 후 평양과 해주에 전용 사무실과 숙소를 배정받아
남북 노동당 연락창구로 이용했다. 그리고 박헌영은 월북 후 개성(서
부), 동두천(중부), 양양(동부) 등 38선 이남지역에 안전거점과 아지
트를 만들어 남한의 남로당 세력과 연락했다.

Ⅲ. 정부수립 시기 국가정보기구 제도화의 실패
1. 정부수립과 미군정 행정권의 인수
2차대전 종식과 함께 미군의 한반도 관할권이 중국전구에서 태평
양전구로 이전되면서 한반도는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아래 들어갔다.
맥아더의

공식직책은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이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의 치안질서를 위해 일제경찰기구를 존속시
켰다. 워싱턴 행정부가 전후 군사예산을 감축해나감에 따라 미군의
병력만으로 일본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본 주
둔 미8군은 1945년 말 기준으로 20만 명이었으나 계속 감축되는 추
세에 있었다. 미6군은 곧 완전히 해체될 상황이었다.38) 이런 실정에
서 맥아더 사령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행정기구와 경찰도 그
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처럼 한국
에서도 경찰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38) Major General Charles A. Willoughby
311.

and John Chamberlain, Op. ci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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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가 무기휴회한 뒤 미군정은
그해 8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다. 그해 9월에는 미군정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겠다는 미군정의 발표가 있었다. 1947년
6월에는 미군정하의 한국인 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호칭하겠다
는 군정법령 제141호가 발표됐다. 남조선과도정부는 기구개혁위원회
를 구성하고 13부 6처의 중앙부처를 설치했는데 이 기구들이 1948
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까지 존속됐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에 따라 1948년 5
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 제헌의원 198명으로
제헌국회가 개원되고, 7월 1일 대한민국을 국호(國號)로 정하는 한편
7월 17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을 공포한데 이어 7월 20일 초대 대통
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후 9월 13일에는 미군정 행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완전 이
양되고 12월 9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승인했다.39)

2. 최초 국가정보기구 대한관찰부의 창설과 해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고 미군정의 행
정권을 이양하는 절차가 추진되면서 주한 미 방첩대의 기능을 인수
받기 위한 협의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1951년 7월 7일
미 극동군 총사령부 군사정보과에서 미국 방첩대 본부에 보고한 「한
국 CIC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보고서에 ‘한국 CIC 초기의 역사
(Early History of Korean CIC)'라는 문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
기에 대한관찰부와 한국군의 방첩대가 창설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
다. 이 문건은 미 육군 정보센터에서 1959년 3월 발간한 「CIC 역사
39)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정부조직변천사 상』(서울: 행정자치부, 1998), pp.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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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점령기 CIC」에도 첨부되어 있다. 이 문건에 기록된 대한관찰부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과 미 군정은 1948년 7월부터 인수협의
를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24군단

정보참모부의

와팅턴(Thomas

Wattington) 대령, 경찰 고문 에릭슨(H. G. Erickson) 중령은 여러
번 회의를 갖고 971 방첩대를 모델로 삼아 그 기능을 승계하는 한국
정보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한국 정보조직은 순수한
민간기구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순수한 민간인 기
구로 정보조직을 만들어야한다고 고집해서 민간인 기구로 만들기로
합의됐다. 군에 대한 문민우위의 민주주의원칙을 확립하려는 이승만
의 의지였다. 당시 인수인계팀이 합의한 사항은 네 가지였다.
첫째,

새로

설립되는

민간

정보조직의

명칭은

대한관찰부

(Korean Research Bureau)라고 정한다. 둘째, 1948-1949 회계연
도 예산은 총 2억 3백만원으로 책정한다. 셋째, 조직 정원은 본부
61명, 서울 60명, 부산·대구 각 20명, 기타 지방근무자 154명 등 총
315명으로 정한다. 이때 합의된 정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 부(61)
행정관
공작과

대간첩-사보타지과

1급지
* 서울(60), 부산(20), 대구(20)

외사과

보안과

정치과

보고분석과

2급지(130)

