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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정책

전개 양상

-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

최혜린

본고는 6·25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한 미 8군 전범조

사부와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설립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매개로 6·25전쟁기 포로 문제의 근원지인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

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 문제는 심리전과 선전전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 미군은 6·25전쟁 초기부터 공산군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해 공산군의 전쟁범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1950년 10월, 전쟁범죄의 조사와 처벌을 전담한 미 8군 전범조

사부가 수립되었다. 유엔군 사령부가 전통적인 전쟁법 위반자만을

전범재판의 기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전범조사부의 주요 조사 대

상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이 되었다. 전범조사부는

포로수용소 내에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제공자로서 포

로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전범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은 또한 체계적인 포로 교육을 통해 포로를 북한인에 대한



재교육과 심리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1951년 4월에는 포로

교육 전담 기구인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이 설립되어 포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포로의 일상생활에 걸쳐 폭 넓게

이루어졌으며 포로의 태도를 반공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

표가 뚜렷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포로 교사나 교육 활동의 조력자

로 포로 인력이 적극 활용되었다.

포로들은 이러한 미군의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분열하여 대립하였다. 두 기구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수용소 내 반공

포로 세력을 형성, 강화시켰다. 두 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포로 인력

들을 중심으로 반공포로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1951년 7월, 대

규모 반공 포로 조직을 조직하였다. 한편, 두 기구의 반공적이고 폭

력적인 성격은 친공포로 세력의 결집과 반발을 낳았다. 친공포로 세

력은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이 시작된 1951년 2월 이후부터 지하조

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군과 미군의 정책에 협조한 포로들에 대

해 반발심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두 세력 모두가 조직화를 이룬 1951년 7월 이후부터 유

엔군 포로수용소에서는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간 갈등이 급증하였다.

포로 간 갈등은 그 내용과 유형 면에서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

국 활동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전범조

사부의 정보제공자 시스템은 1952년 1월 폐지되었고, 민간정보교육

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송환 심사 이후, 비송환 포로들만을

대상으로 축소되었다.

냉전의 영향으로 이념적 성격이 강조된 6·25전쟁에서 포로는 단순

한 억류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전과 선전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상징적 존재였다. 이러한 냉전의 영향은 유엔군 포로수용소

에서 시행된 미군의 포로 정책에도 투영되었으며 정책의 시행 과정

에서 포로들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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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 수립과 맞물리며 발생한 6·25전쟁은

그 이전 어느 전쟁보다 이념적 성격이 강조된 전쟁이었다.1) 이러한

6·25전쟁에서 포로는 단순한 억류의 대상이 아니라 유엔군과 공산

군, 양측 모두의 심리전과 선전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상징적 존재로 기능했다. 휴전협상에서 포로 송환 원칙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측의 대립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의 교착으로 어

느 쪽도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군은 심리전적 승리를

위해 ‘자원송환(自願送還)’ 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공산측이 반발하

면서 전쟁은 약 1년 반이나 더 지속되어야만 했다.2) 이와 더불어 양

측 모두가 포로를 매개로 한 심리전과 선전전을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활발히 실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심리전과 선전전에서는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포로 우대 정책이 강조

되었다.3)

1) 정용욱, 2003, 「6·25전쟁기 미군의 삐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p.98

2) 포로 송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휴전협상에서 협상을 주도한 미국이 이른바
‘승리의 대체물’을 얻기 위해 ‘자원송환(自願送還)’ 원칙을 제기하며 발생하였다.
본래 포로대우에 대한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은 종전 또는 휴전 후, 포로는 무조
건적으로 본국에 송환되어야 한다는 ‘자동송환(自動送還)’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
으나 사전에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군·중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지한 미국은
심리전적 승리를 위해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원송환’ 원칙을 주장하였다.
공산측 역시 본국 송환 거부 포로들의 존재가 자국에 미칠 심리전적 타격을 막
기 위해 ‘자동송환’ 원칙의 관철을 고수하였다. 특히 중국이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Rosemary Foot, 1990, A
Substitute for Victory :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참
고)

3) 전선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총력전(total war)의 성격을 띤 양
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쟁 중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는 전쟁 중 부상자, 조난자, 민간인, 포로에 대한 국제법
인 제네바 협약의 1929년과 1949년 개정안에서 포로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
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1949년의 제네바 협약은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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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6·25전쟁기 포로가 심리전과 선전전의 상징적 존재

로 부상하는 데에는 당시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이례적 상

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먼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는 실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상당 수 존재했다. 1952년 4월, 미군이 자체적으

로 실시한 송환 심사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의 포로가 본국 송환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송환 거부 포로의 존재는 미군이

‘자원송환’ 원칙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미군의 인도주의적 포

로 우대를 선전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편 유엔군 포로수용

소에서는 이른바 친공·반공포로4) 간 그리고 친공포로와 수용소 당

국 간의 격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1952년 5월 10일, 친

공포로들이 일으킨 도드(Francis Dodd) 준장 납치 사건5)은 그 과정

에서 송환 심사의 강제성과 미군의 포로 학대에 대한 친공포로들의

공개 비판이 이루어지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거꾸

로 공산측이 미군이 내세운 ‘자원송환’ 원칙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미군의 포로 학대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되며 포로에 대한 양측

의 선전전을 격화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6·25전쟁기 포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을 보다 심

우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약의 기본 정신은 제 13조
조항인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그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
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라
는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6·25전쟁은 1949년 개정된 제네바 협약이 적용된 첫
번째 전쟁으로 포로 대우 문제는 양측의 도덕성, 더 나아가 체제의 우월성을 가
늠하는 기준으로서 심리전과 선전전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4) 어떤 포로를 ‘친공’포로나 ‘반공’포로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나 미국측 기록들에서 모두 ‘친공’(communist)과 ‘반
공’(anti-communist)의 용어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본고도 잠정적으로 해당 용어
를 사용하도록 한다.

5) 1952년 5월 10일,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친공포로들은 포로수용소장인 도드 준장
을 납치하였다. 친공포로들은 도드 준장을 납치한 후,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1.공산포로에 대한 학대 중지, 2.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자유의사에
따른 포로 송환 원칙 철회, 3. 강제 심사 즉각 중지, 4.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 대
표위원단의 인정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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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의 배경이 된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구성하는

두 주체인 미군과 포로, 양자(兩者)의 활동과 상호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6·25전쟁에서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운영을 전담

(專擔)한 미군은 억류 주체로서 포로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실시하였다. 한편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는 이러한 미

군 정책의 규율을 받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유엔군 포로

수용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수용소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두 주체의 활동과 상호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6·25전쟁기 포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전쟁 과정에서 큰 논란

을 낳은 포로 송환 논쟁과 포로 대우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6·25전쟁기 포로 송환 논쟁은 6·25전쟁과 휴전협상의 전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월터 허미즈, 시드니 베일리, 윌리엄 스툭, 로즈

메리 풋, 김보영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6) 이들 연구는 주로 6·25

전쟁사나 휴전협상사의 일부로서 휴전협상에서 벌어진 양측의 포로

송환 논쟁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양측 포로 송환 정책의 수립 과정

이나 포로 송환 논쟁의 심리전적 성격 등이 규명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들 연구는 어디까지나 휴전협상에서 이루어진 포로 송환 논쟁

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논쟁의 배경이 된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6·25전쟁기 포로 대우에 대한 연구는 억류 주체들이 실

6) Wallter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1992,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 Sidney Bailey, 1992, Korean Armistice,
New York, St.Matin’s Press ; 윌리엄 스툭 저, 김형인 등역, 2001, 《한국전쟁
의 국제사》, 푸른역사 ; Rosemary Foot, 1990, A Substitute for Victory :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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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포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6·25전쟁기 포로수용소

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행복과 조

성훈의 연구를 들 수 있다.7) 이들 연구는 양측의 포로 억류 정책과

포로수용소 운영을 당시 포로 대우에 대한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송환 거부 포로의 발생과

수용소 내 갈등 문제 같은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도 일부 다루

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미군의 포로 대우가 제네바 협약을 기준으

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이들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미군의 포로

정책이 제네바 협약을 기준으로 한 관대하고 소극적인 무간섭주의

정책(Doing Nothing Policy)이었다고 평가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미군 포로 정책의 일면(一面)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포로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정책을 의미하며 크게 ‘포로 관리’ 정책과 ‘포

로 활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9) 포로 관리 정책이란 포로의 억

류 생활과 관련하여 실시된 정책으로 포로수용소의 운영이나 포로

대우, 포로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포로 활용 정책이

란 억류국의 이익을 위해 포로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특히 심리전과 선전전이 강조된 6·25전쟁에서는 건축이나 하역 등

직접적인 육체노동에서의 포로 활용뿐 아니라 정보원, 심리전 요원

으로서의 포로 활용도 폭 넓게 이루어졌다. 6·25전쟁기 포로 대우에

7) 김행복, 1996,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 조성훈, 2010, 《한국전쟁
과 포로》, 선인 ; 조성훈, 1997,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
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6

8) 김행복, 1996, pp.77∼86 ; 조성훈, 2010, pp.107∼108, 420∼421
9) 이와 같은 구분은 미 극동군 군사감실(Militar History Section, AFFE)에서 1960
년 편찬한 미군 포로 정책에 대한 공식 군사인 《The Handli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의 구분에 기초했다. 해당 문헌은 미군의 포로
정책을 ‘포로 관리 및 경비 정책’, ‘포로 활용 및 교육 정책’, ‘병참 정책’으로 나
누었다. 병참 정책은 포로 관련 군수 물자의 조달과 의료에 관한 것으로 포로
관리 정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포로 정책을 ‘포로 관리 정책’
과 ‘포로 활용’ 정책으로 보다 단순화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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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은 이 중 인도주의적 포로 우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포로 관리 정책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포로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포로 활용 정책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였으며 이에 따라 미군 포로 정책의 목표와 성격은 부분적으로만

규명될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또한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포

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미군

의 포로 정책을 다루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실제 포로들에게 적용되

는 과정이나 이에 대한 포로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갈등 및 혼란 역시 주로

공산측의 음모10)나 휴전협상의 영향11)과 같은 주변적인 요인들만을

통해 설명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는 6·25전쟁 연구가 다각화하는 흐름 속에서

포로의 억류 실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선우, 여계언, 창청, 유숙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들 연구는 중립국 송환 포로나 중국인 포로처럼 특정 포로 집단이

나 포로 개인을 분석함으로써 6·25전쟁기 포로의 실상에 대한 이해

에 기여하였다.12) 이와 더불어 미군 포로 정책의 반공적인 성격이나

비인도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실

시된 포로 교육을 포로를 대상으로 한 심리전으로 파악한 연구나13)

10) 김행복, 1996, pp.111∼148
11) 조성훈, 2010, pp.188∼220
12) 이선우, 2012,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여계언, 2014, 「6·25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 대만 선택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Cheng
David Chang, 2011, To Return Home or “Return to Taiwan” : Conflicts and
Survival in the “Voluntary Repatriation” of Chinese POWs in the Korean
War, University in California Ph.D. ; 유숙현, 2008,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체험과 송환선택」,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3) 이상호, 2010,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 ; 고바야시 소메이, 2012,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포로교육 프로그램」, 기
시 도시히코·쓰치야 유카 엮음, 김려실 옮김, 《문화냉전과 아시아》,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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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에 대한 미군의 무력진압을 학살이나 전쟁범죄의 관점에서 다

룬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14)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 연구에서는

포착하지 못했던 미군 포로 정책의 정치성과 비인도성을 고발하였

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포로 연구들은 연구의 외연을

소재적으로 확장시켰으며,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포로의

실상이나 미군 포로 정책의 복합적 성격 등에 주목함으로써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당시 문제가 된 유엔군 포로수용소

의 상황과 관련하여 연구 소재의 의미나 위상을 적극적으로 분석하

기보다는 단순히 해당 소재의 분석에만 천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포로 연구의 외연 확장과 기존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성

공하였으나 포로 송환 문제나 수용소 내 갈등 문제 같은 유엔군 포

로수용소에서 발생한 포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해석을 제

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6·25전쟁기 포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포로

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 근원지인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에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단편적으로만 접근함으로써 6·25전쟁기 포로 문제

에 대한 이해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고는 포로 문제의 근원지로서의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

황을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구성하는 두 주체인 미군과 포로간의 상

호 작용에 주목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한 매개체로 6·25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한 미8군 전

쟁범죄조사부(War Crime Division)와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Civil

; Ron Robin, 2001,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Intellectual Complex, Prins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ng David Chang, 2016, 「한국전쟁포로에 대한 미국의 심리전 :
워싱턴 정책결정에서 거제도의 실행까지」, 한국냉전학회, 『냉전-분단 아시아
의 탄생 : 미국의 전후 신질서 구축과 사상심리전 학술자료집』

14) 전갑생, 2007,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설치와 포로의 저항」, 『제노사이드 연
구』 vol 2, ; 김학재, 2009, 「진압과 석방의 정치」, 『제노사이드 연구』 vol
5. ; 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 오리엔탈리즘」, 2010, 『사림(史
林)』 vol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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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Education)의 성립과 활동에 주목하였다. 미8군 전

범조사부는 1950년 10월, 북한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전범재판 준비

를 목적으로 미8군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전쟁범죄 관련 정보를 수

집하고 전범용의자를 체포·격리하기 위하여 1952년 4월까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은 1951년

4월, 북한군·중국군 포로에 대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유엔군 특별참모부로 설립된 기구로 교육에 사용할 교재 출판과 포

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며 휴전

후 포로 송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비록 정책적 목표는

달랐지만 이들의 활동은 모두 포로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포로 활용 정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가 6·25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하던 여러 기구들

중15) 특히 이들 두 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

문이다. 첫째, 두 기구의 성립과 활동은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한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에 대한 규율 의도와 방향을 드러내준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두 기구의 활동은 포로 활용 정책의 범위에 해당한

다. 이러한 포로 활용 정책은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의 규제를 받은

포로 관리 정책과는 달리 미군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실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포로에 대한 미군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

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6·25전쟁기

포로 정책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5) 포로 관리 정책을 담당한 대표적인 기구로는 제 2군수사령부(2nd logistical
command)에 소속되어 수용소의 행정본부 역할을 한 제60종합보급창(60th
General Depot) 과 제8137헌병단(The 8137th Army Unit)이 활동했다. 본고에서
는 이들 기구를 수용소 당국으로 지칭한다. 한편 포로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활동한 기구로는 포로 심문을 통해 정보 수집을 담당한 연합군총사령부 소속의
연합군전방통번역부(Advanced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DVATIS), 미 국무부 대표단(State Department Representatives), 미8군 심리
전부(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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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기구의 활동은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했고 또한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포로들의 상반된 대응을 이끌

어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기구의 활동이 포로 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수용소 내 권력지형에 직접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군의 포로 정책이 실

제 포로들에게 적용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포로들의 대응을 유기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두 기구의 활동은 미군 당국에 의해 유엔군 포로수용

소 내 갈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을 정도로 6·25전쟁기 주

요 포로 문제인 수용소 내 갈등 문제와 큰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은 이러한 수용소 내 갈등 문제에 대한 이해에도 유

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고가 주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미8군 전범

조사부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 국립문서관(NAⅡ) 소장

RG 15316)에 있는 유엔군 전범조사부 관련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

다. 특히 유엔군 전범조사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속문서들과 함께

발간한 전범조사부의 활동 보고서를 주자료로 하였다. 유엔군 민간

정보교육국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RG 31917)와 RG 55418)에

있는 민간정보교육국 관련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역시 민간정

보교육국에서 네 차례에 걸쳐 부속문서들과 함께 발간한 민간정보

교육국의 활동 보고서를 주자료로 하였다. 한편, 두 기구가 수용소

내에서 전개한 구체적인 활동과 수용소 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RG

1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1792 – 2010
(미 국방부 법무감실 문서군) ;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본고에서 다루는 미 국
립문서관 자료들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국
사편찬위원회에서는 미 국립문서관의 분류체계를 따라 문서군(Record Group)
- Box – 개별사료로 문서를 분류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
라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17)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 – 2009 (미 육군참모본부 문서군)
18)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극동군사령부·유엔군 사령부 문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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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9)에 있는 제60종합보급창(60th General Depot) 관련 문서들과

제8137헌병단(8137th Army Unit) 관련 문서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수용소 당국 정보부(S-2)가 매주 수용소 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묶어서 발간한 주간사건요약 보고서(Weekly ISUM

report)를 다수 활용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사건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RG 153에 있는 제20범죄수사대 지대(20th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Detachment)의 사건 조사보고서와 포로들의

진술서 역시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당시 유엔군 수용소의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포로들의 증언과 회고록, 미국 인

적자원연구소(HumRRO)에서 진행한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대한 현

장 연구 보고서인《Mass Behavior And Captivity》를 활용하였다.

그 밖에 수용소 당국의 상위 사령부인 제2군수사령부(2nd

Logistical Command)와 미8군 헌병단(Office of Provost Marshal)에

서 발간한 월간 보고서,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미국

대외관계 관련 문서인 FRUS(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당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신문 자료인 뉴욕 타임즈(The New Yor

Times) 등을 부가적으로 활용하였다.

