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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45년 8월, 한반도는 36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북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북조선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

군이 각각 상륙하여 군사 령이 개시되었다. 3년이 지난 1948년 8월, 남한에는 

한민국(한국)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

선)이 성립했다. 

남한․북조선의 성립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이승만을 통령으로 하는 한

국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조선이라는, 서로가 

* 본 논문은 2006년 12월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샵에서 발표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고, 본 학술지 심사 원들도 높이 평가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필자의 (｢米軍政期南朝鮮におけるパーソナルメディアと検閲―米軍による検閲体制

の成立過程を中心に｣ (メディア史研究メディア史研究会、第16号、2004年4月)  

｢米軍政期南朝鮮におけるパーソナルメディア検閲体制の変容―CCDからの離脱／第

24軍団への移管を中心に｣ (メディア史研究メディア史研究会、第19号、2005年1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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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완 히 부정하는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된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체제의 출 은 남북 양쪽 사회의 형성에 다 한 향

을 끼쳤다. 남쪽에서는 분단체제 성립과정이었던 미군정기에 향후 한국사회의 

존재방식을 방향짓는 설계도가 그려졌고  그  몇 가지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 20세기 반, 한반도의 존재방식을 규정지었던 주체가 일본의 식민지

주의 다고 한다면, 그 후반기의 한국을 규정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존재양식 그 자체를 계속 규정해 온 국가이다.
1)
1)미군

정기에 해 검토하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를 규정해 온 여러 역사  조건을 

밝 내고, 그 구조와 조직을 밝 내기 한 요한 실마리를 탐색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미군정기 남한의 미디어에 착목하고자 

한다. 미군정기 미디어에 한 연구에 해, 한국언론사연구  일본미디어사

연구의 맥락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언론사연구에서 미군정기 미디어에 

한 연구는 매스미디어만을 분석 상으로 삼아왔다. 즉, 남한에서 미국은 어

떠한 언론정책을 개했는가, 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어떤 로 간다를 수

행했는가라는 논의에만 한정되었다.
2)
2)거기에서는 매스미디어나 로 간다의 

단순한 수용자로서만이 아닌, 능동 이고 주체 인 조선인의 모습은 기술되지 

않았다. 이 은 기능주의 인 매스커뮤니 이션 연구의 흐름에 압도되어, 미

디어를 통해 펼쳐져 있었던 여러 정치  실천과 탈식민지 투쟁에 무 심했던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와도 동형 인 모습을 보인다.

미군정기 미디어에 한 연구는 GHQ/SCAP(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령기 일본의 미디어에 한 연구와 한 

연 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여름에 패 을 맞이했던 일본은 맥아더를 최고사

령 으로 하는 GHQ/SCAP에 의해 령정치를 받게 되었다. 패 일본과 해방

1) カミングス、ブルース, 朝鮮戦争の起源第一巻シアレヒム社、1989年、27 　(Cumings, 

Bruce, The Origin of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2) 김민환,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출 , 2001년; Jae Young Cha “Media 

Control and Propaganda in Occupied Korea 1945-48”,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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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미군 령이라는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미육군 제24군단 사

령  하지는 맥아더의 지휘 하에 있는 등, 두 개의 령지에서의 경험은 미군

의 조직구조상으로도 서로 떼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GHQ/SCAP 령기 미디어에 한 연구는 이러한 ‘경험의 공유’에 해 충

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GHQ/SCAP 령기 

미디어사 연구로는 검열의 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를 창출해 가려

고 했던 사람들의 지를 부조(浮彫) 으로 드려낸 연구
3)
나3)미디어 검열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반된 개념의 충돌을 미국의 령정책의 선상에 올려놓고

서 령기 일본의 미디어의 사회층을 층 으로 그려낸 연구4)
4)등, 다수의 연

구가 축 되어 있다. 그러나 ‘경험의 공유'에 해 무감했기 때문에, 일본의 미

디어사 연구는 자칫 일국사 인 서술에 빠지기 쉬웠고, 미군정기 남한의 미디

어에 주목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일본과 남한의 미디어를 비교분석 으로 

고찰하는 은 희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즈음 미군에 의해 일본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검열과 

남한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검열을 비교하는 연구의 요성이 지 되기 시작했

다.
5)
5)그것은 근래 한국에서 속히 연구가 축 되어가고 있는 식민지검열에 

한 연구6)와6) 칭성과 연속성을 지닌 문제제기로서 치지어질 수 있다.