3급지(24)

* 대전, 전주, 광주 등

* 수원, 안동, 삼척 등

<그림 3>

넷째, 971 방첩대 본부는 각 지역 방첩대장에게 대한관찰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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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군 방첩대 임무를 인수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
송한다. 971 방첩대장 명의로 보내는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40)

제목: 대한관찰부 요원 현장실습
수신: 각 지역 방첩대장
1. 971 방첩대의 임무와 권한을 인수하는 대한관찰부 요원들을 훈련
시키고 있는 현재 계획에 따라 구체적 시한이 정해지면 업무 인수인계
가 시작된다.
2. 방첩이론과 실무분야 기초교육을 받은 한국인 요원들은 현재 우리
조직의 본부와 지역 조직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것이다. 한국인 요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습이 1948년 9월 15일경부터 시작될 것이
다.
3...귀하와 현장 실습생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본부에 문의하라
4. 각 지역 방첩대장은 한국인 관련 각종 사건들의 자료와 첩보를 현
장실습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5. 인수인계 기간에 이 사람들과 성심성의껏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속속 진행됐다. 제3
대 971 방첩대장 허킨스(Joseph Huckins)는 로버츠(Theodore
Roberts) 소령과 폭스(Richard Fox) 대위를 업무 인계 책임자로 선
임했다. 인계팀의 임무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선발하고 조
직해서, 훈련시킨 후 실무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인계팀은 한국경찰
과 미 방첩대에 고용된 한국인중에서 신규인원의 대부분을 뽑았다.

40) JOSEPH HUCKINS → Officers in Charge, “Korean On-the-Job Training,"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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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중순부터 1기생 60명을 선발해서 6주간 일정으로
교육을 시작, 8월말 1기 교육을 마쳤다. 1기생 졸업 후 곧바로 2기
생 240명을 선발해서 교육했다. 2기생에 대한 교육까지 완료되자
1948년 10월초부터 미 방첩대 사무실에 이들을 배치하여 인수인계
를 시작했다. 초대 대한관찰부장에는 민정식이 임명됐다. 민정식은
미군정의 경무부 산하 수사국 범죄정보과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41)
민정식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리혐의로 해임되고 장석윤이
취임했다. 장석윤은 2차 대전때 이승만의 추천으로 OSS에 선발되어
일하다 해방 후 귀국하여 24군단 정보참모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
한관찰부 본부에는 행정관, 공작과, 대간첩-사보타지과, 외사과, 보안
과, 정치과, 보고분석과 등의 직제를 설치했다.42)
이처럼 대한관찰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으나 국회에서는 이 기관에 대한 인준을 반대했다. 결국 이승만
의 정적들을 사찰하기 위한 정보기관이라는 정치권의 의혹을 벗지
못해 대한관찰부는 합법적 정부조직으로서 국회인준을 받는데 실패
했다.
이어 대한관찰부 요원들이 1949년 1월 수원의 청년들을 대통령
암살음모 혐의로 체포해서 고문하는 사건이 일어나 국회에서 1949
년 1월 21일 대한관찰부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
한 반발에 따라 이승만은 1949년 1월 25일 국회에 대통령실 예산안
을 제출하면서 대한관찰부 예산을 포함시켰으나 국회승인을 받지 못
했다. 결국 대한관찰부는 미군정 시기 편성된 연간 예산이 만료되는
1949년 3월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949년 3월 이후 자동
해체됐다.43)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5개월 여간 존속했
41) 박성진·이상호,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의 탄생과 이승만-1공화국 시기 사정국〔대한
관찰부〕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5권 2호(2012), p. 81.
4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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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구였다.