19)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주한미군 문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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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8군 전범조사부의 활동과 포로들의 대

응

1. 미군의 전범 처리 정책과 미8군 전범조사부의

설립

침략전쟁의 개시,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및 포로에 대한 가혹행

위, 국적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조직적 학살행위 등을 전쟁범죄

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

며 본격화되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종전 후 추축국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범재판이 실시되었다. 미국 역시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다수의 전범재판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17개 연합

국 전범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나치 수뇌부에 대한 전범재판에 참여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도쿄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일본 전시지

도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을 주도하였다.20) 이러한 제 2차 세계대전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군은 6·25전쟁 발발 이후, 미8군 산하에 전

범조사부를 설치하여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준

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3년에 들어서야 전범재판 준비가 본격화되고 종전 후

에야 전범용의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진 제 2차 세계대전과는 달

리 6·25 전쟁에서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벌 준비는 전쟁 초기부

터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유엔군이 억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6·25전쟁에서

전쟁범죄가 갖는 특수한 의미와 포로를 잠재적 전범용의자 또는 정

20) 신희석, 2015,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서
울국제법연구』 vol 22, pp.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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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情報原)로 인식하고 이를 처벌 또는 활용하고자 한 미군의 의

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6·25 전쟁에서 북한군·중국군 포로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벌 준비를

담당했던 미 8군 전범조사부의 설립 및 활동 구상을 고찰하고자 한

다.

1950년 7월 14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극동군사령부 법무감(Staff Judge Advocate)에 북한군이 행한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판을 준비·실행할 권한을 부여하였

다.21) 곧이어 7월 24일에는 전쟁범죄의 보고와 조사 절차를 다룬 문

건이 미8군과 극동 해군, 극동 공군 사령부에 배포되었다.22) 6·25전

쟁에서 북한군이 행한 전쟁범죄를 조사, 처벌하고자 하는 미국의 준

비는 이처럼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미군은 이러한 조치가 전쟁 초기부터 자행된 미군 포로에 대한

북한군의 가혹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맥아더는

미 지상군이 6·25전쟁에 투입된 직후인 1951년 7월 4일, 북한군 포

로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인도적 대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

며 북한군 사령부에 미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우

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3) 그러나 이러한 성명 발표에도 불구

하고 유엔군 포로에 대한 북한군의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

이 미군 측의 주장이었다.24)

이러한 미군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전쟁범

죄 조사와 재판에 대한 맥아더의 명령이 발표되기 이틀 전인 7월

21)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d Powers and Far East Command Staff
Memorandum no. 40, Investication and Prosecution of War Criminal」,
1950.7.14. (RG153, Entry 192, Box 1, 「War Crime Division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1954.5.31. 이하 ‘전범조사부 최종 보고서’ 부속 문서)

22) 「Reporting War crime incidents and investigation of suspected war
criminals」, 1950.7.27.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 문서)

23) RG 218, Entry UD 94A, Box 1, 「Z49953, from CINCFE, to JCS」, 1950.7.4.
24) 「from Douglas MacArthur to The Commander In Chief Armed Forces of

North Korea」,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 문서) 19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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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는 실제로 북한군에 의해 생포 후 즉결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4구의 미군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무부 법률고문단은

미군 포로를 고문, 살해한 북한군을 전범으로서 기소하기 위한 기초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25) 7월 14일에 나온 전쟁범죄 조사와 재판

에 대한 명령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었다. 미국의

항의에 북한군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

했으나26)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군에 의한 미군 포로 살해 증거

들이 발견되었다. 유엔군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미군 포로는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

그러나 이러한 미군의 조치는 실제로는 북한군의 가혹행위를 전

쟁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얻는 선전적 이익을 위해 실시된 측면이 더

컸다. 대대적인 전범재판이 이루어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

죄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냉전이 본격화하며

전쟁범죄 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선전전의 주요 주제로 떠

올랐다.28) 먼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진영이 체계적이고 파상적인

‘평화운동’을 통해 미국을 ‘전쟁선동가’, 더 나아가 잠재적 ‘전쟁범죄

자’로 이미지화하며 전쟁범죄 문제를 선전전에 적극 활용하였다.29)

25) “Atrocities Proof Cited by MacArther”, New York Times,,1950.7.12.
26) “U.N. Gets Brief North Korean Atrocities Note ; New Plea for Red Cross

Scrutiny is Indicated”, New York Times, 1950.7.15.
27) “Korea Red Atrocities Said to Claim 26,000”, New York Times, 1950.11.6.
28) 김학재, 2013,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
위 논문, p. 229

29) ‘평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47년 9월 말 소련공산당 서기 즈다노프가 ‘양대
진영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가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반(反)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주도의 ’반(反)제국주의·민주주
의‘ 진영으로 양분되었다는 양대진영론을 주장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반전평화
론을 주장하였다. ’평화운동‘은 반전·반핵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특히 서방세
계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미국 내
에서도 일정한 호응을 얻었다. (김태우, 2013, 「사회주의 진영의 평화론과 북
한」,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pp.330∼337) 양대진영론에 잘 드러나듯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
전범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1950년 3월
세계평화옹호자대회에서 발표된 ’스톡홀름 호소문‘으로 해당 호소문에는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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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국을 침략한 공산진영

이야말로 진정한 ‘전쟁범죄자’임을 선언하며 공산진영의 선전전에

반격을 가했다.30)

전쟁범죄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이와 같은 치열한 선전전은

6·25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북한 모두가 상대방의 가혹행위를 전쟁범

죄로서 적극 고발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북한이 주로 비난한

미군의 가혹행위는 민간인에 대한 폭격이었다. 1950년 8월 8일, 유

엔 소련 대표 말리크(Yakov Malik)는 미 공군이 국제법과 인권에

반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인

마을들과 산업 시설들을 폭격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북한 정부의 전

문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 전달했다.31) 또한 8월 29일에는 북한

정부가 유엔에 직접 전문을 보내 7월 1일부터 계속된 미 공군의 폭

격이 약 6,000명의 민간인들을 살상했다고 주장했다.32) 이에 비해

미국의 북한군에 대한 비난은 미군 포로와 민간인들에 대한 북한군

의 가혹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미국은 전쟁범죄 조사를 통해 발

견된 북한군의 가혹행위 증거들을 언론에 여러 차례 발표하고 지속

적으로 유엔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북한군의 도덕성을 훼손

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가혹행위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이 계속되

면서 미국에게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선전적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억류한 미군 포로들을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선전전에 직접 활용한 것 역시 미군의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체포

후 평양으로 이송된 117명의 미군 포로들은 미국의 전쟁 개입을 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국가를 ’전범용의자‘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선언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
였다. ( ”Text of the Acheson Statement“, New York Times, 1950.7.13.)

30) ”Returns ’War Criminal’ Charge on Korea – Sounds Warning on Possible
Balkan Blow“, New York Times, 1950.7.13.

31) “Russian Accuses U.S. of Atrocities”, New York Times, 1950.8.9.
32) “Korean Reds List ‘Atrocities’ by U.S.”, New York Times, 1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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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는 플래카드를 건 채 평양의 시내를 행진하였으며33) 트루먼 대

통령이 한국의 평화를 깨뜨렸고 미군은 한국에서 즉시 철수해야한

다는 공식 성명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미군은 즉각 이러한

미군 포로들의 행동이 북한군의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

며 포로에 대한 정치적 행동의 강요가 명백한 제네바 협약의 위반

임을 들어 이를 미군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로 규정했다.34) 특히 이

와 같은 북한군의 선전전은 공산권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국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 사회에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

었기 때문에 미군은 이에 적극적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미군의 조치에 따라 전쟁범죄의 조사와 처벌 업무를 맡은 기구는

극동군 사령부의 법무감이었으며, 실제 조사 업무는 미 8군의 법무

국(Judge Advocate section)에 맡겨졌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성

공 이후, 퇴각하는 북한군에 의한 가혹행위 보고가 급증하면서35) 전

쟁범죄 관련 업무량 역시 급증하였다. 또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는 전망 하에 전범용의자에 대한 체포와 재판 준비가 본격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1950년 10월 13일, 미

8군 법무국 산하에 전쟁범죄의 조사와 처벌을 담당할 독립 기구로

서 전쟁범죄조사부(War Crime Division, 이하 전범조사부)가 수립되

었다.36) 전범조사부는 총 26명의 장교, 1명의 준위, 그리고 35명의

33) 김행복, 1996, p.36
34) “Reds Say Captives Condems Truman”, New York Times, 1950.7.16.
35) 전범조사부의 기록에 따르면 공산군의 가혹행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말∼10월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한편 11
월부터는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의 가혹행위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르면 살해된
미군포로의 수는 1950년 9월 2,523명, 10월 407명, 11월 1,114명에 달했다. 후술
하겠지만 이러한 전범조사부의 기록의 정확성은 대부분 유엔군이 억류한 북한
군, 중국군 포로의 자백에 근거한 것으로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그 전반적 추
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보다 자세한 추세는 21p의 [그림
2] 참고( 「Monthly totals of atrocity cases classified according to
perpetrator」 (RG153, Entry 192, Box 1, 「War Crime Division interim
historical report」, 1952.6.30. 이하 ‘전범조사부 중간 보고서’ 부속문서) ;
「Commander in Chief’s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1951.11.26. (전범조
사부 최종 보고서 부속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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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장으로는 제임스 헨리(James Hanley) 대

령이 임명되었다.37) 하위 부서로는 행정과, 조사·체포과, 재판과 3과

를 두었으며,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였다.

하위 부서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범조사부의 조직은 최종

적으로 전범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따라서 전범조사부의 활동

과 범위는 전후 열릴 전범재판의 성격에 달려있었다. 유엔군 사령부

는 1950년 10월 22일, 전쟁범죄자의 기소와 재판 절차를 규정한 “유

엔군 사령부 군사위원회를 위한 형사 소송 규칙” 이라는 문서를 발

간하고 이를 유엔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배포하며 전범재판 준비

를 본격화했다.38) 이에 따르면 전범재판은 유엔군 사령관이 지명,

소집한 유엔 군사위원회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전범재판에서 다룰 전쟁범죄의 범위를 전통적인

전쟁범죄에 국한시킨 점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적용되었던 ‘평화에 관한 죄’나 ‘인도에 관한 죄’39) 등은 재판의 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40) 이러한 전범재판 범위의 축소에는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전범재판에 대한 미

국 고위관료들과의 회담에서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관한 죄에

36) 「Table of distribution for war crimes division」, 1950.10.13. (전범조사부 최
종보고서 부속 문서)

37) 제임스 헨리는 변호사 출신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보병 장교로 참전하
여 대대장을 역임하며 유럽에서 다수의 전투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전
범조사부의 활동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포로수용소 내 활동과 현장 조사 활
동을 각각 지휘하였던 아서 팔켄스트롬(Artheur Falkenstrom)과 프랭크 트래버
시(Frank Traversi) 역시 모두 변호사 출신이었다. ( James M. Hanley, 1995,
A Matter of Honor : A Memoire, Vantage Press, pp.107∼109)

38) 「Trial of Accused War Criminals」 1950.10.28.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
문서)

39) ‘평화에 관한 죄’란 타국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인도에
관한 죄’란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대량 학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두 가지 영역의 전쟁범죄는 제 2차 세
계대전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침략 행위와 조직적 학살 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한 정부와 군 수뇌부가 주된 기소대상이 된다.

40) 「Information on War Crimes for United Nations Command」, 1950.10.28.
p.2(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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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범재판을 “정치적 전범재판”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그

의 소신을 피력했다. 군 사령관들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할 뿐 전쟁

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의 경험이 북한의 침략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점

을 들어 처벌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41) 그의 적극적인 주

장에 따라 6·25전쟁에서 이루어질 유엔군 전범재판의 범위는 전통적

인 전쟁법 위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침략과

학살 행위 지시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

고 현장에서 직접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군인들만이

주된 기소 대상이 되었다. 또한 1949년 개정된 제네바 협약의 포로

조항이 강조되어 유엔군 포로에 대한 다양한 가혹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된 점도 당시 전범재판 계획의 특징이었다.42)

이와 같은 미군의 전범재판 구상에 따라 6·25전쟁기 유엔군 전범

조사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 첫째, 유엔군 포

로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이 전범조사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

다. 이는 전범재판의 대상이 전장에서 직접 가혹행위를 행한 군인으

로 한정되면서 유엔군 수용소에 억류된 북한군, 중국군 포로들이 주

된 전범용의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본인이 가혹행위

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혹행위 현장을 목격하거나 혹

은 여러 가지 경로로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유용한

정보원(情報原)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을 심문하여 전범용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향후 열릴 전범재판을 위하여 격리, 보호하

41)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usk)」 (undated), FRUS, 1950, Korea, Volume VII, pp.961∼962. 맥아더는
그의 신념과는 달리 연합국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 수뇌부를 재판해야했던 도
쿄 재판이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불쾌한 임무였다고 덧붙였다.

42) 「information on War Crimes for United Nations Command」, 1950.10.28. p.2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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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전범조사부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둘째, 다른 전쟁범죄들보다도 주로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심

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미군의 전범조사 및 처벌 구상이 미

군 포로에 대한 북한군의 가혹행위를 명목으로 촉발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에게는 자국민인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가 가장 중요

한 전쟁범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개정된 제네바 협약에

서 대폭 강화된 포로 조항 역시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끼쳤다. 헨리

대령이 전범조사부에 내린 업무 지시에 따르면 전범조사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전쟁범죄의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a. 미국인 포로, 남한인 포로, 그리고 기타 유엔군 포로에 대한 고

문, 심한 학대, 굶김, 살해, 그리고 살해 시도

b. 남한 민간인 살해

c. 포로를 방송이나 선전행위를 하게끔 강요하는 행위

d. 남한인 포로를 북한군에 강제 편입하는 행위

e. 이상의 범죄들을 명령, 주도, 협조, 사주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43)

열거된 다섯 가지의 범죄 항목 중 대부분이 포로에 대한 가혹행

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민간인에 대한 범죄로는

‘살해’만을 주요 전쟁범죄로 거론하고 있는데 비해 포로에 대해서는

‘살해’뿐 아니라 ‘고문’과 ‘학대’, ‘굶김’, ‘살해 시도’, ‘선전 강요’, ‘강제

편입’에 이르는 광범위한 행위들을 모두 주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된다. 이어진 후속 지시에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

강간과 같은 전통적인 전쟁범죄 항목들이 추가로 제시되기도 하였

으나44) 어디까지나 조사의 초점은 위의 항목들에 맞춰졌다.

43) Field Memorandum no.1 p.1
44) 「Field Memorandum no.2 from War Crime Division to All War Crime

Investigators, and Logistical Command, Division, and Corps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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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매우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범조사부의 활동이 곧 종전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되는 다소 급박

한 상황에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45)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범죄 정보가 갖는 선전적 가치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주목

할 점은 이러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조사를 위해 포로 내부의 자발

적인 정보제공자로부터의 첩보가 매우 중시되었다는 점이다.46) 더

나아가 헨리 대령은 정보제공자를 전범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할 것을 권고하며 일례로 인천 수용소에 파견된 팔켄스트롬

((Artheur Falkenstrom) 중위가 포로수용소 내에 정보제공자를 활용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들어 이른바 “정보

제공자 시스템”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47) 단순히 정보제공자의 자

발적 첩보를 기다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전범조사부가 주도적으

로 포로들 중에서 정보제공자를 선발하고 첩보를 위해 이들을 적절

히 수용소에 배치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군은 전범조사를 위해 포로 심문 기록과 포

로들의 신상 정보를 활용한 바 있었으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

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전범조사부 활동의 이례적인 적

극성과 집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쟁의 지속이 확실해지면서 전범

조사부의 활동은 다소 변화를 맞게 되었다. 우선 전범조사부 활동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보다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제공될 필요성이 대

Advocates」1950.11.25.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이하 ‘Field
Memorandum no.2’) p.1

45) 전범조사부 부장 제임스 헨리 대령은 전범조사부의 활동이 단기간에 최대한 성
과를 거두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전범재판
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몇 달 안에 완료되어야만
하며, 실제로 6개월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진취
성(initiative), 독창성(ingenuity), 근면(hard work)를 부원들에게 요구하였다.
(Field Memorandum no.1, p.1 ; Field Memorandum no.2, p.2

46) Field Memorandum no.1, p.1
47) Field Memorandum no.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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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어 1950년 12월 초, 전범조사부는 부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

다. 유엔군의 퇴각으로 인해 인천과 평양에 위치했던 제 2 포로수용

소, 제 3포로수용소가 폐쇄되면서 부산의 제 1포로수용소만이 유엔

군 포로수용소로서 남게 된 것도 포로수용소를 주 활동무대로 하던

전범조사부의 부산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

부산 이전과 함께 부서의 재조직 역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그

동안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체포과에 분석·편집 분과, 포로

분과, 사건 분과, 특수 첩보 분과 등 4개의 하위 부서를 두어 그 임

무를 보다 체계화한 것이었다.48) 재조직된 부서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1. [미8군 전범조사부 조직도(1950.12.)]