본고는 지 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미군정기 남한에서 유통되고 있었

던 우편이나 보, 화에 해 이루어진 검열을 분석하고자 한다.
7)
7)그것은 

다음의 과제에 한 해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남한에서 미군에 의

해 실시된 통신검열은 어떻게 비되었고, 그 체제가 정비되었는가이다. 이에 

해서는 워싱턴에서의 검열작  책정단계에서부터 미군의 남한 령에 걸친 

3) 山本武利 占領期メディア分析法政大学出版局、1996年

4) 有山輝雄 占領期メディア史研究　自由と統制-一九四五年柏書房、1996年 

5) 有山前掲書、232쪽

6) 정근식, ｢식민지검열의 역사  기원－1904~1910년｣, 사회과 역사통권 제64호,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 지성사, 2003년;｢特集　日本の植民地支配と檢閱体制－韓

国の事例を中心に－｣ 東洋文化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2006年 등.

7) 통신검열에 한 연구는 (前)검열요원에 한 구술조사나 우표수집가에 의한 

몇몇 논고 외에, 일차자료인 미군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실제

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미군정기에 통신검열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이 충분

히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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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심으로 논의해 갈 것이다. 둘째, 통신검열체제는 령 3년간에 걸

쳐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과정과 의미에 해 검토할 것이다. 이것에 

해서는 1947년 7월에 실시된, CCD로부터 제24군단으로의 CCIG-K 이 에 

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의 해명은 나아가 다음의 세 가지 과제로 나 어 이루어질 것

이다. 첫째로, 미군이 남한에서의 검열작 을 어떻게 악하고 있었는가를 검

열작 의 의의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부조 으로 드러낼 것이다. 둘째로, 남한

의 검열작 이 일 령작 의 틀로부터 분리된 것이 갖는 의미에 해 

CCIG-K의 CCD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48

년 8월, 한국이 성립함으로써 CCIG-K에 의한 검열은 종료되었는데, 그 다면 

과연 실제로 검열이 종료되었던 것일까? CCIG-K에 의한 검열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개시된 한국정부의 검열과 CCIG-K 검열 간의 연속성을 검토하는 것

이 그 세 번째 과제이다. 

이들 과제를 실마리로 하여, 남한에서 성립한 미군의 통신검열체제의 동태

를 서술해갈 것이다. 본고의 목표는 한국 사에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그것은 메워진 공백에서 부조 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한 단편에서 한국사회

를 형성한 역사 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2. 통신검열체제의 성립

1) 워싱턴의 통신검열계획의 책정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태평양 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 , 미국에서는 군을 

심으로 하여 시에 실시될 수 있는 국제통신의 검열에 한 계획입안에 

착수했다. 미국을 착․발신처로 하는 우편물에 한 검열은 육군에서, 그리고 

해 이블이나 무선을 통한 신에 한 검열은 해군에서 검토되었다. 

1939년 9월 2일,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선언을 발령했고, 해군 령(후에 

령) H. K. 펜(Fenn)은 신에 한 검열계획의 조기 책정을 명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검열요원을 해군 비역(Naval Reserve Offices) 에서 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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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검열에 한 원리, 원칙을 교수하는 육성 로그램을 수립했다. 

1941년 6월, 합 국 통령은 검열의 상세한 계획에 서명했다. 그것을 계기

로 하여, 육군성은 군 첩보부에 검열과를 설치하고 시에 실시될 우편검열의 

비에 착수했다. 실제로 1941년 12월의 태평양 쟁 개  이 에, 요청된 검열

요원의 수는 약 400명을 웃돌고 있었다.8)8)

신검열은 미 해군의 소 이었고 우편검열은 미 육군의 소 이었다. 진주

만에서 공격을 당한 이후 수 일이 경과한 1941년 12월 12일, 육군장 에 의해 

48시간 안으로 우편검열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달 19일, 통령 

루즈벨트는 통령령 제8985호에 서명하 고, 제1차 시 권법(The First War 

Power Act)에 근거, 합 국검열국(Office of Censorship)이 설치되었다. 검열

국 장 으로는 AP통신사 무취체역, 편집국장이었던 바이런 라이스(Byron 

Price)가 임명되었다.