3. 국무총리 직속 정보기구 설치계획 무산
대한관찰부 창설요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어 971 방첩대와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48년 10월초였다. 이와는 별
도로 1948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정국(司正局)을 설치하
는 사정국 직제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국제신문에 보도됐다.
이 보도에 한 달 여 앞서 그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정국
설치에 관한 직제안을 심의하였으나 내무부와 법무부간의 의견차이
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유진오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서 내무부·법무부·법제처 합의하에 사정국 직제안을 기초한 것은 사
실이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사한 기관
이다”고 언론에 공개했다.44)
한편, 이승만은 다음 해인 1949년 2월 25일 ‘사정국 요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 말고 단순 정보수집 임무만을 담당토록 하며,
7개과를 3-4개과로 줄이라’는 극비지시를 내렸다.45) 이런 과정을 거
쳐 1949년 3월 3일 사정국직제안이 대통령령 제61호로 관보에 게재
됐다. 직제안에 따르면 사정국은 국무총리 보조기관으로서 내란·외환
관련 정보수집, 기타 특명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임무였다.
직제안이 발표된 이튿날인 3월 4일 이승만은 기자회견을 통해
‘CIC라는 기관은 어느 나라 정부에나 다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이북관계와 이남의 치안관계로 보아 CIC의 존재는 매우 필
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사정국으로 하여 앞으로도 존치시키게 될 것
43) 정병준, 「이승만의 정치고문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제43호, p. 165.
44) 박성진·이상호, 앞의 글, p. 86.
45) 위의 글,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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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일간 이에 대한 직제가 정식으로 공포될 것이다’고 설명했다.46)
국회가 1949년 1월 21일 대한관찰부 해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지원을 중단시키자 미 CIC의 기능을 이어받은 대한관찰부를 계
승하는 기관으로 사정국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사정국 역시 이승만의 사적기관이라고 비난하며
계속 반발함에 따라 사정국을 설치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이승만은
1949년 5월 31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정국 폐지를 의결했
다. 대신, 30명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내무부에 배치해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특명사항을 취급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후 기존의
사정국은 내무부치안국 산하 수사지도과로 흡수됐다.47) 이로써 대한
관찰부에서 시작된 1공화국의 국가정보기구 창설 시도는 완전히 종
식됐다.
1949년 6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은 사
정국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기관
이 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지만, 이
조직이 현재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폐
지하는 대신 내무부의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사
정국 폐지 배경을 밝혔다.48)

4. 북한 대남공작과의 상관성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대한관찰부, 사정국과 같은 국가정보기관
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었다. 당시 전 세계가

46) 서울신문, 1949년 3월 5일자.
47) 동아일보, 1949년 6월 9일자.
4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20):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2)(1949-1950)』
(1996),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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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혁명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격화되어 공산당 세력이 중국전역으로 확대
되고 있었다. 공산당의 비밀활동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여
부가 대공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
은 이 중요한 시점에 국가수준에서 국기위기 첩보를 종합하여 판단
하는 국가정보기구를 설립하는데 실패했다.
이승만은 사정국을 폐지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1949.6.17.)에서
어느 기자가 “사정국이 폐지됐다. 향후 정부가 남북에 관한 비밀정보
를 어떻게 입수할지 알고싶다”고 질문하자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
조직을 출범시키는 자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소속 요원들은 충
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 정확하지 않은 북한측 정보를 수집했고... 국
회에서 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조직
은 소규모 요원들로 출발해서 점차 확대될 것이며 또한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들도 요원들에 의해 재조직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국가정보기
관을 세우려는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제4조)에는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
국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내내 중앙정보국이 설치되지는 않았다.
제헌국회에서 대한관찰부 해산을 결의한데는 남로당의 공작이 개
입되어 있었다. 국회의 대한관찰부 해산결의를 주도한 노일환, 김옥
주 등은 남로당 당원으로 포섭되어 박헌영의 조정을 받고있던 인물
들이었다. 이들은 대한관찰부 해산을 결의한 다음 한 달 여 뒤인
1949년 2월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국회동의안을
추진하다가 정체가 노출되어 사법당국에 검거됐다. 국회 프락치사건
이다. 노일환은 징역 10년, 김옥주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 6.25전쟁때 출옥하여 월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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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락부 간부출신 박병엽에 따르면 박헌영 간첩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1954-1955년 북한에서 국회프락치사건에 대한 검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회동의안을 성급하게 추진해서
비밀공작이 탄로난 노일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노일환을 비
롯해 사건관련자들은 박헌영측의 지시를 받아 행동에 옮겼을 뿐이므
로 책임은 없다.’, ‘모든 잘못이 이남의 활동을 총괄했던 박헌영측에
게 있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49)