주목되는 것은 조기 종전이 불가능해짐 따라 전범재판의 실시가

불투명해졌음에도 오히려 전범조사부의 조직은 체계화되었다는 점

이다. 이는 실제로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의 기소와 재판에 대한 미군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

산 혹은 연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식적으로 전범재판 계획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전범조사부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은 1952년 7

48) 전범조사부 중간 보고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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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었으며.49) 그 이전까지 전범조사부의 활동은 여전히 전범용의자

의 기소와 재판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졌다.50) 따라서 재조직 이후에

도 전범조사부의 활동은 초기의 적극적인 성격을 유지하였으며, 하

위 부서 신설을 통해 오히려 이러한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를 잘 보여주는 분과는 신설된 특수 첩보 분과였다. 특수 첩보

분과는 전범 색출을 위한 수용소 내 첩보 활동을 주 임무로 하였으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술한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었다. 1950년 11월, 제임스 헨리 대령에 의해 활동의 한 사례로서

권고되었던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특수 첩보 분과의 신설을 통해 공

식적인 전범조사부 활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수 첩보 분과의 신설은 또한 상위 사령부인 미8군과 유엔군 사령

부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범조사에 포로를 활용한

첩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방침이 미군의 공식 정책이 되었음을 의

미했다.

그 밖에 이 시기 조사·체포과 내에 신설된 하위 부서들의 임무를

살펴보자면 분석·편집 분과는 포로 심문 등을 통해 얻은 가혹행위

정보의 분석 및 편집을, 포로 분과는 전범용의자나 정보제공자, 목

격자 등으로 상정된 포로의 심문을, 사건 분과는 기소및 재판을 위

한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담당하였다.51) 전범조사부는 지역 경찰

및 주민들과의 협조, 탈출한 미군 포로의 심문, 현장 조사 등을 통

49) 「Reorientation of War Crimes Activities, Eight Army」, 1952.7.12. ( 전범조
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 해당 재조직으로 인해 전범조사부의 임무는 조사
가 지연된 사건들의 현장조사와 이제까지 수합된 전쟁범죄 기록의 수합 및 발
간으로 제한되었다.

50) 1951년 10월, 극동군 사령부 법무참모부로 발송된 국방부 전범조사부의 서신은
전범재판 일정에 대해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까지도 전범재판이 시행될 것
이라는 기대가 미 군부 내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Air Mail, from Chief
of War Crime Division(Washington) to Staff Judge Advocate of Far East
Command」, 1951.10.10.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 문서))

51)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pp.3∼5



- 21 -

해서도 전범조사 활동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부서들이 포로 관련 임

무를 맡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의

활동에 주력하였다.52)

이와 같은 부서 체계화를 통해 전범조사부는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전범조사부에 의해 조사

된 북한군과 중국군의 전쟁범죄는 총 1956건에 달했다.53) 대부분의

전쟁범죄는 휴전협상이 개시된 1951년 7월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특

히 인천상륙작전 이전까지 북한군이 저지른 전쟁범죄가 상당한 비

율을 차지했다. 전범조사부가 조사한 구체적인 북한군·중국군의 전

쟁범죄 추세는 아래 도표의 내용과 같다.

그림 2. [ 북한군·중국군의 전쟁범죄 추세 (1950.6∼1952.12.) ] 54)

52)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p.5
53)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p.13
54) 「Monthly Total of Atrocity Case by Perpetrator」 ( RG 153, Entry 182,

Box 1, 「Historical Report War Crime Division」 1952.12.31. 이하 전범조사부
경과 보고서 부속문서)



- 22 -

그런데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개시되고 양측 모두 전투의 승리

가 요원해지며 전범조사부의 활동은 점차 전범재판에 대한 대비보

다는 선전과 심리전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은 1951년 11월 14일 이루어진 이른

바 “헨리 리포트(Hanley Report)” 발표였다.55) 전범조사부장 헨리

대령은 북한군과는 달리 중국군은 제네바 협약을 잘 준수한다는 인

식이 국제사회와 미군 사이에 널리 확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전범조사부에서 조사한 중국군의 가혹행위 정보를 언론에 발표했다.

그는 북한군보다도 중국군이 훨씬 더 많은 유엔군 포로를 죽었으며

지금까지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살해된 유엔군 포로가 무려 5,5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엔

군 사령부와 미 8군 공보처(Public Information Office)의 승인을 통

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헨리리포트의 발표는 명백히 선전적 목적

으로 행해진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범죄 관련 정보의 심리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후

에는 전범조사부의 조사 결과가 공산주의자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직적인 선전을 위해 미 육군 심리전처(Office of the Chief of

Psychological Warfare)에 넘겨지기도 했다.56)

55) James M. Hanley, 1995, pp.112∼114 ; 제 2군수사 command report 1951.11.
pp. 12∼13

56) 「from War Crime Division to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1953.9.1.(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 「Plan for exploiting communist
mistreatment of U.S. prisoners of war」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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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범조사·방첩을 위한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운

영

유엔군 사령부의 전범재판 계획이 전통적인 전쟁범죄의 처벌로

한정되고 이에 따라 포로들이 주요 전범용의자이자 정보원으로 상

정되며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전범조사부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

다. 수립 직후부터 전범조사부는 당시 유엔군이 운영하던 수용소인

부산, 인천, 평양 수용소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전범 조사

활동을 시작했으며,57) 1951년 12월, 조사·체포과가 4개 하위 분과로

재조직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전범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

한 전범조사부의 활동 중에서도 포로수용소에서 중심이 된 것은 포

로 분과와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이었다.

포로 분과는 전술했듯이 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심문 활동을 통해 전범 목격자와 전범 용의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활동을 벌였다. 초기에는 장교와 통역가로 구성된 5개의 심문팀이

부산, 인천, 평양의 포로수용소에 파견되어 활동하였으나 유엔군의

퇴각으로 인천과 평양의 수용소가 폐쇄되자 부산수용소에서 심문

활동을 계속하였다. 1951년 2월, 대다수의 포로들이 거제도로 이송

되면서 4개의 심문팀 역시 거제도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1개의 심

문팀만이 포로 환자들이 수용된 부산에 남겨졌다.

포로 심문을 위한 기본 방침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전범 조사 경

험을 바탕으로 이미 전쟁 초기, 전범 조사 책임을 맡았던 미8군 법

무국에 의해 정해졌다. 그 구체적 내용은 주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기소나 재판 전까지 심문 대상을 보호하고 이들에게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심문 대상에게 회유나 무력,

강압, 협박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기소 대상자인

57) Field Memorandum no.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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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용의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 수용이 권고되었고, 용의자뿐 아니

라 목격자와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강조되었다.58) 해당

방침은 곧 전범조사부 포로 분과의 기본 심문 방침으로 기능하였으

며, 포로 분과는 수용소 당국의 협조를 받아 포로들을 심문하고 심

문 결과 전범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격리 수용, 보호하는 활동을

벌였다.59)

이러한 포로 심문 방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포로 분과의 심문 대

상이 될 포로는 수용소 내외에서 입수한 가혹행위 관련 정보를 종

합하여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승리가 예상되

었던 1950년 말, 임박한 전범재판에 대비하여 전범조사부의 집중적

이고 효율적 활동이 강조되면서 심문해야 할 포로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었다. 그 순위는 포로 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정보제공

자, 북한군 보안대 출신 포로, 입수된 가혹행위 관련 정보에 근거하

여 선발한 포로, 기타 군부대의 북한군 장교 순이었다.60) 정보제공

자가 심문 대상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은 협조적인 이들에

게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다른 포로들을 심문하여 정보를 획득하

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례적으로 전범조사부에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협

조적인 포로들이 다수 존재했던 점 역시 이러한 우선순위 규정에

영향을 끼쳤다.61) 물론 정보제공자의 증언은 다른 증언들에 비해 그

동기가 의심스러우므로 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었

으며, 군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62)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보제공자가 최우선적인 심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정확성

58) 「Suggestion And Forms For War Crimes Investigation」, 1950.9.29. pp.1∼5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59)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p. 3
60) Field Memorandum no.1, p.1
61) 전범조사부 중간보고서 p. 8
62) 「Suggestion And Forms For War Crimes Investigation」, 1950.9.29. p.3 (전
범조사부 최종보고서 부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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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효율성을 보다 중시했던 당시 전범조사부의 분위기를 잘 보

여준다.

포로 분과의 전범 용의자 색출 활동에서 정보제공자가 갖는 중요

성이 이처럼 컸으므로 전범조사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포로 인력을

정보제공자로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임무를 맡은 분과가 특수

첩보 분과로 특수 첩보 분과는 유엔군 당국에 협력적인 포로들을

정보제공자로 선발, 배치, 관리하는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운영을 맡

았다. 특수 첩보 분과에는 장교 1명, 군무원 1명, 사병 1명이 배속되

었으며, 195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수용소 내에서 활동을 시

작하였다.63) 전술했듯 포로 분과의 심문 대부분이 특수 첩보 분과가

배치한 정보제공자의 첩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은 사실상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전범 조사 활동 중 가

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은 크게 1950년 12월부터 거제도로

의 포로 이송이 시작되는 1951년 2월까지 이루어진 부산 수용소 시

기의 활동과 1951년 2월부터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이 중단되는

1952년 1월까지 이루어진 거제도 수용소 시기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부산 수용소 시기는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이 수용소 내 포로 간

부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으

로 인해 직접 포로들을 관리할 수 없던 수용소 당국은 수용동 단

위64)로 포로들 중에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배식부장, 포로감찰

63)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p.4 ; William C. Bradbury, 1968, Mass Behavior and
Captiv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47

64)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크게 20,000명에서 45,000명 가량의 포로들을 수용한 구역
(enclosure)으로 구분되었으며, 구역은 다시 여러 개의 수용동(compound)으로
구분되었다. 수용동은 보통 수용소 운영의 기본 단위로 활용되었다. 유엔군 포
로수용소에는 가장 많을 때 총 5개 구역, 28개 수용동이 있었다. 유엔군 포로수
용소에 억류된 포로의 수는 포로들의 거제도 이송이 완료된 1951년 6월 말,
162,314명에 달했다.



- 26 -

대장 등을 임명하여 포로 수용동 내부의 관리를 맡겼다. 이들은 일

종의 포로 간부단을 형성하여 인원 파악, 소지품 검사, 부역 동원

등 수용소 당국의 행정에 협조하였으며 그 대가로 개별 막사의 사

용, 보다 많은 배급, 부역 동원 제외 등과 같은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로 인해 수용동 내에서 포로 간부단이 갖는 영향력은 막강했다.

특히 간부단 중에서도 실질적인 무력을 갖춘 포로감찰대의 영향력

이 가장 컸으며, 포로감찰대장은 사실상 해당 수용동의 최고 권력자

라 할 수 있었다.65)

그런데 부산 수용소 시기에는 미군의 포로 관리 체계 미비로 남

한 출신 포로들과 북한 출신 포로들이 혼합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중 영어에 능통하고 유엔군에 협조적인 남한 출신 포로들이

포로 간부단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 초

기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되어 포로가 된 이른바 남

한 출신 “의용군” 포로66)들이 간부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은 대부분 반공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특수 첩

보 분과의 정보제공자가 되거나 배치된 정보제공자들의 활동에 적

극 협조하였다.67)

부산 수용소 시절, 포로 간부단, 특히 포로감찰대의 협조를 통해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구축한 이는 한국인 장교로 전쟁범죄조사부에

배속된 김선호 대위였다. 부산 수용소 3구역을 담당한 그는 3구역의

포로감찰대에 기반을 둔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구역의

65) William C. Bradbury, 1968 pp.245∼246.
66) 설명했듯 전쟁 초기 북한군이 남하하며 강제로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킨 남한
출신 포로들을 말한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남한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된 후, 다시 북한군에 편입되어 포로가 된 한국군 출신 포로들도 있었
다. 많은 포로들의 회고록과 증언들에서 이들을 “의용군” 포로로 지칭하므로
본고 역시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모든 남한 출신 포로들이 이러한 “의용
군‘ 포로였던 것은 아니며 북한군에 자원입대한 이, 피난민, 북한군의 수송 및
보급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잡힌 민간인 등 다양한 남한 출신 포
로들이 존재했다. (조성훈, 2010, pp.53∼64)

67) William C. Bradbury, 1968, pp. 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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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감찰대는 전범조사부에서 배치한 정보제공자들을 관리하고 보

호하였다. 더 나아가 포로감찰대는 정보제공자들을 통해 전범용의자

로 파악된 이들을 전범조사부측에 넘기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자체적

인 “예비심문”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은 용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과 강압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상의 고문에 가까웠

다.68) 정보제공자와 포로감찰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전범 색출 활

동의 실제는 다음과 같은 포로감찰대 출신 반공포로의 증언에 잘

드러난다.

“한 개 분대가 열 명이거든. 열 명 가운데는 우리 정보원을 들여보

내는 거야. 우리 정보원이 있어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인민

군에 있으면서 이런 것 했다, 안 했다... 서로가 그렇게 되면 자연적

으로 비밀이 나오게 되거든. 정보원이 정보 수집을 해다가 우리 감

찰에게 주면은 감찰대들이 밤에 끌어다가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빨갱이 잡는 역할을 한 거지.”69)

전범조사부의 전범조사 활동에서 이와 같은 “예비심문”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래 도표는 전범조사부의 전범조사 활동이 오

직 포로의 자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

68) William C. Bradbury, 1968, pp.247∼248
69) 박재만 증언,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집 3부작 ‘한국전쟁과 포로’ 자료집』,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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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산 측 전쟁범죄의 근거별 사례 수 (1950.6.∼1952.12.)]70)

이 중에는 물론 자발적인 자백 사례도 존재했겠지만 대부분은 “예

비심문”의 결과 유도된 자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범조사

부에 접수된 자백의 신뢰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

다. 전범조사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범조사부에 접수된 자백 1185건

중 추가적인 증거로서 확증된 자백은 단지 73건에 불과하였다.71) 또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는 이유로 자백

을 번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72)

한편 김선호 대위는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우수한 정보제

공자를 수용소 당국에 포로간부단에 임명하도록 추천하며 수용소

행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 포로 조

70) 「Type of Evidence in Case of Substantial Proof」 (전범조사부 경과 보고서
부속문서) ; 자백만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전쟁범죄의 수는 북한군의 경우
1187건 중 65.4%인 777건에 달했고, 중국군의 경우 444건 중 72.5%에 달하는
322건에 달했다. (「Case based solely on confessions」 (전범조사부 경과 보
고서 부속문서))

71) 전범조사부 최종 보고서, p.18
72) 전범조사부 중간 보고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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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대한반공청년단을 조직한 이관순이 정보제공자 출신으로 김선

호 대위의 추천에 의해 감찰대원이 된 대표적인 사례였다.73) 그는

북한 출신 포로였음에도 정보제공자로서의 뛰어난 활동을 인정받아

요직인 감찰대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부산 수용소 시기, 3구역 외 다른 구역들에서 이루어진 정보제공

자 시스템 운영의 양상은 확실하지 않으나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이는 이 시기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가진 정보력이 전

쟁범죄 관련 정보뿐 아니라 수용소 내에 존재하는 핵심 공산주의자

들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낼 만큼 막강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범조사부가 수용소 당국에 보낸 수용소 내 핵심 공산주의자의 현

황을 담은 문서는 인민군 요직을 역임한 포로들 뿐 아니라 북로당·

남로당·인민위원회·민주청년동맹 등 북한의 주요 정치조직에 속했던

포로들, 북한 정부 관료들, 보안대에 속했던 포로들 등의 현황에 대

한 매우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당시 전범조사부의 정보력을 짐

작케 한다.74)

한편,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전범조사

부 뿐 아니라 수용소 당국도 포로 관리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였

다. 이와 관련된 기구는 수용소의 보안 점검(security check)과 수

용소 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구들 간의 연락 업무를 담당했던 수

용소 정보부(S-2)였다.75) 수용소 당국은 1951년 2월부터 정치·군사

73) 김선호 증언,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p.24 (“...그래서 아, 이 친구(이관순)는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민주당이다 뭐다 그런 것 보다는 우
선 업적이 나면 신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를 갔다가 경찰대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것은 밥도 잘 먹고 그런 곳이란
말이예요. 권력도 쓰고 그러는 데니까.” )

74) RG 338, Entry 1182-A-54, Box 28(2)-2, 「Letter from War Crimes Division
to CG 2nd Logistical Commad, Break-down of POWs」, 1951.2.22. ; 전범조
사부는 이 문서에서 인민군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산주의자 673명, 북
로당·남로당 등 주요 북한의 정치 조직 당원들 791명, 북한 정부 관료 332명,
그 외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차 순위 인물 6,748명이 포로들 중 파악되었음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특별 조치를 수용소 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75) RG 338, Entry UD 37042, 「60th general depot command report 195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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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를 비롯한 핵심 공산주의자들을 분리수용 하여 특별 관리하

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분리 수용은 전범조사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

거하여 이루어졌다.76) 또한 포로들의 집단 탈출 계획이나 수용소 당

국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정보제공자에 의해 파악되어 전달되면 수

용소 당국은 즉각적으로 파악된 용의자들을 격리, 심문 조치하여 사

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던 정보기구인 704 방첩

대 지대(704 Counter Intelligence Corps Detachment) 역시 전범조

사부의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다. 704 방첩대 지대는

제 2군수사령부 정보부(G-2)에 소속되어 제 2군수사령부의 책임 지

역인 포항, 경주, 대구, 마산, 부산 일대의 방첩 활동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후방에서 전개된 빨치산 활동 관련 정보 수집과 책임 구역 내

에 있는 공산주의자 색출에 활동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 중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파견된 팀은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전복활동’ 정보와

북한군 부대 및 빨치산 부대 관련 정보를 포로 심문을 통해 확보하

는 활동을 벌였다.77) ‘전복활동’ 정보에 따른 방첩 대상은 전쟁에서

의 유엔군 사령부의 목표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로

폭넓게 정의되었지만,78) 사실상 외부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될 가능

성이 있는 수용소 내의 지하 공산주의 조직이나 조직원이 주 방첩

2 (이하 ‘제60종합보급창 지휘보고서’)
76) 「EUSAK Office of Provost Marshal staff study - Population of Prisoner of

War Enclosure at Pusan」,1951.4.2. (RG 338, Entry-A1-245, Box 2174,
「EUSAK office of provost marshal command report 1951.4. 부속문서) ; 포
로의 분리수용이 이루어지며 핵심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부산의 제 5구역에
분리수용 되었다.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에 대한 미8군의 지시에 따르면 이들
은 본래 포로 환자들과 함께 거제도로 이송되지 않고 부산 수용소에 남을 예
정이었다. 그러나 부산 포로수용소의 경비 병력부족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부
산 수용소에는 포로 환자들과 포로 병원 운영 인력들만 남도록 결정되면서
이들 역시 1951년 5∼6월, 거제도로 이송되었다. 거제도로 이송 후, 이들은 처
음엔 72수용동에, 후에는 66수용동에 분리수용 되었다.