라이스를 장 으로 한 검열국의 검열 상은 우편과 신 등의 퍼스 한 

미디어만이 아니라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통령의 

검열개시 성명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은 미국 시민들에게 

주지되었다. 그러나 미디어검열에는 미국을 지탱하는 이념인 ‘자유’와의 긴장

계가 잉태되어 있었다. 에토(江藤)는 “ 실에서는 제한되고 침해되고 있는 

‘자유’가 이제는 터부화되어 마치 아무런 침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한 

의제(擬制)가 형성”됨으로써 이러한 긴장 계의 완화가 완수되었다고 한다. 

즉 통령의 성명에 의해 검열국의 설치가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검열

국은 검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은폐되어야만 했다.9)9)미국에 의해, 검열

이라는 기피되어야 할 ‘악’(惡)은 ‘필요악’으로 화되어 갔다.
10)10)검열의 은폐

는 미국의 ‘자유’를 담보하는 토릭을 제공하고 있었다. 

라이스의 주도로 구성된 검열국에 의한 통신검열은 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공헌하는 것을 그 최 의 목 으로 삼았다. 통신검열은 미국 육해군의 

투에 사용된 자 이나 필수품에 한 정보교류의 제한이나, 에 한 정보

의 수집에 역 이 두어졌다.11)11) 시 에 미국에서 실시된 통신검열은 방첩과 

 8) “A Report on the Office of Censorship"

 9) 江藤淳 閉された 語空間文春文庫、1994年、52-59

10) 江藤、前掲書、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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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통신검열 에서도 우편물에 한 검열

이 가장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우편검열은 검열국의 최  과업

이었는데, 많을 때는 만 명의 검열요원이 하루에 100만 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검열하는 일도 있었다.
12)12)

1942년 1월, 검열국은 사법성과 재무성 등과의 의 끝에, ｢ 이블  우편 

검열규칙｣을 제정했다. 그것은 최 의 정식 검열규칙이었다. 같은 해 2월 19

일, ｢ 이블  화 검열규칙｣(Cable and Telephone Censorship Regulation)

도 작성되었다.  3월 13일과 4월 13일에는｢합 국우편검열규칙｣(U.S. Postal 

Censorship Regulation)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검열규칙은 국제통

신검열의 기술 인 측면을 다루고 있었다. 

1943년 1월 30일, 그때까지의 검열경험을 기 로 하여, 개별 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검열규칙을 개정, 통합한 ｢합 국검열규칙｣(U.S. Censorship Regulation)

이 작성되었다. 거기에서 검토 상이 되었던 것은 미국과 외국 간에 유통되거

나 는 미국을 통과하는 통신물(communications)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

물에는 편지 이외에도 서 , 지도, 계획서 등의 서류나 사진, 녹음물, 복제품, 

보, 신, 무선, 화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가 포함되었다. 

합 국검열국은 이들 통신물을 검열하여 문제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 통신물의 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합 국검열규칙｣은 문제의 가부를 

단하는 기 이 되었다. ｢합 국검열규칙｣의 제정을 통해 미국 국내에서의 통

신검열이 체계화되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미국은 이미 후 구상의 구체화에 

착수하고 있었다. 

1943년 1월, 미국은 령지에서 실시할 민간통신검열(Civil Communication 

Censorship)에 해 구체 인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해 5월, 민간통신검열이 

군의 권한이라는 이 명확해졌다. 1944년 10월까지, 민간검열지 (CCD: Civil 

Censorship Detachment)는 비공식 이기는 하지만 필리핀에서 민간통신검열

을 개시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일본항복 이후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던 

통합참모본부(JCS: Joint Chiefs of Staff)가 령지에서의 검열에 한 명령

11) “A Report on the Office of Censorship", p.3

12) “A Report on the Office of Censorship",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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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했다.
13)13)JCS873/3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명령문서에는 우편, 보, 

화, 여행자휴 서류, 화, 신문․잡지․방송에 한 검열임무의 목 이 다음

과 같이  있다. 첫째, 쟁수행과 령지 주민의 여론(世論)동향 악을 

한 정보수집이었고, 둘째, 령지에서의 각종 법령이나 규칙에 한 반상황 

 통화나 국제무역 등 경제상황에 한 감시 다. 그리고 셋째, 으로부터의 

정보유입 방지, 괴분자의 발견, 통신회선의 보호를 통한 치안의14)유지 다.14)