Ⅳ. 정부수립 후 군사정보기구 입지의 강화
1. 한국군 방첩대의 미군 방첩대 기능 인수
정부가 수립된 후 주한미군이 철수를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이 자체 방위력을 갖출 때까지 미군철수를 연기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철군을 서두르고
있었다. 1948년 말까지 철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948년 9
월 15일부터 비밀리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1949년 4월 2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그해 6월 30일까지 철수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받
았다.50) 그에 따라 주한미군은 1949년 6월말 500여명의 군사고문단
만 남겨놓고 한국을 떠났다.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따라 971 방첩대도 철수를 서둘렀다.
1948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971 방첩대 요원은 철수했다. 다
만, 24군단 산하 일부 부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부 방첩요원은
49)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서울: 글, 1993), pp. 69-71.
50)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행림출판사, 1979),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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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을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대위 1명을 책임자로 16명의 요
원을 잔류시켰다.
24군단 정보참모부는 이승만과 협의를 통해 대한관찰부를 만들
어 미 방첩대의 기능을 이전시키기로 합의를 봤으나 이승만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군내에 방첩대를
만들어 기능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1948년 12월말까지 방
첩대 주력을, 1949년 6월말까지는 잔류부대까지 철수시킨다는 계획
을 세워놓고 있던 24군단 정보참모부로서는 대한관찰부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자 대한관찰부 창설이 무산될 것에 대비, 한국군 내부
에 미 방첩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방첩대를 설치하는 준비를 서둘
렀다.
24군단 정보참모부는 특별조사과(SIS, 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학교를 서울에 세워 한 달 여 일정의 교육을 실시했다.
1948년 9월 27일에서 10월 30일까지 운영된 이 학교에는 김창룡,
김안일 등 위관급 육군장교 27명과 해군장교 8명 등 41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수자들은 각자 부대로 돌아가 방첩대를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구체적인 조직방법은 그들에게 위임됐다. 971방첩대는 전투
부대의 완전한 철수와 함께 1949년 6월말 해체되고 잔류인원 17명
도 귀국했다.
24군단 정보참모부와 미 방첩대가 1949년 6월말 완전 철수하기
직전까지 한국에는 결과적으로 대한관찰부와 한국군 특별조사과라는
두 개의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후 대한관찰부가 해체되면서 미
방첩대의 기능은 한국군 내부에 조직된 특별조사과로 넘어갔다.
1948년 10월 대한관찰부로 인계된 기능이 1949년 3월 이후 대한관
찰부의 해체에 따라 다시 한국군 특별조사과에 이관된 것이다. 정부
수립부터 대한관찰부 설립과 해체, 한국군 특별조사과 설치, 미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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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철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계열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남한 총선거(1948.5.10.)

한미, 미 방첩대 계승 ‘대한관찰부’ 창설
합의(1948.7)

제헌국회 개원(1948.5.31.)

대한관찰부 1기 교육(1948.7-8월)

이승만대통령 피선(1948.7.20.)

대한관찰부 2기 교육(1948.8-10월)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

대한관찰부 1-2기생, 미 방첩대
배치(1948.10월초)

여수·순천사건(1948.10.19.)

특별조사과 학교(1948.9.27.-10.30)

여순지역 계엄선포(1948.10.25.)

미 971방첩대 본진 철수(1948.12월)

제주지역 계엄선포(1948.11.17.)

대한관찰부 해체(1949.3월)

주한미군 전면철수(1949.6.29.)

미 방첩대 잔류요원 철수(1949.5월)

6·25전쟁(1950.6.25.)