77) RG 407, Box 4697, 「704th CIC detachment monthly report 1950.11.」, pp.1∼
2

78) 위 문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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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전범조사부 뿐 아니라 수용소 당국과 704방첩대 지대가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정보제공자 시스

템의 수집 대상 정보는 전쟁범죄 관련 정보와 함께 수용소 내 제반

공산주의 활동 관련 정보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기구

들 간 연락을 담당한 수용소 정보부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자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 기구 간 협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1년 2월부터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이 시작되며 전범조

사부 특수 첩보 분과의 활동은 큰 지장을 겪게 되었다. 인천상륙작

전 이후, 포로 수의 급증으로 포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미군은 전

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포로 이송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포로들의 거제도 이송은 수용소의 지리적 이전과 함께 전쟁의 장기

화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인 포로 관리 체제의 수립을 뜻하는 사건

이었다. 거제도 이송을 계기로 수용소 전 구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제 60종합보급창(60th General Depot)이 설립되어 수용소의 운영과

포로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고79), 남한 출신 포로와 북한 출신 포

로, 중국 출신 포로, 장교 포로 등의 분리 수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대표 선출이 본격화되어80) 부산 수용소 시

기와는 달리 각 수용동들마다 자치적으로 주요 간부직인 포로대표

를 선출하게 되었다.81)

그런데 이러한 포로 관리 체제의 변동과 이로 인한 대대적인 포

79) 「2nd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o.16 – Establishment of Major
Subordinate Command」, 1951.1.20. (제 60종합보급창 지휘보고서 1951.1. 부속
문서)

80) 제네바 협약 제 79조는 비밀투표를 통한 포로 대표 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추가의정서』, 대
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9 )

81) 포로 대변인 선출 장면은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사, 2000, pp.218∼225
에 잘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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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배치는 부산수용소 시기에 구축된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붕괴

를 유발하였다. 특히 기존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던 정보

제공자의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었으므로 새롭게 수립된 북한 출신

포로 수용동들에는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범조사부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82)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범조사부 특수 첩보 분과는 거

제도에 새롭게 세워진 수용동들에 조직적으로 정보제공자들을 침투,

배치시켜 붕괴된 정보원 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수개월에 걸친 특

수 첩보 분과의 노력으로 1951년 6월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모

든 수용동들에 정보제공자가 배치됨으로써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재

구축될 수 있었다.83) 그러나 재구축된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운영은

부산 수용소 시기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북한 출신 포

로들이 수용된 수용동들에는 새로운 북한 출신 간부단이 조직되었

는데 이들은 부산 시기의 남한 출신 간부단들과는 달리 정보제공자

의 활동에 거의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제도 이송 후, 이처럼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운영이 보다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당국과 704 방첩대

지대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첫째, 후에 상술하겠지만 거제도 이송 이후

부터 북한 출신 포로수용동들을 중심으로 수용소 당국에 대한 저항

적인 움직임이 늘고 지하 공산주의 조직의 형성 기미가 포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의 분쇄와 원활한 포로

관리를 위하여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거제도에서의 빨치산 활동이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

82) William C. Bradbury, 1968 p. 251
83) Kim Sun Ho,1955, 「Koje-do in complication : an analysi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Korea POW in UNC camps」, Psychological
Warfafe Division, HumRRO,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김학재,
2013, p.2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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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이 결정될 무렵인 1951년 1월까지만 해도

거제도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중대는 전술적 이유로 거제도에서 철

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선이 교착되는 1951년 초반이 되자

거제도에서도 다시 빨치산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84) 미군은

포로들이 빨치산과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소 내의 불

온한 움직임에 대한 탐색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전범조사부 또한 원활한 전범조사 활동을 위해 부산수용소

시기보다 수용소의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는 전범

조사부 활동에 협조적인 정보제공자 들을 포로간부단에 임명함으로

써 수용소 내 권력지형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

인 예로 83수용동과 78수용동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범조사부의

김선호 대위는 1951년 7월, 83수용동에서 정보제공자들을 중심으로

규합한 반공포로 세력이 기존 친공포로 간부단을 무력으로 전복한

“쿠데타”가 발생하자 83수용동의 미군요원들을 설득하여 “쿠데타”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수용동의 세력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한 1951년 9월에는 정보제공자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제보된 78수용

동의 간부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수용동으로 이동시키고 새로

운 간부단을 수립하고자 하다가 78수용동 포로들의 반발에 부딪치

기도 하였다.85) 이처럼 전범조사부의 개입을 통해 반공포로들이 간

부단을 장악하게 된 수용동들에서는 부산수용소 시기처럼 포로감찰

대와 연계된 활발한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운영되어86) 전범조사부의

84) 거제도 빨치산 활동이 지역 방첩대에 포착된 것은 1951년 3월 20일로 거제도
장승포면과 일원면 일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부터
였다. 이어 3월 25일에는 수류탄과 러시아제 권총으로 무장한 빨치산들이 일원
면 주민들에게 담배를 요구하며 접촉해온 사건이 일어났다. (「Weekly ISUM
report 1951.3.29.∼4.5.」, p.6 )

85) William C. Bradbury, 1968, pp.264∼266
86) “쿠데타”를 통해 간부단이 교체되는 7월말부터 83수용동에서 전범색출을 위한
예비 심문 도중 심한 구타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RG 338, Entry UD 37042, Monthly command report POW



- 34 -

활동은 활기를 되찾았다. 이상과 같은 전범조사부의 정보제공자 시

스템의 운영은 수용소 내 혼란을 이유로 정보제공자 시스템이 공식

적으로 폐지되는 1952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3. 전범조사부 활동과 포로수용소 내 갈등 형성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전개된 전범조사부 활동은 정보제공자 시

스템의 운영을 통해 수용소 내 권력지형에 적극 개입하면서 수용소

내부의 상황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정보제공자 시스템의

운영이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의 갈등 구조 형성에 끼친 영향이 주

목된다.

6·25 전쟁 초기는 잦은 수용소의 신설과 폐쇄, 유엔군의 포로 관

리 체계 미비 등으로 많은 포로들이 굶주림과 고통의 시기로 기억

하는 시기였지만 포로들 간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술했듯 남한 출신 포로들이 영어 구사력과 유엔

군에 대한 협력적 태도로 수용소의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이들은 주

로 수용소 내의 물자와 권력을 장악하는데 몰두했고 곧 종전이 이

루어질 것이라 믿은 대다수의 포로들은 간부단과 수용소 당국에 순

종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1951년 11월 초, 수용소를 시찰한 유엔군

감찰관은 “포로들이 순종적이고 현실에 만족하는듯한 태도”를 보였

다고 보고했다. 수용소 당국은 이러한 포로들의 순종적 태도를 인상

깊게 보고 그 원인을 “권력자나 연장자에게 순종적이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문화”에서 찾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87)

그러나 1950년 12월부터 부산수용소에서 실시된 전범조사부 특수

첩보분과의 활동은 포로들 간에 정치적 폭력이 발생하는 계기를 제

enclosure no.8 1951.7∼1951.9)
87) RG 338, Entry A-1 224, Box 1650, 「The Handling of POW during the

Korean War」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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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다. 특수첩보분과의 정보제공자 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한 남

한 출신 포로간부단이 전범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예비심문’

을 명목으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88) 이 시

기 전범용의자로 몰렸던 북한군 출신 비송환 포로의 증언은 당시의

폭력적 상황을 잘 전해준다.

“그 사람들(포로 경찰)이 왔다하면 막 군화발로 팍∼ 차요. 침대 차

가지고 부숴 가지고 몽둥이 빼 가지고 그게 나왕인데 열대목인데

굉장히... 여기 저 참나무보다 더 강해요. 그거. 그걸로 냅다 조져요.

이놈들이 빨갱이라고 말이죠.”89)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진격한 북한군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

황에서도 남한 출신 포로감찰대에게 폭력을 행사 당했다고 한다. 이

처럼 이 시기 전범색출을 명목으로 행사된 폭력은 대부분 당시 권

력을 잡고 있던 남한 출신 간부단에 의해 북한 출신 포로들에게 가

해졌으며 사실상 이데올로기적 탄압의 성격을 띠었다. 전범조사부의

정보제공자로 활동하고 대한반공청년단을 조직한 대표적인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 이관순조차 처음에는 북한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범 혐의를 받아 전범조사부에 넘겨졌을 정도였다. 그는 민주당원

증을 내보여 사상을 검증받은 이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90) 한편,

포로의 사망은 수용소 당국에 보고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범조사부

와 수용소 당국은 이러한 보고를 통해 “예비심문” 과정에서 행해지

88) William C. Bradbury, 1968, pp.247∼249
89) 이찬근 증언,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p.21
90) 안병섭(가명) 증언,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pp.22∼23 (“ 51년 1월, 어느 날
나와 이관순은 유엔 전범조사과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그들은 우리를 빨
갱이라 몰아붙였다... 이관순 동지는 조선민주당 당원증을 내보임으로써 확실한
반공주의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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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력과 강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인

에 책임이 있는 포로를 금고형에 처하는 정도의 징계를 실시하였을

뿐 포로간부단의 “예비심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91)

그러나 이 시기 이처럼 일방적으로 행사된 정치적 폭력에도 불구

하고 탄압의 대상이 된 북한 출신 포로들은 전범조사부의 활동이나

남한 출신 간부단에 대해 두드러진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

다.92) 이는 부산수용소 시기까지는 수용소 당국과 포로들 모두 가까

운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이들의 본격적인 저항은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포

로들의 거제도 이송이 시작된 1951년 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51년 2월부터 시작된 포로들의 거제도 이송과 포로 관리 체계

의 정비는 포로수용소 내의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포로

분리 수용에 따른 전반적인 포로 재배치로 인해 새로운 포로간부단

이 성립하면서 전범조사부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파악된 친공포로

들이 점차 포로간부단에 진출하여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

다.93) 이러한 경향은 주로 7,8,9 구역의 북한 출신 포로수용동을 중

심으로 나타났지만 6구역의 일부 남한 출신 포로수용동에서도 거제

도 이송 이후부터 실시된 포로대표 선출 제도를 활용하여 친공포로

들이 간부단에 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94) 흥미로운 점

은 세력 확대를 위해 친공포로들이 주로 활용한 전략이 부산수용소

시기 북한 출신 포로들에게 가해진 탄압의 기억에 호소하는 것이었

다는 점이다.95)

91) William C. Bradbury, 1968, p.248
92) 「제 60종합보급창 지휘보고서, 1951.1」, p.1 ; 제 60종합보급창 지휘보고서
1951.2.」 p.3 해당 문서들에서 수용소 내의 주요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포로
들의 탈출과 외부 주민들과 포로들간에 이루어지는 암시장과 관련된 문제들뿐
이다.

93) William C. Bradbury, 1968, pp.250∼252
94) 오세희, 2000, 《65 포로수용소》, 만인사, pp.218∼235
95) William C. Bradbury, 1968, pp.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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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친공포로들의 세력 확대와 함께 북한 출신 포로 수용

구역을 중심으로 지하 공산주의 조직의 형성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

했다. 이는 당시 수용소 정보부가 편찬한 ‘전복활동’ 관련 기록을 통

해 알 수 있다.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이 진행되었던 1951년 2월부터

6월까지 정보제공자에 의해 제보된 공산주의 관련 ‘전복활동’은 약

20여건에 달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군 장교 출신 포로 수

용동인 부산의 5구역 2수용동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용동의

정보제공자는 이들 북한군 장교들이 공산주의 조직을 형성하여 대

규모 시위와 집단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용

소 정보부에 제보하였다.96) 비록 부산수용소에서 이러한 첩보에 부

합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거제도로 이송된 직후, 북한군 장

교 출신 포로들은 수용소 당국에 의한 최초의 유혈진압을 낳은 대

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북한군 사병 출신 포로 수용 구역인 거제도

의 7구역에서도 지하 공산주의 조직의 움직임이 나타났다.97) 실제로

1951년 5월 27일에는 7구역 포로들의 집단 탈출이 시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용광로(fire set)”라는 대규모 공산주의 지하 조직이 최초

로 수용소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이 조직은 73수용동에 수

립된 포로감찰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지하 공산주의 조직이 간부

단까지 장악한 정황을 보여주었다.98)

당시 ‘해방동맹’으로 알려졌던 이러한 지하 공산주의 조직은 ‘조선

96) 5구역 2수용동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제보는 1951년 3월에서 6월에 이르는 동안
모두 6차례나 이루어졌다. 제보로 인해 5구역 2수용동은 잦은 수색과 정보기구
의 심문을 당해야 했다. ( 「Weekly ISUM report. 1951.3.24.∼3.31.」,
「Weekly ISUM report. 1951.3.27.∼4.5.」, 「Weekly ISUM report. 1951.4.5.∼
4.12.」, 「Weekly ISUM report. 1951.4.19.∼4.26.」, 「Weekly ISUM report.
1951.6.1.∼6.7.」)

97) 「Weekly ISUM report. 1951.4.12.∼4.19.」 pp. 2∼3 ; 「Weekly ISUM
report. 1951.5.17.∼5.24.」 p. 3

98) 「Weekly ISUM report 1951.5.25.∼6.1」 p.2 ; 「Weekly ISUM report
1951.6.1.∼6.7.」 pp. 3∼4 ; 특히 이후, 미군 당국에 의해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공산주의 조직의 최고 지도자로 지목된 박상현이 이 조직을 지도하고 있
던 것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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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을 기초로 하였다. 1951년 7월부터 본격화

된 친공, 반공포로들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사에서 많은

포로들이 반공포로 공격을 주도한 지하 공산주의 단체는 민청이라

고 진술했다. 또한 친공포로들로 분류된 이들도 상당수 자신이 민청

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99) 민청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노선’에 따라 조직된 대중적 청년단체로 사회 및 학교, 군

에 폭넓게 조직되어 북한 정권 수립과 사회 개혁에 큰 역할을 담당

한 단체이다. 6·25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군 내에 조직된 유일한

단체는 민청이었으며 1950년 10월, 북한군 내에 당 단체가 설치된

이후에도 부대 운영을 위한 기초단체 역할을 하였다.100) 따라서 이

시기 수용소 내에서 이루어진 민청의 조직은 북한 출신 포로들의

분리 수용이 이루어지고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용

소 내에 기존 북한군의 조직을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서의 성

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이들은 전술한

‘전복활동’의 예에서 드러나듯 공산주의 엘리트인 군 장교 출신 또

는 당 고위 관료 출신 포로들이었다.