JCS873/3은  지역에서 민간통신의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 해방지역에서는 해방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의 조기회복을 

해 해당지역에서의 통신은 가능한 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JCS는 통신의 통제는 통신의 지가 아니라 검열

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서는  지

역과 해방지역에 서로 다르게 용되는 두 개의 검열작 계획이 비되어 있

었다. 당연히 일본 본토에서는  지역에서의 검열계획이 실시될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에서의 검열을 구상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혹은 해방지역 계획 에서 어느 것을 용할 것인지에 

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다.

1944년 11월, 육군성은 ｢일본에서의 민간검열을 한 일반계획｣을 작성했

다. 이 계획은 한반도를 검열작 의 실시지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만이

나 조선에서의 검열실시는 별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5)15)

1945년 4월 20일에 미국의 남서태평양군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민간검열 

기본계획｣은, 일본의 47개 도(都), 도(道), 부(府), (縣)에 더해, 남사할린

(南樺太)과 만, 그리고 조선까지를 포함한 지역에 해, 포 으로 검열을 

실시하기로 했다.16)
16)

반년 간에 걸쳐 잇달아 작성된 세 개의 문서에서는, 조선에서의 민간검열이 

13) 有山前掲書、41-43

14) “JCS873/3 Censorship of Civilian Communications in Pacific-Asiatic Theaters", 

Joint Chiefs of Staff, RG218, Box11, NARA(미국 국립문서보 소).

15) “War Department Plans for Civil Censorship in Japan", RG331, Box8523, 

NARA. 

16) “USAFFE Basic Plan for Civil Censorship in Japan", RG331, Box8523,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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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의한 일검열계획에 포함될 것인지, 혹은 일본지역과는 분리된 독자

인 계획으로 실시될 것인지가 매우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애매함이 만들어졌던 하나의 요인으로서, 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상설정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무성 안에서는 해방 이후

의 조선정책을 둘러싸고 격렬한 립이 개되고 있었다. 국제공동 리체제의 

틀을 시하여 카이로 선언에서 제창된 조선독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제

조주의자(Internationalist)와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소련과 치하

고자 하는 일국독 주의자(Nationalist) 사이의 격렬한 립이었다. 국무성 내

의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 )조선정책에 있어서 일 성의 결여를 가져왔

다.
17)17)조선에서의 민간통신 검열계획은, 쉽게 일치되지 않는 국무성의 조선

령정책의 향을 받아 애매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45년 5월, 독일이 패배함으로써 얄타회담에서 합의된 소련의 일( 日)

참 이 실 인 의미를 띄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소련이 일

참 하게 되면 조선에 공산주의 인 정권이 수립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소 

경계심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조선정책에도 큰 향을18)주었다.18) 

그때까지 미국은 한반도 남부를 령한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았

는데, 1945년 8월 10일~11일에 열린 국무․육군․해군의 삼성조정 원회

(SWNCC)에서 북  38도선 이남을 군사 령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19)19)한반

도 체를 둘러싸고 소‘ 조’보다는 소‘ 립’을 시하는 일국독 주의자들

의 승리가 결정 인 것이 되었다. 거기에서 결정된 ｢일반명령 제1호｣는 국과 

소련에 달되었고, 처칠(Winston Churchill) 국 수상과 스탈린(Josef Stalin) 

소련 원수는 8월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이 ｢일반명령 제1호｣를20)승인했다.
20)

남한에 한 군사 령이 정식으로 결정되어, 그때까지 애매했던 조선에서의 

미군의 민간검열계획은 일거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21일, 미태평

양육군은 조선에서의 민간검열의 구체 인 개요를 제시한 문서(｢8월 보완문

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같은 해 7월 27일부로 제출된 ｢일본에서의 민간검열

17) カミングス、前掲書、155-177

18) 李圭泰 米ソの朝鮮占領政策と南北分断体制の形成過程信山社、1997年、36  

19) カミングス、前掲書、179-181

20) 李圭泰、前掲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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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8월 보완문서｣에서는 미태평양육군이 조선에서의 검열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검열의 상으로는 우편, 보, 통화, 여행자휴 서류가 열거되어 있는 