<그림 4>

2. 미군 정보기관 철수 후 한미정보협력의 이완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미군사고문단(KMAG)만 남기고 완전 철
수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한국 관할은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에서 미
국무성으로 이관됐다. KMAG에 대한 행정감독 및 작전지휘권도 주
한 미 대사에게 넘어갔다. 당초 미 육군성은 맥아더에게 작전 지휘권
을 맡길 계획이었으나 ‘전권을 위임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현지 대
사가 통제하는 것이 낫다’는 맥아더의 거부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
다.51) 대신,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참모부(G-2)는 공산권 첩보를 수집
51) 위의 책,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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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서울에 ‘한국연락소(KLO, Korea Liaison Office)'를
설치했다. 1947년 9월 신설된 중앙정보국(CIA)은 극동 거점을 개척
해 나가는 초기단계에 있었다. 맥아더는 ‘해당 작전지역에서의 정보
체계 단일화 원칙’을 고수하며 CIA를 견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직후 한미 정보협력은 ① 주한 미국대사관국무성으로 연결되는 라인, ② KLO-맥아더 사령부-미 합참본부-육
군성으로 이어지는 라인, ③ CIA 극동지부-CIA본부로 연결되는 라
인 등 3개 조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6·25전쟁 후 이를 예측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시비가 일어나자,
맥아더의

정보참모로

10년간

일했던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2
년간 전쟁예측의 책임은 주한 미대사관과 국무성에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52) 맥아더 역시 한국은 당시 자신의 지휘에서 벗어나 있었
다고 주장했다.53)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미국 군부와의 소통에 큰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제임스 하우스먼(James Harry Hausman)이었다. 하우스먼은
1946년 8월 미 육군대위 시절 한국에 파견되어 1981년까지 장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이승만에서 전두환까지 교류했던 인물이다. 이승만
은 하우스먼에게 수시로 한국군 내부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수
립 후부터 이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주한 미군사고문단장,
하우스먼 등 6명이 고정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가 매주 열려 하우
스먼은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승만을 만날 수 있었다.
하우스먼에 따르면 미군 정보기관이 철수한 후 한국군의 간부들
은 개인적인 정보망에 많은 정보를 의존했다. 백선엽·정일권·김백일
52) Charles A. Willoughby and John Chamberlain, Op. cit, pp. 353-354.
53) 맥아더, 구범모 역, 『맥아더회고록-세계의 대회고록 전집 전12권』(서울: 한림출판사,
1972),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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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국군 고위층은 모두 북한출신으로 북한과 연결된 조직망을 가
지고 북한동향을 수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54) 초대 상공장관을
지낸 임영신도 개인적인 정보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로, 임영신은 자서전에서 6.25전쟁 직전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이 북
한에 밀사를 보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신변안전을 요청하며
거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북한에 첩자를 보내 이를 확인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첩보를 묵살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
다.55)

3. 정부수립 전후 정보경찰의 위상 약화
미군정청 아놀드(A. Arnold) 군정장관은 1945년 9월 14일 성명
서를 통해 ‘현재의 경찰기구는 그 기능을 계속하고 있으나 종전의 일
본정부와는 전연 관계없고 군정장관인 나의 밑에 운영되며 그 조직
의 실권은 내가 부여한다’며 ‘한국인 및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경찰관은 모두 한국인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56) 일본 강점
기 경찰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을 창
설하면서 지방조직에 정보과를 설치했다. 중앙에는 관방·총무과, 수사
과, 통신과를 두고 있었다. 이때 중앙부서에는 정보과를 두지 않았다.
그 후 1946년 1월 16일 경무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수사국이
새로 생기고 그 산하에 정보과가 편성됐다. 그리고 1947년 12월 13
일 「관구 경찰청에 사찰과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지방경찰청 산하
54) 하우스먼·정일화,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하우스먼 증언』(서울: 한국문원,
1995), pp. 193-195.
55) 임영신, 『나의 40년 투쟁사』(서울: 승당 임영신박사전집편찬위원회, 1986), pp.
275-277.
56) 박범래, 『한국경찰사』(서울: 경찰대학, 1988), pp. 167-168.