이처럼 북한 출신 포로 수용 구역을 중심으로 친공포로들의 세력

이 확대되고 민청을 기초로 한 지하 공산주의 조직이 형성되면서

수용소 당국에 순응적이었던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분위기는 변화했

99) 북한군 사병 출신 포로 강기보는 1951년 9월 78수용동에서 일어난 인민재판 사
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6월 초, 소대 내에 민청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민청을 조직했으며 인민재판을 주도한 것은 이러한 민청원들이었다고 진술했
다.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Far East Command, 26 December 1951
; 1951년 9월 거제 제 78 포로수용소 공산포로들 집단 구타 및 살인사건」,
RG 152, Entry 308, Box 1 ) 1951년 12월, 73수용동에서 발생한 민간정보교육
국 교육센터 습격 사건에서도 센터를 습격한 이들은 대부분 민청원들이었으
며, 사건 후에는 수용동 내 민청원들에 대한 반공포로들의 보복이 뒤따랐다.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Far East Command, Report of
Investigation, CIR 20-1287-A1/31 ; 거제도 포로수용소 1951년 12월 폭동 참
여자 진술서」, RG 152, Entry 308, Box 6)

100) 자세한 내용은 곽채원, 2014, 「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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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1년 3월, 수용소 정보부는 포로들의 거제도 이송이 시작된 2

월부터 포로들 사이에 불온한 움직임이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수용소 당국이 염려할 만큼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4건의 포로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용소 당국은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정보제공자로 의심되는 이를 제거하기 위

해 이루어진 계획적 살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101) 1951년 5월에는

거제도의 포로 병원에서 북한 출신 포로들 사이에 남한 출신 정보

제공자를 죽이면 1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수용

소 당국은 이러한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정보제공자들이 수용소 당국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102) 또한 제 1구역에서는 정보제

공자로 의심받은 한 포로가 동료 포로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하는 사

건도 발생했다. 당시 수용소 당국이 폭행을 저지른 포로들을 격리

수용하자 1구역 포로들은 오히려 수용소 당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만이 포로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었다.103)

이와 함께 수용소 당국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 역시 발생하기 시

작했다. 1951년 2월에서 3월 한 달 사이에 포로들이 급식과 부역 동

원 등 수용소 정책에 불만을 표해 시위를 벌인 사건이 6건이나 발

생했다.104) 시위는 초기에는 좌식 농성이나 부역 거부, 단식 등의 형

태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경비병에게 돌을 던지거나 무리를 지어 수

용동 밖으로 돌격하는 등의 무력시위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6월 19일에는 북한군 장교 출신 포로수용동인

72수용동에서 최초의 유혈진압을 낳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101) 「Weekly ISUM report. 1951.3.17.∼3.22.」, p.2
102) 「Weekly ISUM report 1951.4.26.∼5.3.」, p.4
103) 「Weekly ISUM report 1951.5.17..∼5.24.」, p.2
104) 「Weekly ISUM report. 1951.3.17.∼3.2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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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부산 수용소 5구역에서 거제도의 7구역으로 이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7구역으로 이송되자 7구역에서의

포로 자치와 북한군 출신 사병 수용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하

며 단식을 벌였고 요구가 거절당하자 수용동에 진입한 경비병들에

게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105) 이어 1951년 7월 29∼30일에는 7구역

에서 수용소 당국이 지급한 붉은색 하계 유니폼 착용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시위가 발생해 76, 77수용동에서 수용소 당국의 두 번째

유혈진압이 발생했다.106)

수용소 당국의 유혈진압을 낳은 이상의 두 시위는 모두 공산주의

조직이 일찍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구역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7구역에서 7월 29∼30일에 발생한 시위는 여러 수용동

들이 연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시위로 7구역 공산주의 조직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편 이 구역들은 지하 공산주의 조직

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제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용소 당국의 잦은

심문과 수색, 주요 지도자들의 감금을 겪은 구역이기도 했다. 따라

서 그만큼 정보제공자와 수용소 당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누적되

어 있던 구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수용소 시기 시작된 전범조사부의 정보제공자

시스템 운영은 반공적 성향의 남한 출신 간부단과 결합함으로써 북

한 출신 포로들에 대한 대규모의 정치적 폭력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포로들의 거제도 이송 이후, 북한 출신 포로 구역을 중심으

로 친공포로들이 세력을 넓히는 바탕이 되었고, 해당 구역에서는 점

차 부산수용소 시기 폭력을 주도했던 정보제공자와 수용소 당국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포로 간, 그리고 포로와 수용소

105) 「Interim Report of Incident (Prisoner of War Enclosure No.7 of UN PW
Camp No.1)」 1951.7.17. ( (RG 338, Entry-A1-245, Box 2174, EUSAK
Office of Provost Marshal command report 1951.7. 부속문서)

106) 「Weekly ISUM report. 1951.7.28.∼8.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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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간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51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

지 않았다. 포로 간 갈등 문제는 여전히 탈출이나 암시장과 같은 문

제들보다는 부차적으로 여겨졌고, 수용소 당국의 유혈진압을 낳은

대규모 시위라 할지라도 수용소 당국과 수용동 대표와의 대화를 통

해 해결되었다.107) 수용소 내 갈등이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주요 문

제로 부상한 것은 휴전협상이 개시되고 민간정보교육국이 본격적으

로 활동을 시작한1951년 7월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

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07) 에를 들어 붉은색 하계 유니폼을 계기로 발생한 포로들의 시위는 7월 31일 7
구역의 모든 포로 대변인들과 수용소 당국이 회담을 가져 해결되었다. 회담을
통해 수용소 당국은 붉은색 유니폼의 발급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변인
들은 당국에 협조하도록 포로들을 지도할 것을 당부 받았다. (「Daily Journal
POW Enclosure 7, 1951.7.31.」, RG 338, Entry UD-37042, Roll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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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포로 교육과

갈등의 증폭

1. 미군의 포로 교육 정책과 유엔군 민간정보교육

국의 설립

미 8군 전범조사부와 더불어 6·25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

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구로는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포로 교육을 실시한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을 들 수 있다.

포로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포로 교육 구상은 이념전의 성격이

강하였던 제 2차 세계대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이루어

진 포로 교육은 주로 연합군에 의해 독일군, 일본군 포로들을 탈나

치화, 탈군국주의화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실시되었다.108)

미국 또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탈나

치화를 위한 포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독일의 항복 후, 포로

송환을 앞두고 집중적인 포로 교육 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집중적

인 포로 교육의 실시에는 종전 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냉전이 일정

한 영향을 끼쳤다. 즉, 소련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독일

108) 독일군 포로에 대한 재교육은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되었다. 소련 역시 독일군
포로에 대한 나름의 재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Ron
Robin, 1995, The Barbed-Wire Colle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참조 ) 소련은 일본군 포로에 대해서도 ‘민주교육’이라는 이름의 재교육
을 실시하였다. (김효순, 2009,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서해문
집, pp.181∼202) 미국이 일본군 포로에 대해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미국으로 직접 이송, 관리한 일본군 포로
의 수는 독일군 포로에 비해 아주 소수였고 이들 대부분은 독일군 포로와는
달리 미군 당국에 매우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할 필요성이 그만큼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Arnold Krammer, 1983,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America”,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5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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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포로들이 전후 독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독일의 민주

주의적 재건에 참여할 인력을 집중적인 포로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자 한 것이다.109)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선발된 소수의 포로들만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송환 후 실제 독일

사회의 재건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110)

6·25전쟁기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이 실시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

은 포로를 민주주의적으로 재교육시켜 이들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 2차 세계대전기의 독일군 포로에 대한 교육 경험

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4년에 들어서야 실시

되었으며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제 2차 세계대전기의 포로

교육과는 달리111) 민간정보교육국이 실시한 포로 교육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구상되었고 그 대상, 내용, 방법 면에서도 매

우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

게 된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과 포로 교육을 담당했던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미군

은 6·25전쟁 발발 직후,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CIE/SCAP)에 북한군 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포로

109) Antonio Thompson, 2010, Men in German Uniform – POWs in America
during World War Ⅱ,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pp.118

110) Antonio Thompson, 2010, pp.117∼127 ; Ron Robin, 1995
111) 독일군 포로에게 행해진 재교육 프로그램은 신문과 도서관 활동, 제한된 영화

관람으로 구성되었다. 그나마 나치 성향 포로들의 반발과 포로에 대한 정치적
재교육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의식하여 독일이 항복하는 1945년 5월까지
포로들에게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독일 항복 후, 재교육 프로그램은 공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으며 반나치 성향 일부 포로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식
으로 진행되었다. (Ron Robin,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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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구상을 지시하였다.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

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점령을 담당한 연합군총사령부에

소속되어 일본인에 대한 민주주의적 재교육과 문화 및 종교 정책

전반을 담당한 기구였다. 포로가 아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군국주의의 재등장과 일본 사회에서 점점 고조되는 공산주의의 영

향력을 막기 위한 ‘민주화’ 교육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112) 미군의

포로 교육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활동을 벌였다. 미군이 연합

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에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교육 구상을 지

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18일,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이 포로

교육 구상으로 제출한 ‘북한 포로 재교육 수용소 제안서’는 공산주

의를 거부하는 포로들에게 남한 잔류를 인정하고 그들만을 대상으

로 하는 재교육 수용소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남한 잔류 포

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계몽적인 성격이 강했다.113) 이러한 구상은

과거 미군의 경험이나 종전 후 무조건적인 포로 송환을 규정한 제

네바 협약의 규정과는 거리가 있는 구상으로 실제 미군의 포로 교

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미군의 포로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구상이 최초로 피력된 것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직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국가

안전보장회의 문서 81/1 ( National Security Council 81/1, 이하

NSC 81/1)에서였다.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허용하고 이

에 따른 북한 점령 계획의 수립을 권고한 NSC 81/1에서 포로 교육

의 목표로써 제시된 세 가지는 ‘북한인들의 재교육’과 ‘적군에 대한

심리전적 효과’ 그리고 ‘통일을 위한 활동에 북한군을 참여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 NSC 81/1은 이를 위해 포로들을 심리전적 목적

112)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p.84
113) 고바야시 소메이, 2012,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포로교육 프로그램」, 《문화

냉전과 아시아》, 소명출판,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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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 훈련,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할 것과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시험적인 규모의 심문, 교화(indoctrination), 훈련 기관을 수

립할 것을 권고하였다.114) 이처럼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에는 처음

부터 포로를 심리전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강하게 나

타났다.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에 이와 같은 목표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

로는 첫째, 유엔군의 북진과 함께 집중적인 심리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들 수 있다. NSC 81/1이 승인한 유엔군 북진

결정은 유엔군 개입의 명분이 되었던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고

남한의 영토를 모두 회복했음에도 전쟁을 확대시키는 결정으로 심

리전적 측면에서 유엔군에게 불리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NSC 81/1

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여 전쟁에 대한 책임

을 유엔이 아닌 한국,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전가하는 집

중적인 심리전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교육 구상 역시 이러한 심리전에 대한 강조의 일환으로서 제

시된 측면이 있다.115)

둘째, 심리전과 선전전에 미군 포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북한군

의 포로 정책에 영향을 받은 면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전술했듯 북

한군은 전쟁 초기부터 가두행진, 라디오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군 포로를 미국을 비난하는 선전전에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이러한

활용을 위해 북한군이 유엔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강제

적인 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탈출한 미군 포로의 증

언과 노획문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116) 이에 따라 미 군부 내의 심

114) 「NSC 81/1, United State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
1950.9.9., FRUS 1950, KOREA, Vol Ⅶ. pp.712∼721

115) 집중적인 심리전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결론 부분의 제 21항에 포로 교육에
관한 구상은 바로 다음 조항인 제 22항에 제시되고 있어 포로의 심리전적 활
용에 대한 구상이 심리전에 대한 강조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
다.

116) 「North Korean policy on disposition of POWs」, RG 554, Entry A1-1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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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관련 부서들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유엔군 포로 활용에 대항하

여 제네바 협약의 틀 내에서 유엔군이 억류한 포로를 심리전에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17)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구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NSC 81/1의 권고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11

월에서 12월 초에 걸쳐 서울에서 선발된 500여명의 포로들을 대상

으로 시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당시 미 8군에 파견되

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은 것은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

보교육국 소속 요원들이었으며 교육 내용은 주로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매일 심리전용의

뉴스와 해설이 포로들에게 교수되었고 미공보원에서 제작한 뉴스와

영화가 수시로 상영되었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이 성취한 성

과를 남한정부의 관료나 기업가가 직접 강의하기도 했다.118) 비록

이러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퇴각하

며 시행 한 달여 만에 중단되었지만 미 8군은 해당 프로그램의 결

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포로 교육 전담 기구를 수립하

여 포로 교육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119)

이에 따라 미군이 본격적인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준비하

기 시작한 것은 1951년 3월이었다. 미 육군 심리전처가 새롭게 도입

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해당 지침은 1951년 3

Box 21
117) RG 319, Entry 339, Box 21, 「Letter from Chief of Psywar Section The

Army General School to Office of the Chief of Psychological Warfare」,
1951.5.3. ; RG 319, Entry 339, Box 21, 「Letter from Office of the Chief of
Psychological Warfare to Chief of Psywar Section The Army General
School」, 1952.3.6.

118) 고바야시 소메이, 2012, p.232
119) RG 319, Entry 47, Box 21, 「Interim Report of Progress of Education

Program for Prisoners of War」 (1952.1.10.) (이하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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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일,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유엔군 사령부에 전달되었다.120)

이 시기에 본격적인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가 시작된 것은 일

차적으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로의 포로 이송이 진척되고 미군의

포로 관리 정책이 정비되며 본격적인 포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 육군 심리전처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마련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NSC81/1에서 피력된 심리전적 목표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

히 이 시기 미군 내부에서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는다는 합의

가 이루어지면서 휴전이 긍정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점121)이 영향

을 미쳤다. 휴전과 함께 포로 송환이 예상되면서 NSC81/1이 제시한

목표대로 최대한 많은 포로들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교육하여 송환시

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포로 교육 실시에 대한 지침을 받은 유엔군 사령부는 1951

년 4월 3일, 일반명령 제 8호를 통해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

국을 유엔군 사령부의 특별참모부로 지정함으로써 유엔군의 포로

교육을 정식으로 담당하게 하였다.122) 이에 따라 연합군총사령부 민

간정보교육국장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 사령부 특별참모부 민간정보

교육국(UNC Affairs – CIE extension/United Nation Command,

CIE/UNC, 이하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이 포로 교육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신설되었다.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은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장인 도널드 뉴젠트(Donal R. Nugent) 중령의 지휘

를 받았지만 업무와 조직적으로는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

120) RG 319, Entry 47, Box 21, 「Transmittal of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 1952.1.28.

121) 이미 유엔군이 38선 부근의 영토를 재수복한 1951년 2월경에 미 합동참모본부
는 군대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38선 이북으로의 진격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에 합의하였고, 미국은 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Rosemary Foot, 1990, pp.33∼34)

122) 「United Nations Command General orders no.8 - Establishment of Staff
Section and Announcement of Staff」, 1951.4.3.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부
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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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구분된 독립적인 기구였다.123)

이처럼 포로 교육을 전담할 기관이 수립되면서 포로 교육의 목표

역시 보다 구체화되었다. 1951년 4월 23일, 유엔군 사령부가 민간정

보교육국에 내린 지침은 신설된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이 시행하게

될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지

침에서 유엔군 포로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다섯 가지는 다

음과 같다.

a. 유엔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와 활동에 대한 포로들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함.

b. 포로들이 수용소에서의 활동들을 통해 집단 내의 민주적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c. 포로들이 향후 그들의 국가 재건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직업적

· 기술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동시에 이러한 능력 증진을

통해 수용소 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d. 독립되고 통일된 한국 건설에 북한인 포로들이 참여하기 위해 필

요한 지식, 이해, 그리고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 북한인 포로들을 유엔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북한인들을 재교육

하기 위한 핵심세포로서 훈련시키기 위함.124)

제시된 목표들은 미군이 구상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포로들에

게 ‘유엔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와 활동’이라고 언급된 내용을 이

해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23) 國立敎育硏究所, 1984, 《聯合國最高司令官總司令部 民間情報敎育局の人事と機
構》, p.380

124) from United Nations Command, to Chief of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Letter of Instruction Relative to Orientation and Education of
North Korean and Chineses Communist POWs」, 1951.4.23. (제 1회 포로교
육보고서 부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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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SC 81/1에서 제시된 포로 교육의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d

와 e 조항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지침에서 ‘유엔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와 활동’으로 다소 모

호하게 언급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정치적 지향은 1951년 5월 1

일,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새로 부임한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포로 정책 관련 지침에 보다 명확하게 표

현되었다. 해당 지침은 “제네바 협약의 준수”를 미국 포로 정책의

제 1순위로 제시하여 여전히 제네바 협약을 강조하였지만 곧 이어

“포로를 명백한 반공주의자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심문, 교육

(indoctrination), 재교육(reorientation) 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유지”125) 할 것을 권고하며 포로 교육 역시 강조하였다.

당시 리지웨이에게 포로 정책에 대해 주어진 지침은 이 두 가지 사

항뿐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군의 포로 정책에서 포로 교육 정책

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군 사령부가 민간

정보교육국에 내린 지침에서 언급된 ‘유엔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

표와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상 반공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수립된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조직은 다

음과 같았다.

125)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Ridgway)」, 1951.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Ⅶ, Part 1,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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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 조직도(1951.12.)]126)

*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장이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장을 겸함.