정부수립 전후 국가정보체계 형성 과정 ▷▷ 정주진 129

에 정보과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찰과를, 각 경찰서에는 사찰
계를 설치했다.57)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경
무부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개편됐다. 미군정 시기 대부분의 ‘부
(部)’단위 행정기관이 대한민국의 부로 계승되었으나 경무부는 내무부
산하 ‘국(局)’수준으로 격하됐다. 정부조직법 제정과정에서 경찰기구를
독립부처로 존속시킬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표결 결과 독립부처 안이 부결됐다.
1948년 11월 4일 공포된 내무부 직제(대통령령 제18호)는 내무
부 치안국 산하 중앙부서에 경무과, 보안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등을
두었다.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도 사찰과, 사찰계를 설치했다.
당시 사찰경찰의 직무는 각종 정당·단체의 시위와 집회에 관한 사항
을 조사해 신국가 건설에 방해가 되는 불순요소를 제거하고 단속하
는 것이었다. 1950년 3월 31일 개정된 내무부 직제(대통령령 제304
호)는 ‘사찰과는 민정사찰·외사경찰 및 특명에 의한 사찰사항을 분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육본 정보국의 실질적 국가정보기구화
육본 정보국은 정부수립부터 6·25전쟁 때까지 신생 국가를 이끌
어가는 대표적 정보기구였다. 대한관찰부, 사정국 등 민간인으로 구
성된 국가정보기구 창설에 실패한 결과 상대적으로 육본정보국의 위
상이 높아졌다. 북한의 게릴라 침투, 제주 4·3사건, 여순 10·19사건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
이 민간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령이 수시로 발동되면서 육본정
보국의 정보활동이 확대되어 육본 정보국은 정부수립 초기 가장 강
57) 위의 책,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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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정보기관으로 위상을 굳혔다.58) 6·25전쟁 전후 육본정보국장을
지낸 장도영은 당시 대한민국 정보비 전체의 반 이상을 육본 정보국
에서 사용할 정도로 육본 정보국은 웅대한 첩보기관이었다고 그 위
상을 설명하고 있다.59)
육본정보국이 국가정보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한
국군 창설과정부터 살펴보면 미군정 시기 군정조직은 국방사령부였
다. 그러나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이 ‘국방’이
라는 명칭에 대해 항의했다. 그에 따라 미군정은 국방사령부의 명칭
을 국내경비부로 바꿨다. 한국인들은 이를 통위부라고 호칭했다. 통
위부 산하에는 정보국이 설치되어 있었다.
군령조직으로는 1946년 1월 14일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설치됐다.
남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는 1946년 2월 7일 발족됐다. 소련측의 항
의로 곧 국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조선경비대총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산하에 정보과가 설치됐다.
통위부 정보국과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과는 1947년 6월 1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로 통합됐다.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
법이 제정되면서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됐
다.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는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개명됐다.
1948년 12월 7일 공포된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는 육군본부
정보국의 임무를 ‘군사정보, 역정보 및 정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정보처의 초대 처장은 최홍희, 2대 처장은
백선엽이었다. 1947년 6월 28일 부임한 백선엽은 정부수립 후 육군
본부 초대 정보국장으로 계속 근무했다.
육본 정보국 산하 편제는 정보분석, 첩보수집, 방첩, 비밀공작 등
58) 하우스먼·정일화, 앞의 책, p. 187.
59) 장도영, 『망향』(숲속의 꿈, 2001),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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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활동을 그 기능별로 구분해 조직되어 있었다. 정부수립 직
후인 1948년 9월부터 1년여간 육본 정보국은 1과(전투정보과), 2과
(첩보과), 3과(방첩과), 5과(공작과), 행정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 후 1949년 10월 숙군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군경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방첩과의 역할이 확
대되자 편제순위도 2과로 조정했다. 1949년 10월부터 6.25전쟁 직
후인 1950년 10월까지 육본 정보국의 편제는 아래 그림과 같다.60)
방첩과는 특무부대로 독립한 후 방첩부대, 보안사, 기무사, 군사안보
지원사 등으로 개칭되어왔다. 첩보과 산하 대북첩보부대는 첩보부대
(HID)로 독립됐다.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
(1과)

방첩과
(2과)

첩보과
(3과)

특무부대
(1950.10.)

첩보부대
(1951.3.25.)

방첩부대
(1960)

국군보안사
(1977)

공작과
(5과)

국군기무사
(1991)

행정과

군사안보지원사
(2018)

<그림 5>

Ⅴ. 결론
지금까지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수립 전후 국가
정보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60) 정규진, 앞의 책, pp. 253-254.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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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수립 시기 국가정보기구는 미군정 시기 미 방첩대를
모델로 삼아 형성됐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24군단 정보참모부는 정
부수립 시기 순수 민간기구인 대한관찰부를 창설하여 그 기능을 인
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대한관찰부가 국회인준을
받는데 실패하여 1949년 3월 이후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실패하고,
그 대신 한국군내에 창설된 방첩대로 그 기능이 이전됐다.
둘째, 정부수립 당시 정보기구의 특징인 정보와 수사가 융합된
형태는 미 방첩대 기능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군사방첩기구였던 미
방첩대는 방첩수사기능 이외 정치정보와 북한정보까지 수행했다. 이
러한 관행은 미 정보기관에 의해 창설된 특별조사과가 방첩대, 특무
대로 이름을 바꾸어 성장하면서 이어졌다.
셋째, 정부수립 전후 신생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북
한의 게릴라 침투, 여순 10․19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 비상계엄이
수시 발동되면서 군사정보기구의 위상이 강화됐다. 군 정보기구가 국
가정보기구 역할을 대행했다. 대한관찰부, 사정국 등 순수 민간인 중
심의 국가정보기구 설립에 실패한 것도 군 정보기구의 역할을 확대
시켜준 요인이었다.
넷째, 미 방첩대의 정치정보 수집기능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도 한국정보기관의 기능으로 승계되었다는 것이다. 미군정 시기 하지
사령관은 미군정에 위협을 줄 수있는 정치세력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미 방첩대에 요구했다. 그에 따라 미 방첩대는 군사보안이라는 소극
적 정보임무 이외 정치정보 수집이라는 적극적 정보활동까지 병행하
게 된다. 이후 한국 정보기관은 정치정보 수집을 당연한 업무로 간주
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이 정치권 대상으로 전개되면서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방첩차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지속됐다. 이러한 업
무관행은 1994년 안기부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정보활동을 불법화할
때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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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정부수립 시기 정보기구는 미 방첩대를 모델로 생성되
어 준전시상태가 지속되면서 군사정보의 상대적 우위, 정보와 수사의
융합, 정치정보 수집이라는 특성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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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oo Jin Jeong (Yonsei University)

US Army Counter Intelligence Corps led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This agency had a mix
of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functions. At that time, Anti-Soviet
and Anticommunist groups also had its own secret organization.
W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stablished,
Syngman Rhee agreed to make the Korean Research Bureau newly,
as the heir of US CIC. Accordingly, the 971st CIC procured, trained,
assigned personnel for K.R.B.. The deployment was completed in
early October 1948. At the same time, Korean CIC were also
organized in preparation for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The
posit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shrinking of organizations.
Syngman Rhee made a lot of efforts to obtain parliamentary
approval for K.R.B.. However, it failed to obtain parliamentary
approval. For that reason, there was also the clandestine activities of
North Korea. As a result, K.R.B. has been suspended since March
1949. Subsequently, the plan to create another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under prime minister failed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The US CIC withdrew from Korea in May 1949. In the process
of the withdrawal, the US CIC function was briefly transferred to
K.R.B. and returned to the Korean CIC. Early in government
establishment, failure to create a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
composed of civilians, with the frequent treason and subversive
activitie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KA G-2.
Until the day of the Korean War, ROKA G-2 was the de facto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reas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of

government launch time such as combination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relative comparative advantage of military intelligence,
and political intelligence collection wer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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