이상의 조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은 최종

적으로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장을 겸임한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

보교육국장의 지휘를 받았으며 실질적으로는 집행본부(Director’s

Office)의 지휘관(director)이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총 관리와 운영

을 맡았다.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장에는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

교육국장인 도널드 뉴젠트(Donald R. Nugent) 중령이, 지휘관에는

몬타 오스본(Monta L. Osborne)이 임명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대

학에서 교육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교육전문가였으며 연합군총사령

부 민간정보교육국 교육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127) 이들은 또

한 1950년 11월에 실시된 시험적인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

126) 「Organization Chart -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United
Nation Command」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부속문서)

127) 뉴젠트는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와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전쟁 전
에는 와카야마 고등상업학교와 오사카 상과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타케마에 에이지 저, 송병권 역, 2011, 《GHQ – 연합국 최고사령
관 총사령부》, 평사리, pp.148∼149) 한편 오스본은 미주리주 칼리지에서 교
육학과 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미주리 주립 대학에서는 자연과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 역시 대학 졸업 후, 소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國立敎育硏究所, 1988, 《海外學術硏究:報告書 占領期日本敎育に關す
る在美使料の調査硏究》,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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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도 했다.128) 그러나 오스본이 잠시 중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

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이처럼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의

교육부 출신 관료들이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기획과 운영

을 담당하면서 6·25전쟁기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점령기 일본에서

실시된 일본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

밖에 실무부서들의 임무를 살펴보자면 교재출판부는 포로 교육에

활용될 한국어와 중국어 교재를 제작, 편집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야

전작전부는 유엔군 포로수용소 현장에서 직접 포로 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을 맡았다.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은 또한 집행본부와 교재출판부는 도쿄에,

실질적 포로 교육을 담당한 야전작전부는 거제도에 둔 이원적 구조

로 구성되었다. 이는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지휘 관계와 교재출판에 유리한 도쿄의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엔군 사령부가 포로 교육 프

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했다.129) 당시 유엔군 포로수용

소에서 활동하던 기구들이 모두 한국 현지의 미 8군에 소속되어 활

동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지휘

체계와 구조는 미군의 포로 정책에서 포로 교육 정책이 차지하는

128) 1950년 11월 실시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당시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
국 교육과 학교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던 오스본과 같은 과 교육전문과계의 하
크니스(K.N.Hakness)에 의해 입안되었고, 이를 총 지휘한 것은 당시 민간교
육국장을 맡고 있던 뉴젠트였다. (고바야시 소메이, 2012, p.232)

129) 1952년 9월, 포로 관리 체제의 통합을 위해 당시 포로 관리를 총괄하던
KCOMZ는 유엔군 사령부에 민간정보교육국의 지휘권을 KCOMZ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체가 결정되
면서 민간정보교육국 역시 굳이 도쿄에 위치할 필요성이 사라져 민간정보교
육국 야전작전부의 지휘권은 이미 KCOMZ로 이관된 상태였다. 그러나 유엔
군 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직접 지휘 하에서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에게
교육이 가능하며, 도쿄에 있는 민간정보교육국의 실무 직원들이 한국으로 부
서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본부와 교재출판부의 지
휘권마저 KCOMZ에 넘기는 것은 거부했다. (RG 338, Entry A1 224, Box
1650, 「Letter from CINUNC Clark to CG KCOMZ」, 1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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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에 따라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이

실시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포로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기 독일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신문 발행과

도서관 운영, 세미나 등의 활동에 한정되었던 반면 유엔군 민간정보

교육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로 이루어졌

을 뿐 아니라 라디오, 영화, 신문 등 각종 미디어의 활용과 레크리

에이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포로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

다. 포로교육 프로그램의 이러한 적극성과 다양성은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영

향을 받았다. 일본 점령에 대한 미 군정 지침은 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재교육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목표를 언론을 통해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문, 라디오, 영화, 사적 커뮤니케이

션의 전 영역에 걸쳐 ‘최소한의 통제와 검열’을 시행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130) 연합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은 이러한 지침에 따

라 사실상 일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철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연합

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 인사들에 의해 기획, 지휘되면서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포로의 태도를 반공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했다. 이는 2절에서 상술할 교육 내용의 반공적 성격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야전작전부의 휘하에 평가과를 따로 설치하여 포로들의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했던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평가 활동은 교육 활동만큼이나 중시되었다. 민간

130)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2009,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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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국이 고용한 한국인 인력 중 43명이 평가 활동을 위해 고

용되었는데 이는 직접 포로 교육을 담당한 교사(56명)에 뒤지지 않

는 인력 규모였다.131) 평가과는 지식, 이해, 태도의 기준에 따라 포

로들을 대상으로 성취평가, 태도평가, 인터뷰, 여론조사,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가장 중요시된 평가 항목은 포

로들의 태도 변화였다.132)

셋째,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지어 초창기의 교육 구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군 포로들도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기 독일군 포로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 프로그램이 나치 성향 포로들의 반발을 우려해 주로

반나치 성향의 일부 포로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과는 비교되는

점이다. 이러한 적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 초기부터 포로를

심리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 중국군 포로에 대한 미군의

기본적인 인식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초기에 포로

들이 보인 순종적 태도 때문에 미군은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포로들

사이에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나 분파적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33) 특히 미군의 이러한 인식은 제 2차 세계

대전과 일본 점령을 겪으면서 형성된 ‘권위에 순종적인 동양인’, ‘말

잘 듣는 가축 떼’ 와 같은 동양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134) 따라서 북한군, 중국군 포로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

화된 미군의 인식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한 배

131) 「Authorized Professional Positions for Korean Indigenous Personnel, Field
Operation Divisio,CIE/UNC」 (RG 319, Entry 47, Box 21, 「Second Interim
Report on Program of Educational Program for Prisoners of War」,
1952.3.22., 이하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부속문서)

132)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 20∼21 ;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21
133) 「Substance of Statements Made at Wake Island Conference on 15 October

1950」, 1950.10.15. FRUS, 1950, Korea, Vol Ⅶ, Part 1, pp. 952∼953
134)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pp.275∼285



- 54 -

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억류국은 포로들의 지적, 교육적,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

기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38조135)가 교육 프

로그램의 공식 목표로 제시되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정치적 세뇌의 시도로서 국제무대에서 논

란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된 것이 포로들

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 보장이었다. 포로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

되기만 한다면 이는 강제나 강압을 통해 이루어진 세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의 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었다.136) 이에 따라 포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군의 공

식 문서들에서는 포로들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고 있음이 강조되

었다.137)

2. 재교육·심리전을 위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

영

이처럼 NSC81/1에서 본격화 된 미군의 포로 교육 구상에 따라

135) 제네바 협약 3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억류국은 모든 포로의 개인적 취미
를 존중하여 포로들의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기를 장려하며
또한 포로들에게 적당한 장소 및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 포로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운동경기를 포함하는 신
체운동을 행할 기회와 또한 문밖에 나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
든 수용소에 충분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9,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디자인아
이엠 )

136) RG 319, Entry 339, Box 21, 「Letter from Office of the Chief of
Psychological Warfare to Chief of Psywar Section The Army General
School」 1952.3.6.

137) RG 389, Box 52, 「Program of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p. 4 ; Memorandum of Telephon
Conversation by U.Alexis Johnson, Breau of Far Eastern Affairs,
Department of State, 「Reorientation of Prisoners of War in Korea」, 《남
북한관계사료집12》,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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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이 완료된 1951년 6월 1일부터 유엔군 포로수

용소의 전체 포로를 대상으로 민간정보교육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

램이 실시되었다.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실제 포로 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을 맡은 것은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야전작전부였으며

야전작전부는 26명의 미군 장교, 80여명의 사병, 그리고 실질적인

포로 교육을 담당한 한국인 및 중국인 교육 요원들로 구성되었

다.138)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포로 교육이 실시된 것

은 아니었으며 시험 수용동으로 지정된 63수용동에서 6월 한 달간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점차 다른 수용동들

에도 단계적으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었다.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된 순서는 <표-1>과 같다. 이에 따라 1951년

12월까지는 총 27개 수용동 중 18개 수용동에서, 1952년 3월까지는

총 28개 수용동 중 26개 수용동에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됨

으로써 1952년 초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대부분의 수용동들에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139)

표 1. [ 수용동별 포로 교육 프로그램 개시일 ]140)

138) Ron Robin, 1995, p. 166
139) 「List of compound in which CIE program is in operation」 1951.21.21.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부속문서) ; 「Compounds in which CIE program was
operation as 1952.3.7.」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부속문서) ; 그러나 인력 부
족과 친공 포로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끝내 모든 수용동들에서 포로교육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특히 북한군 출신 장교 수용동인 66수용동에서는 거의 포
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했다.

교육 실시일 그룹명 수용동
1951.6.1. 시험 수용동 63

1951.7.9. 한국인 그룹Ⅰ
62, 65, 73, 76, 78, 82,

83
1951.8.6. 한국인 그룹 Ⅱ 64, 74, 81, 84, 85
1951.8.6. 중국인 72, 86
1951.9.2. 한국인 그룹 Ⅲ 91, 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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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부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면적인

포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민간정보교육국은 특히 현장

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한국인 및 중국인 요원의 충원에 어

려움을 겪었다. 언어 문제 때문에 미군 요원은 프로그램의 감독, 관

리만 담당했을 뿐 실제 포로들에게 교육 내용을 교수할 수는 없었

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인 및 중국인 요원의

충원이 매우 중요했다.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설립 직후부터 미

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자질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

력을 충원하는 데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야전작전부의 교

육부에서 필요한 중국인 교사들은 1951년 11월까지 모집되지 못했

을 정도였다.141) 아래 <표-2>는 한국인 및 중국인 요원의 충원이

어느 정도 완료된 1951년 3월경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교육 요원의 현황이다.

140)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4. 1951년 12월 21일 이후, 68, 69, 95, 96 수용동에서
도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인 그룹 Ⅵ로 분류되었다.
수업 진도에 따른 교재 준비 등의 이유로 민간정보교육국은 한국인 포로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141)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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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간정보교육국 야전작전부 소속 한국인 교육 요원 현황

(1952.1.∼1952.3.)]142)

중국인 요원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총 23명의

대만 출신 중국인 요원이 고용되어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하

였다고 한다.143)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프로

142) 「Authorized Professional Positions for Korean Indigenous Personnel」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부속문서)

143) William C. Bradbury, 1968, p. 259

직무 수

교육감독관 28

농업 수업 책임자 1

라디오 방송 책임자 1

농업 훈련 감독관 1

work projects 감독관 1

직업 교육 책임자 1

교육 평가 책임자 1

오리엔테이션 수업 교사 56

직업 교육 감독관 28

평가 분석가 4

읽기 수업 감독관 6

레크레이션 감독관 2

체육 수업 감독관 2

라디오 프로그램 책임자 2

농업 교사 감독관 9

교수 분석가 56

라디오 전문가 8

라디오 기능공 4

청소년 활동 고문 2

평가 기술자 31

농업 교사 감독관 보조원 9

평가 기술자 보조원 8

합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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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실시되었던 만큼 교육 요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정보교육국이 지속적으로 인력부족에 대한 불

만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볼 때 <표-2>에 반영된 인력 규모 역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44) 이와

같은 인력부족 문제는 자질 있는 인력의 부족, 거제도의 열악한 생

활 조건과 높지 않은 임금 수준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민간정보교육국 활동의 고질적인 문

제로 남았다.

인력 부족에 따른 활동 지연 문제를 제외한다면 수용소 내에서의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수용동들에는 수용동 당국의 지원

을 받아 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정보교육국 교육센터가 세

워졌다. 교육센터는 장내 방송 설비와 스크린이 딸린 프로젝터, 공

연을 위한 무대, 칠판, 각종 오락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보통 낮

에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위해 밤에는 영화나 드라마, 연극 상영을

위해 이용되었다.145) 이와 함께 수용동들마다 라디오 방송을 위한

엠프와 스피커가 설치되었으며146) 포로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도서관도 조성되었다.147)

또한 민간정보교육국이 실시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포로들이

일상적으로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과 레크리에이

션, 방송 등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44)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p. 5∼6
145)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 7∼8
146)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 11∼13
147) 제 2뢰 포로교육보고서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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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오리엔테이션 수업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도쿄의 교재출판부

에서 제작한 공식 교재에 따라 전문 교사가 진행하는 학교식 수업

이었다. 민간정보교육국 스스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포로 교육 프

로그램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민간정보교육국의 물자, 장비,

인력 또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149) 이에

비해 다른 프로그램들은 오리엔테이션 수업보다는 부차적으로 운영

되었으며 대부분 포로들이 숙영하는 텐트나 막사, 노천에서 공식 교

재나 장기적 계획 없이 포로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150) 한편 포로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빈번히 접한 프로그램은

매일 네 시간 동안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외

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편집하여 방송하는데 그쳤으나 점차

현장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수용소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도 하였다.151)

이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부분 미군의 포로 정책에 따라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체제의 단점을 지적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교교재출판부에서 개발한 한국인

148) RG 389, Box 52, 「Program of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p.4

149) 「Average hours per week devoted by POWs and Cis to the education
program」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부속 문서)

150)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 7∼8
151)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 11∼13 ;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p.6∼8

a. 오리엔테이션 수업 b. 농업 수업 c. 읽기 훈련 수업

d. 학교 계속 교육 e. 라디오 방송 f. 영화 상영

g. 연극 활동 h. 실외 레크리에이션 i. 실내 레크리에이션

j. 도서관 활동 k. 전시 활동 l. 직업 교육 & 수공예

n. 수용동 신문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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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수업 교재의 목차이다.

표 3. [한국인 포로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재 목차]152)

152) 「List of instructional units, Korean Program」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부
속문서)

대단원 교육 단원

Ⅰ. 배경

1. 1945년 이전의 한국
2. 한국, 1945∼49
3. 한국에 전쟁 발발의 원인
4. 국제 연합(UN)

Ⅱ.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이론과

실제

5.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6. 민주주의의 역사
7.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하에서의 농부의 삶
8.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하에서의 노동자의 삶
9. 민권(civil liberties)과 자유

(특별 단원)
10. 미국 바로 알기 (Facts about the USA)
11. 평화 건설 활동(UN)

Ⅲ.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이론과

실제

12. 민주주의와 평화, 공산주의와 전쟁
13. 북한의 공산주의
14. 이해하기 쉬운 공산주의?
15.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16. 공산주의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

(특별 단원)
소련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강탈하다, part 1
소련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강탈하다, part 2

Ⅳ.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 국민들

17. 미국과의 만남
18. 스위스와 스위스인들
19. 스웨덴과 스웨덴인들
20. 영국과 영연방제국
21.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국민들

Ⅴ. 한국의

이웃나라들

22.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민들
23. 과거의 일본과 일본인들
24. 오늘날의 일본과 일본인들
25. 중국과 중국인들
26. 러시아와 러시아인들
27. 한국과 미국

Ⅵ. 한국의 재건

28. 재건의 필요성
29. 농업의 재건
30. 산업의 재건
31. 사회 공동체의 건설
32. 민주 정부의 건설
33.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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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중심

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미국과 유엔으로 대표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

가들의 우수성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적

나라한 반공주의적 입장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전체주의’, ‘제국주

의’, ‘강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을 비판하고 있

는 부분들도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우수성을 홍보하

기 위한 공보적 성격과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귀

순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적 성격이 혼재하고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의 이러한 성격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료와 교재

들의 출처에서도 잘 드러난다. 포로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의 상당 부분은 유엔군 사령부 심리전국(Psychological

Warfare Secteion)에서 제작된 방송의 편집분이었으며 미 공보원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과 유엔군 심리전국이 생산한

각종 신문, 잡지, 팜플렛들이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보충 교재와 읽

기 수업의 교재로 활용되었다.153)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전후에는 야전작전부 평가과에 의한 평가

가 이루어졌다. 평가과의 활동은 포로들의 교육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의 개선점을 분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평가 활동 역시 주로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각 단원별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태

도평가 등 다양한 평가들이 실시되었다. 일례로 중국인 수용동에서

실시된 ‘미국을 만나다’ 단원 수업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과는 많은

중국인 포로들이 ‘미국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미국인

들은 공무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의 흑인 처우에 대한 소문

153)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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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짓이다.’라는 지식을 학습했다고 평가했다.154)

그런데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이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포로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었다.

민간정보교육국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보조 인력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도하는 교수 인력

까지 상당 부분 포로 인력에 의존했다. 포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

장 중요시된 오리엔테이션 수업조차 초기에는 자원을 통해 선발된

포로 교사들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었다.155)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서 이처럼 민간정보교육국 프로그램의 운영에 활용된 포로 인력의

총수는 약 2,500여명에 달했다.156)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포로들이 수용된 수용동 단위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포로 간부

단의 협조 역시 필수적이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경우, 정

해진 수업 시간마다 수용동의 1개 대대를 2개 반으로 조직한 후 이

들을 교육 센터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157) 이를 위해서는

대대장이나 중대장, 포로 감찰대 등의 협조가 필요했다. 연극 및 체

육 활동 등 단체 활동의 조직과 평가 활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

다.158) 이에 따라 포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은 해당 프로그램

의 교사들뿐 아니라 포로 간부단에게도 부여되었으며159), 수용소 당

국 역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포로간부단의 협조를 강조하고

154)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20
155)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직전인 1951년 5월, 자원을 통해 포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포로 교사들이 선발되었다. (RG 338, Entry UD 37042,
「60th general depot command report 1951.5.」, pp. 10∼11)

156) RG 338, Entry A-1-224, Box 1650,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p. 102

157)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 8
158) RG 338, Entry UD 37042, 「Monthly command report POW enclosure 6
1951.7.」

159) RG 389, Box 52, 「Program of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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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준수하지 않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불사할 만큼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160)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이처럼 포로 간부단의 역할이 중요

하게 작용하고 수용소 당국이 이러한 포로 간부단의 협조에 압력을

가하면서 포로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민간정보교육국은 제네바 협약을 의식하여 지속적으로

포로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강제되지 않고 포로 개인의 자율성

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수업 참여 과정에 수용동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포로 간부단이 개입하게 되면서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강제성은 특히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참여와 관련해서 두드러졌다. 오리엔테이션 수

업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 중 가장 정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수업 참여 여부에 포로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면 그만큼 참여를

거부하는 포로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나, 실제 오리엔

테이션 수업이 진행되는 수용동들에서 포로들의 수업 참여율은 80%

가 넘었다. 게다가 이 수치는 부역에 동원되거나 정보기관의 심문을

받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포로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수치였다.161) 이를 고려해볼 때, 80%가 넘는 오리

엔테이션 수업 참여율은 사실상 참여 가능한 포로들의 전원 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오리엔테이션 수업 참여 강

제에 항의하여 한 포로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발생했다.162)

이처럼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게 되자

친공포로들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의 진행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포로

160) William C. Bradbury, 1968, p.290
161)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 2
162) RG 338, Entry UD 37042, 「94th military police battalion daily journal

summary」 1951.11.3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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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되면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집중

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증가

하였고,163) 보이스카웃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164),

부상 포로들이 수용된 부산의 10구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시

키고자 하는 준비가 이루어졌다.165) 주목되는 점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친공포로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민간정보교육국은 친공포로들이 우세

한 수용동들에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하는 포로교사들의 신변

이 위협 받게 되자 열악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민

간인 교사로 교체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고자 하였

다.166) 그럼에도 친공포로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수업 진행을 위해

혼란을 조성하는 포로들에 대한 분리수용을 실시하였다.167) 이러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성은 포로 송환에 대비한 집중적 교육을

위한 것이었지만 친공포로들의 반감을 증폭시킴으로써 포로수용소

내의 갈등이 격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163) 민간정보교육국의 1951년 12월 주당 평균 교육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수업 6.1
시간, 라디오·영화 등 비공식 수업 3.1시간,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10.2시
간이었던 반면, 1952년 3월 주당 평균 교육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수업 7.4시
간, 라디오·영화 등 비공식 수업 5.0시간,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10.9시간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p.3∼4 ; 제 2회 포로
교육보고서 p.1)

164)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p. 11∼12
165)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 1
166) 이에 따라 확고한 반공 포로 수용동들을 제외하고 모든 수용동들의 오리엔테

이션 교사는 1951년 11월까지 모두 민간인 교사로 대체되었다. (제 1회 포로
교육보고서, p.10)

167)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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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과 포로수용소 내 갈등

격화

민간정보교육국이 활동을 개시한 시점은 전범조사부의 활동을 계

기로 포로수용소 내에 갈등의 구조가 형성된 시점이었다. 또한 휴전

협상이 개시되며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포로들의 불안이 크게 증가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도입된 정치적 성격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포로수용소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포로들에게 끼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은 그 구체적 내용보

다는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방식과 보다 관련이 깊었다. 포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들의 내용은 민간정보교육국 교재출판

부의 전문적인 개발을 거쳐 구성된 것이기는 했지만 서구 중심적이

거나 추상적인 요소들이 많고 농부나 노동자 출신이 대다수인 포로

들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워 포로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웠

다.168) 민간정보교육국 역시 이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시청

각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6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정보교육국 활동의 핵심인 오리

엔테이션 수업은 포로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 교육 프로그램들

중 포로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성격의 직업

교육과 읽기 훈련 수업이었다.170)

이처럼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포로들의 흥미를 끌지

168)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22 ; William C. Bradbury, 1968, p. 291
169) 제 2회 포로교육보고서 pp.3∼5
170) Chales s. Young, 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36 ;
민간정보교육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감화를 받아 송환을 반대하게 되
었음을 시사해주는 일부 비송환 포로들의 회고와 증언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거나 본래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반공적
성향의 포로들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의 본래 신념을 강화시켰을 수는
있지만, 민간정보교육국이 의도했던 대로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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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전체 포로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

행되고 시행 과정에서 포로간부단과 연계되어 사실상 강제적인 성

격을 띠게 되면서 포로수용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특

히 친공 포로들이 우세한 북한 출신 포로 수용동들을 중심으로 프

로그램의 정치성과 강제성에 대한 저항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친공 포로들이 우세한 수용동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정치적 성격이 강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포로간부단의 반발

과 비협조로 중단되고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하는 포로 교사들

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수용동 내 지하

공산주의 조직이나 친공 성향 간부단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오리엔

테이션 수업을 진행하는 포로 교사들이 단지 교재의 내용을 기계적

으로 읽기만 하거나171) 심지어 공산주의 체제를 새로운 민주주의 체

제라고 소개하는 등의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172)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정보교육국은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하는 포로 교사들을 대부분 민간인 교사

로 교체해야만 했다.

한편 반공포로들이 우세한 수용동들에서는 포로간부단의 적극적

인 협조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한 수용동에

서는 북한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

으며 포로들의 요구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수업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민간정보교육국의 교육 센터를 ‘푸른 동산 학교(the Green

Hill School)’와 같은 긍정적인 뜻을 내포한 명칭으로 지칭하는 수용

동도 있었다.173) 또한 이러한 수용동들에서는 수용동에서 우세한 반

공적인 분위기에 따라 실제 교재의 내용보다 한층 더 반공적인 교

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국민당 출신의 반공포로들

171)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10
172) William C. Bradbury, 1968, p.289
173) 제 1회 포로교육보고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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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악한 중국군 포로수용동들의 교육센터에는 ‘우리는 철의 장막

건너편에 사는 인민의 이름으로 빨갱이 도적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빨갱이 도적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않고는 완전한 세계 평화를 달성

할 수 없다.’와 같은 노골적인 반공 문구들이 다수 걸려있었다.174)

문제는 이처럼 상반된 포로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포로

수용소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포

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계기로 친공포로 세력과 반공포로 세력

모두 이전보다 정치적 색깔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며 활동을 강화하

게 되었다. 특히 거제도 이송 이후부터 지하 공산주의 조직을 구축

해 온 친공포로들은 수용동 간 연락망을 활용하여 포로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며 결집했다. 또한 이러한 포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저항은 친공포로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

치적 지향을 수용소 당국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에 친공포로들이 주도했던 저항 운동이 주로 급식이나 부역, 포로

자치 문제 등 정치적 성격이 희박한 포로대우 관련 사안들에 국한

되었던데 비해 포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활동은 명백히 정

치적 반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포로간부단의 비협조나 적대적인 수업 분위기를 통해

수용소 당국은 친공포로 세력이 우세한 수용동들을 파악할 수 있었

다.175)

반공포로 세력에게도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자신들의 정

치적 지향과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반공포로

들은 친공포로들과는 달리 포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질적

인 세력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는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선발된 포로 교사 및 교육 보조 인력들이 민간정보교육국과

수용소 당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교육센터, 도서관 등의 기기와 물품

174) David Cheng Chang, 2011, p.216
175) William C. Bradbury, 1968, 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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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게 되면서 일종의 포로간부로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반공적인 성향을 가진 포로 교육

인력들의 선발과 배치는 곧 수용동 내 반공포로 세력의 세력 강화

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민간정보교육국에서 선발, 배치한 포로

인력이 약 2,300여명에 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러한 반공 포로

세력의 확장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반공포로 세력의 강화는 곧 수용소 내 권력지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친공포로 세력과 반공포로 세력이 비등하게 혼재되

어 있는 수용동들에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반공포로 세력

이 결정적으로 수용동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대

표적인 사례가 73수용동과 86수용동의 예로 해당 수용동들에서는

포로교사들과 기존의 반공포로 세력이 규합하여 친공포로 세력을

주요 간부직에서 몰아내고 수용동을 장악할 수 있었다. 73, 86수용

동 모두 민간정보교육국의 교육센터가 반공포로 세력의 집결지로

활용되었으며 포로 교사들은 사실상 반공포로 세력의 지도자로 활

동했다.176)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야기한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지

형의 변화는 수용소 내 갈등의 격화에 영향을 미쳤다. 전술했듯 친

공 포로들이 우세한 수용동들에서는 민간정보교육국의 포로 교사들

이 물리적 위협을 받기 시작했으며 프로그램의 시행을 둘러싸고 친

공 포로간부단과 수용소 당국 간의 충돌도 발생했다. 반대로 반공

포로들이 우세한 수용동들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업 시

176) 친공포로 세력과 반공포로 세력이 혼재하던 73수용동에서는 교육센터의 설립
과 포로교사 선발 소식이 전해지자 반공포로인 한은송과 홍용묵이 중심이 되
어 반공포로들로 전체 포로 교사진을 완전히 구성하였다. 이후, 반공포로 세
력의 수용동 내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박종은, 1994, pp. pp.110∼111) 한
편, 역시 친공포로 세력과 반공포로 세력이 혼재하던 86수용동에서도 포로 교
사진과 반공포로 세력이 연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공포로 세력은 교육센
터에서 포로교사들과 회합을 가졌으며, 포로교사는 반공포로들의 지도자로 활
동했다. (RG 389, Box 5, 「Statement of KAO CHIN YUN」 19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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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의견을 개진한 포로들이 포로감찰대에

의한 “예비심문”을 받거나 전범조사부나 수용소 정보부에 넘겨지는

경우가 발생했다.177)

이에 따라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기 시작

한 1951년 7월부터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는 이전까진 크게 두드러

지지 않던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간의 갈등이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

났다. 한편 1951년 7월은 휴전협상이 개시되며 수용소 내에서 송환

문제를 둘러싼 불안이 고조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51년 7월

15일, 수용소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미군과 수용소 내의 한국인 인

력들에게 휴전협상 관련 언급을 일절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

다.178) 휴전협상으로 인해 조성된 이러한 포로들의 불안 역시 포로

수용소 내 갈등 격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처럼 1951년 7월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포로 간 갈등은른 친공

포로와 반공포로의 분리 수용이 실시되는 1952년 4월까지 계속되었

으며 1951년 12월부터는 휴전협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포로 송환

문제와 결합하면서 점차 그 양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의 주요 폭행·살인 사건을 수사한 제 20범죄수사대 지

대의 기록을 중심으로 본 1951년 7월부터 1952년 4월까지 발생한

주요 포로 간 갈등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77) William C. Bradbury, 1968, p. 288
178) 「Discussion of Cease fire Proposals with Korean Nationals」, 1951.7.15. (

RG 338, Entry UD 37042, 「60th general depot command report 1951.7.」 부
속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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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용동 성격* 내용

1
51.7.5.
혹은

7.13.179)
83 반->친

전범부 정보제공자 출신 이관순을 중심으로
한 반공포로 150여명이 일으킨 친공포로 간

부단 전복을 위한 “쿠데타”

2 51.7.? 82 반->친
반공 포로 500여명이 일으킨 친공포로 간부
단 전복을 위한 “쿠데타”

3
확인
불가

81 반->친 확인 불가

4
51.

8.12.
63 친->반

친공 포로 간부들이 주도한 인민재판. 형을

받아 구타당한 포로는 대부분 감찰단원, 배
식부장 등 반공포로로 알려진 현 간부단.

피해자 중 1명은 부산 수용소 시절 친공포

로 탄압한 여단장.  

5

51.

8.16.∼1

7.

65
친<->
반

4대대의 포로 감찰이 수용동내 친공포로들
을 잡아 가두고 심문하자 다른 대대의 친공

포로들이 4대대의 포로 감찰 천막을 습격

함. 포로 경찰들의 반격으로 친공 포로들이
더 큰 피해 입음.

6
51.

9.7.
64 친->반

친공 포로들에 의해 반공 포로 유동기가 인

민재판 후, 살해당함.   유동기는 부산 수용

소 시절 정보제공자 출신으로 영어이름
“Mike”로 불릴 정도로 미군과 친분이 있었

음.

7
51.
9.12.

64 친->반

64수용동 지하 공산주의 조직에 의해 반공
포로인 김용문이 구타, 살해 당함. 김용문은

부산시절 1구역 제 5수용동의 정보제공자였

고, 많은 포로들을 구타하고 당국에 좌익
경력 인사들을 보고했음.

8
51.
9.14.

63 친->반

친공포로 간부들이 주도한 인민재판. 형을

받아 구타, 살해당한 포로들은 남한군 정보
부 정보제공자라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

음.

9

51.

9.15.∼9.
18.

78 친->반

지하 공산주의 조직 구성원들에 의한 친공
포로들이 구타 및 살해당함.  피해 포로들

은 모두 78수용동 대변인의 이동을 촉발시

킨 정보제공자라는 혐의를 받음. 피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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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배식부장으로 음식에 독을 타 좌익

간부들을 살해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음.

10
51.

9.17.∼9.

18.

84 친->반

친공 포로 간부들이 주도한 인민재판. 피해

자 중 2인은 유엔군의 정보제공자 혐의를
받아 형을 받음. 또한 다른 2인은 민간정보

교육국 소속 포로교사들로 반동분자 혐의

받음.

11
51.

9.17.∼9.

18.

85 친->반

친공 포로 간부들이 주도한 인민재판. 음식
에 독을 탔다거나 칼을 반입하여 공산주의

자들을 죽이려했다는 등의 혐의. 인민재판

의 지도자는 '민간정보교육국은 우리가 반
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연설하

며 공산주의자를 수석 포로 교사로 임명.

12
51.

9.23.
94 반->친

94수용동 포로 최성호가 수용동 감찰대에

의해 심문을 받다 심문관들에게 구타당해
숨짐. 죄목은 부산에서 반공주의자들을 살

해했고, 거제도에 와서도 폭동을 꾀해 간부

단과 남한군을 살해하고 간부단이 되고자
했다는 것.

13
51.

10.7
83 반->친

83수용동 포로 김흥호와 황일종이 수용동

감찰대에 의해 심문 받다가 구타당함. 이유

는 김흥호와 황일종이 감찰대장을 살해하고
탈출하려 했다는 혐의에서 이루어짐. 김흥

호는 후에 석연치않은 이유로 자살.

14
51.

11.11.
66 친->반

북한 장교 수용동인 66수용동 포로 임순철
이 정보제공자로 의심받아 같은 수용동 포

로들에게 구타당해 사망.

15
51.

11.12.
76 반->친

76수용동의 포로 김윤호가 감찰대원들을 살

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는 이유

로 수용동 감찰대에 의해 심문받다가 24시
간 동안 구타당해 사망.

16
51.

12.10.
83 반->친

83수용동의 포로 염홍규가 전범색출을 위한

감찰대의 예비심문 도중 구타 당해 사망.

17
51.

12.23.
73 친->반

73수용동의 약 50여명의 공산주의 조직 멤

버들이 폭동을 일으켜 민간정보교육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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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친은 반공포로에 의한 친공포로 공격을, 친->반은 친공포로에 의한 반공포

로 공격을 뜻함.

* 밑줄 친 부분은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 활동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부분

임.

표 4. [ 수용소 내 주요 포로 간 갈등 사건(1951.7∼1952.5) ]180)

179)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공포로
박종은의 수기집인 《그날 0시》에는 1951년 7월 5일로, HumRRO의 보고서
인 《Mass Behavior and Captivity》에는 1951년 7월 말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반공포로의 집권에 우호적이었던 수용소 당국의 자료에는 이 사건의 구
체적 정황에 대한 서술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8
구역 사령부의 일지에 따르면 1951년 7월 13일, 83수용동의 경비병 수를 두
배로 늘리라는 비상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한다. 경비병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비상 지시가 이후, 9월에 발생한 친공 포로들의 인민재판 사건에 발생 시에도
하달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으로 병력이 출동하였으나 전범조사부 김선호 대
위의 설득으로 수용소 당국이 쿠데타를 인정하였다는 <Mass Behavior and
Captivity>의 서술로 볼 때 7월 13일 역시 이 사건이 일어난 유력한 날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80) 1∼3의 경우, 수용소 당국의 묵인으로 미군 자료에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센터 공격, 포로 교사들 폭행. 포로 교사 11
명이 폭행당하고 그 중 3명은 사망

18
51.

12.24.
73 반->친

12월 24일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복의 성격
으로, 공산주의 조직 멤버로 의심받는 이들

이 반공포로 간부단에 의해 구타, 살해당함.

19
52.
1.11.

93 반->친

93수용동 포로 신순복이 공산주의 조직의

세포로 의심받아 수용동 감찰대의 심문을

받다 구타, 살해당함.

20
52.

3.25.
93

반<->

친

93수용동 포로 김천곤이 감찰단원들을 살해
하고자 감찰대 텐트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

왔다 감찰단원들에게 구타당해 사망.

21
52.

3.12.
71 반->친

71수용동 포로 김도출이 공산주의자이고 71

수용동에서 폭동을 일으켜 현재 수용동 간
부단을 구성하고 있는 반공포로들을 살해하

려했다는 혐의로 수용동 감찰대의 심문 도

중 구타당해 사망.

22
52

.3.25.
83 반->친

83수용동 김영국이 공산주의 활동과 관련하

여 수용동 감찰대장에게 심문받던 중 구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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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의 사례들을 통해 이 시기 발생한 포로 간 갈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해당 갈등들은 주로

수용동의 권력 장악을 위해 상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를 통해 기

존 간부단을 전복시키고자 하거나 기존 간부단이 자신의 권력에 도

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을 인민재판이나 “예비심문”과 같은 조직

적인 방식을 통해 제거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포로들

간의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대 세력을 제거하지 않

으면 자기 세력의 안위가 불안해졌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최초의 “쿠데타”인 1) 83

수용동 사건은 83수용동에서 친공포로 세력이 주요 간부단을 장악

한 상항에서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등으로 인해 정치적 양극

화가 한층 심화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전범조사부 정보제공자들

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었다.181)

둘째, 83수용동에서 일어난 반공포로 세력의 “쿠데타”와 이를 계

기로 조직된 ‘대한반공청년단’의 조직이 포로 간 갈등 격화의 도화

선이 되었다. 대한반공청년단은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들이 결성한

반공 포로 조직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83수용동 포로간부단을 중심

으로 1951년 8월 7일, 공식적인 결성식을 가졌다.182) 이로써 반공포

로 세력도 친공포로들이 구축한 지하 공산주의 조직에 필적하는 체

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친공포로와 반공포로의

않으나 다양한 회고록과 증언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 반공포로의
세력 확장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므로 수록하였다. 이하 자료들은 RG 153의
Entry 308, Records Relating to the Korean War, War Crimes Division, Post
Capture Offense Case Files, 1951 - 1953 에 있는 제 20범죄수사대 지대의
수사 보고서와 포로 진술서에 의거하였다. 해당 폴더에는 대상 기간 동안 기
소대상인 사건이 총 28건 있었으며, 그 중 포로 간 갈등에 해당하는 19건이
표에 실렸다.

181)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pp. 25∼26
182) 황세준, 1954, 《신생의 날》, 공우사,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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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조직 대 조직의 성격을 띠게 되며 보다 격화되었다. 실제로

1) 83수용동 사건과 대한반공청년단의 결성 이후 반공포로 세력이

권력을 잡는 수용동이 급격히 늘어났다. 비슷한 “쿠데타”적 성격을

갖는 2) 82수용동 사건, 3) 81수용동 사건 모두 1) 83수용동 사건을

모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으며183) 이후에도 대한반공청년단은 다른

수용동들에서 반공 포로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셋째, 갈등 사건들에 나타난 포로 간 갈등 구조에 전범조사부, 민

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이 미친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먼저 위 사건들

에서 친공포로들이 주로 공격한 대상은 전범조사부 활동에 협조하

였던 정보제공자나 부산수용소 시기의 간부단, 그리고 민간정보교육

국 활동에 협조하였던 포로 교사들이었다. 반면, 반공포로들이 주로

공격한 대상은 전범조사부가 운영했던 정보제공자 시스템에 의해

‘전범용의자’나 ‘공산주의자’로 파악된 이들이었다. 따라서 양 정치세

력이 공격할 대상을 특정하는데 이데올로기 자체보다는 전범조사부

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포로 간 갈등에 미친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은 전범조사부

의 활동이었다. 도표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나듯이 반공포로들이 간

부단을 장악한 수용동에서는 전범조사부의 활동 과정에서 묵인된

포로감찰대의 “예비심문”이 친공포로들을 제거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했다. 전범조사부는 또한 포로들 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함으로

써 갈등을 보다 확장,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1) 83수용동 사건과 9)

78수용동 사건은 전범조사부의 개입과 영향이 잘 드러나는 사례들

이다. 1) 83수용동 사건이 발생하자 전범조사부의 김선호 대위는 반

공포로들에 의한 “쿠데타”를 인정하도록 수용소 당국을 설득함으로

써 반공포로들의 “쿠데타” 성공을 도왔다. 이에 더해 김선호 대위는

183)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p.36 ; 박종은, 1994, 종화사,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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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조사부 사무실을 대한반공청년단의 회합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

며 이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전범조사부는 친

공포로들이 장악하고 있던 78수용동의 간부단을 수용소 당국의 승

인 없이 다른 수용동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포로들의 반발을 사

9) 78수용동 사건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인접한 다른 친

공포로 수용동들에도 영향을 미쳐 10) 84수용동 사건, 11) 85수용동

사건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위 사건들 중 가장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1951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한 9) 78수용동 사건, 10) 84수용동 사건, 11) 85수용동 사건이었

다. 해당 사건들은 전범조사부의 개입으로 인해 촉발되었기 때문에

친공포로들의 인민재판과 수용소 당국에 대한 항의 시위가 동시에

발생해 수일간 지속되었고, 수용소 당국은 사태의 진정을 위해 수용

동 내에 대규모 군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포로

간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용소 당국은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

인으로 지목된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상급사령부인 제 2군수사령부에 사후 조치를 문의하였

다.184)

그러나 제 2군수사령부는 수용소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며 두 기

구의 활동을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다.185) 이러한 제 2군수사령부의

지시는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이 당시 미군 포로 정

책에서 차지했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제 2군수사령부

는 대신 수용소의 운영 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포로 경

비 인력을 증강시키는 등 포로 관리 정책의 개혁을 통해 포로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86) 이러한 개혁에 따라 포로 사회

184) RG 338, Entry 1182-A-54, Box 28(2)-1, 「Disturbance at United Nations
Prisoner of War Camp #1」, 1951.9.27, p.5

185) 위 문서, p.5
186) 이에 따라 기존 수용소 행정본부로 기능하였던 제 60종합보급창의 기능이 정

지되고 새로 구성된 제8137헌병단이 새로운 수용소 행정본부로 기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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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187) 휴전협상에서 포로

송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51년 12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188) 반공포로들의 송환 거부 운동, 친공포

로들의 송환 심사 거부 운동과 결합하며 오히려 더 격렬한 양상으

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수용소 내 갈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포로 간

갈등의 심화와 함께 수용소 당국에 대한 친공포로들의 저항 역시

점차 심화되며 수용소 당국이 통제권을 잃는 수용동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친공포로들의 저항은 더 이상 이전처럼 시위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수용동 내에서 근무하는 미군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친공포로들의 공격으

로 인해 수용동 내에서 행정을 담당하던 미군 인력들이 철수하면서

수용소 당국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용동들이 62수용동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189) 따라서 위 도표에서 1951년

12월을 기점으로 친공포로들이 주도한 포로 간 갈등이 대폭 감소하

는 것은 실제 친공포로들에 의한 갈등이 감소해서 라기보다는 통제

권 상실로 인해 미군이 친공포로 수용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러한 친공포로 수용동에 대한 미군의 통제권 상실은 이

었으며, 수용소 경비 인력이 증가하였다.
187) RG 338, Entry-A1-245, Box 2174, 「EUSAK office of provost marshal

command report 1951.10.」 p.9
188) RG 338, Entry-A1-245, Box 2174, 「EUSAK office of provost marshal

command report 1951.12.」 p. 11
189) 수용동 운영 체제의 원칙은 약 17명의 미군 인력이 포로간부단과 함께 수용동

사령부를 구성하여 각 수용동의 행정을 맡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공포로들의
수용소 당국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면서 수용동 내에서 근무하는 미군의 신변
이 위협받게 되자 이들은 친공포로가 장악한 수용동들에서 철수하였다. 62,
76, 77, 78, 85, 92, 95 수용동이 그러한 수용동들이었다. (RG 554, Korean
Communications Zone, Histrical Section ; Historian’s Background Files,
1952-53, 「2nd Logistical command command report 1952. 5.」, p.14 (국립중
앙도서관 소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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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친공포로들과 수용소 당국 간의 충돌이 보다 격렬한 형태로

비화하는 조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통제권을 잃은 수용동에서 강제

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용소 당국의 물리력이 보다 빈번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51년 12월부터 본격화된 송환 심사190)

를 둘러싸고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국제

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된 2·18 사건191)이나 도드 준장 납치

사건은 모두 수용소 당국이 통제권을 잃은 친공포로 수용동에서 강

제로 송환 심사를 실시하고자 시도하다 벌어진 사건들이었다. 이를

통해 포로 간 갈등 뿐 아니라 친공포로와 수용소 당국 간의 갈등

역시 1951년 7월 이후 점차 격화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용소 운영 체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내의 갈등

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혼란이 휴전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두 기구의 활동은 결국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포로수용소 내 갈

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전범조사부 특수첩보분과는 1952년 1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포로분과도 1952년 4월부터는 포로수용소에

서의 활동을 중지했다.192) 이후에도 전범조사부의 활동은 1954년까

190) 1951년 12월부터 1952년 2월까지 조기 석방할 남한 출신 포로들을 ‘민간인 억
류자’로 공식 분류하기 위해 남한 정부에 의한 ‘민간인 억류자’ 심사가 이루어
졌다. 한편 1952년 4월에는 미국측이 공식 포로 송환 방침으로 결정한 ‘자원
송환’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전 포로 및 민간인억류
자를 대상으로 송환 여부를 묻는 ‘송환’ 심사가 이루어졌다. 두 심사의 목적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송환하지 않고 석방할 포로와 송환할 포로를 구
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송환 심사’로
일괄적으로 지칭하였다.

191) 2·18 사건은 1951년 12월부터 시작된 ‘민간인억류자’ 심사를 거부한 62수용동
을 수용소 당국이 무력을 동원, 강제로 심사를 시도하다 발생한 유혈 충돌 사
건이다. 친공포로들이 장악한 62수용동은 이러한 심사에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용소 당국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수용소 당국
은 마지막까지 심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62수용동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
기 위해 1951년 2월 18일 새벽, 사전 예고 없이 62수용동에 심사 요원들과 무
장한 병력을 투입했다. 이에 62수용동 포로들이 저항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포로 중 78명이 사망하고 미군 또한 1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유혈사태로 비화
하였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수용소에 국제적십자 요원들이 시찰을 위해 체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언론화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혼란상이 국
제적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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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속되었으나 그 규모와 활동 범위는 대폭 축소되었다. 민간정보

교육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 역시 국제적십자사의 권고로 반공주

의적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1951년 4월부터는 친공포로 수용동

에서의 활동을 사실상 중지하였다.193) 그러나 육지에 분리 수용된

비송환 포로들을 대상으로는 이들의 송환 문제가 일단락되는 1954

년까지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92) 전범조사부 최종보고서 p. 3∼4
193) 제 3회 포로교육보고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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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6·25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포로를 둘러싼 교전 쌍방의 대립

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포로 문제의 근원지였다. 본고는 미군의 포

로 정책 기구인 미 8군 전범조사부와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의 활

동을 매개로 이러한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대적인 전범재판이 이루어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

문제는 심리전과 선전전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

은 6·25전쟁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추진하여 1950년 10월, 미 8군 전범조사부가 수립되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전통적인 전쟁법 위반자만을 전범재판의

기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이

전범조사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전범조사부는 포로수용소

내에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제공자로서 포로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전범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은 또한 체계적인 포로 교육을 통해 포로를 북한인에 대한

재교육과 심리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정책 목표는

NSC 81/1에서 공식화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포로 교육 전담 기

구인 유엔군 민간정보교육국이 설립되었다. 민간정보교육국은 1951

년 6월부터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포로 교

육을 실시하였다. 포로 교육 프로그램은 포로의 일상생활에 걸쳐 폭

넓게 이루어졌으며 포로의 태도를 반공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

는 목표가 뚜렷했다.

이와 같은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은 모두 포로 인

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수용소 내 권력지형의 형성과 변동

에 영향을 미쳤다. 전범조사부는 정보제공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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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용의자로 지목된 친공 포로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함으로써 수용

소 내 권력지형에서 이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또한 민간정보교육

국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포로 교육을 포로교사 및 간부단을 활용

하여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반공적 권력지형을 더욱 대중화,

공고화하였다.

포로들은 이러한 미군의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분열하여 대립하였다. 두 기구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수용소 내 반공

포로 세력을 형성, 강화시켰다. 두 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정보제공

자, 포로교사 등을 중심으로 반공포로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1951년 7월,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포로 조직을 조직하였다. 한편,

두 기구의 활동은 권력지형에서 배제된 친공포로 세력의 결집과 반

발을 낳았다. 친공포로 세력은 거제도로의 포로 이송이 시작된 1951

년 2월 이후부터 지하조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군과 미군의 정책

에 협조한 포로들에 대해 반발심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두 세력 모두가 조직화를 이룬 1951년 7월 이후부터 유

엔군 포로수용소에서는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간 갈등이 급증하였다.

미군 당국도 심각하게 인식했듯이 포로 간 갈등과 전범조사부와 민

간정보교육국 활동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전범조사부의 정보제공자 시스템은 1952년 1월 폐지되었고, 민간정

보교육국의 포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송환 심사 이후, 비송환 포로

들만을 대상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구성하는 두 주체인 미군과 포로,

양자(兩者)의 상호 작용에 주목함으로써 6·25전쟁기 포로 문제의 근

원지였던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상황을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된 두 기구의 성립과 활동은 미군의 포로

정책이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 소극적이고 무간섭적 성격을 띠었다



- 81 -

는 기존의 평가가 일면(一面)적인 측면만을 반영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미군은 포로를 단순한 억류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전쟁

초기부터 가열된 심리전과 선전전에 포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활용 과정에서는 전범조사부가 승인한 “예

비심문”이나 포로 교육 프로그램의 강제적 성격에서 드러나듯 제네

바 협약의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6·25전쟁기 미군의 포

로 정책은 명분으로 내세워진 제네바 협약에 대한 고려와 냉전기

미국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포로 갈등

문제와 두 기구의 활동 간의 연관성을 추적함으로써 미군의 포로

정책이 포로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포로들의 대응을 살피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냉전기 진영 이익을 위해 실행된 미군의 포로

활용 정책이 분단 과정을 거치며 내재되어 온 민족 갈등을 촉발, 심

화시키는 과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군 포로수

용소에서 발생한 친공, 반공포로 간의 갈등은 국제적 냉전이 국내적

냉전을 심화시킨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송환 심사에 따른 포로 분산 수용

이전의 미군 정책과 수용소 내 동향만을 다루었을 뿐, 분산 수용 이

후의 상황까지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분산 수

용 이후 이루어진 미군 포로 활용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실증적

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소재적으로 수용소에서 포로 활용을 목적

으로 활동했던 기타 기구들의 활동도 다루지 못했다. 6·25전쟁기 포

로 활용 정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들의 활동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군의 포로 활용 정책뿐 아니라

공산 측의 포로 활용 정책 역시 6·25전쟁기 포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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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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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W policies of the US

Force during the Korean War

- with priority given to

the KWC and CI&E -

Choi, Hye-R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War Crime Division(KWC) and Civili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CI&E) which were performed

at the UNC POW camps during the Korean War era. Through

thi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state of UNC POW

camps which had great effect on the controversies on POW in

Korean War.

Since the Second World War, war crimes have emerged as a

major theme in psychological warfare and propaganda. Therefore

the US force tried to highlight the war crimes of the Comm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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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during the Korean War in order to undermine the morality

of them. In October 1950, KWC was established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he war crimes of the Communist army. The main

investigation target of KWC was POWs held at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POW camps because the UNC declared

that only traditional war criminals could be prosecuted for war

crime trials. So the KWC organized an informer system in the

UNC POW camps and actively performed war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using prisoners of the war as informer.

The US force also tried to use the prisoners for re-educ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n through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To do so, they established the

CI&E to carry out education programs for POWs in April 1951.

The aim of the programs which carried out in the POWs’ daily

life was changing them into anti-communists. In this process,

many POWs were utilized as a teacher or an assistant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As a result, the POWs were politically divided on these policies

and confronted each other. Primarily, the activities of two

organization led to a formation of an anti-communist group in

the camps and reinforced it. In July 1951, the POWs who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the KWC and CI&E organized a

large anti-communist POWs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communist POWs resisted against them and violent activities of

the KWC and CI&E. The communist POWs began to organize an

underground group and developed its power gradually after

February 1951 when the transfer of the POWs to Ko-j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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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started. They resisted against the US force and the POWs

who had cooperated with them.

As a result, conflicts between two North Korean POW groups

greatly increased after July 1951 when both groups become

well-organized. These conflicts were highly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WC and CI&E when the contents and types of

the conflicts are considered. Due to this problem, the informer

system of the KWC was abolished in January 1952, and the

education programs of the CI&E was also reduced to be

performed only on non-repatriated prisoners determined by

repatriation screening.

The Korean War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against the former

wars in that it shows a strong ideological aspect which was

affected by the Cold War. Accordingly, the POWs in the Korean

War were not merely the objects of detention but symbols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sychological warfare and

propaganda. The POW policies of US force were also affected by

the Cold War. POWs detained in UNC POW camps were

politically divide on these policies and confronted each other

violently.

Keywords : UNC POW camp, Korean War Crime Division(KWC),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CI&E), POW

utilization policies, US force, psychological warfare,

propaganda, Geneva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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