한편, 화와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는 제외되어 있었다.  검열을 

실시하는 지역은 한반도 역으로 되어, 서울(제1지구), 부산(제2지구), 평양

(제3지구), 함흥(제4지구)에 검열거 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8월 보완문서｣가 작성되었던 8월 21일에는, SWNCC

에서 이미 한반도를 소련과 미국이 분단 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검열작 의 상지역을 남한만으로 할 것인가, 한반도 체로 할 것인가라는 

에 있어서, 작 수행자인 태평양육군 당국과 워싱턴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괴리는 SWNCC의 결정 3일 후에 해당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양자 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검열계획 입안자는 1945년 

8월 28일에 발표된 JCS1491에 의거하여 상지역이 북  38도선 이남의 남한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21)
21)

이 ｢8월 보완문서｣가 작성되었던 단계에서는, 조선에서의 검열임무로서 아

래의 세 가지 이 상정되어 있었다.22)
22)

○ 조선의 치안확립에 한 지원

○ 일본군의 항복조건 수에 한 지원

○ 경제 ․사회 ․정치 인 사항에 한 정보  조선이 법 ․경제  구조

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수집

여기에서 요한 것은 8월말 시 에서 조선에서의 검열작 의 목 이 조선

을 일본의 식민지지배 시스템으로부터 조기에 회복시키고, 조선의 법제도․경

제시스템을 확립시키기 한 지원을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었다는 이다. 검

열임무의 실시에 있어서 역 을 두었던 것은 조선인에 의한 통신이 아니라, 

21) “Proposed General Plan for Civil Censorship in Southern Korea", RG331, Box8523, 

NARA. 

22) “Proposed General Plan for Civil Censorship in Southern Korea", RG331, Box8523,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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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 의한 통신이었다. 즉, 일본인에 의한 조선으로부터의 자산유출을 

리하기 해 통신을 검열하고 정보수집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미군은 통신에 한 엄격한 통제가 조선의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3)23)

그리고 ｢8월 보완문서｣는 미태평양육군에 의한 일( 日) 민간검열계획을 

답습한 것이기는 했지만, 조선이 해방지역이라는 에서 수정을 가할 가능

성에 해서도 언 하고 있었다. 8월말 시 에서의 검열계획에서는 어도 조

선인을 해방국민으로 할 자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일본인에 한 자세와

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한반도에 해 일정한 역사 ․정치  배려

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에 한 반증이다. 

1945년 9월 1일, 남한 령을 앞에 둔 미육군 제24군단은 ｢군단야 명령 

제55호(Corps Field Order No.55)｣를 발령했다. 이 명령에는 “조선인과의 우호

계를 지 하는 선상에서, 군사 령의 목표는 일본군의 항복 수, 군국주의의 

폐지, 쟁범죄자의 즉시체포와 처벌, 차별의 철폐 등을 통해 자유와 국제선린

의 조선정부를 수립하는 것”24)이라고24)서술되어 있었다. 이 시 에서, 미군은 

조선인에 해 비록 우호 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어도 심과 경계

심이 팽배한 상태 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에 한 미군의 인식은 일변했다. 오키나와에 있었던 제24군

단은 조선에 한 정보를 입수하기 해 서울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과 

무선교신을 개시했다. 1945년 8월 31일부터 미군이 남한에 상륙한 9월 8일까

지, 무선교신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17방면군 사령  우에쓰키(上月良

夫)는 제24군단 사령  하지(John R. Hodge) 장에게 “조선은 공산주의자의 

선동장이 되어 있고, 그들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미군의 진주를 방해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군은 치안유지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미군을 한 것이

다”
25)

라고25) 했다. 그것은 상기의 명령 제55호에서 보이는 미군의 자세를 소

멸시켰고, 조선주둔을 앞에 둔 미군에게 조선인에 한 감을 만들어냈

다.26)26)커 스(Bruce Cumings)가 지 한 바와 같이, “1945년 8월부터 9월에 걸

23)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24) 李圭泰、前掲書、139  

25) 李圭泰、前掲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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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령군의 에 조선인은 (準) 국인으로, 일본인은 우호국의 국민으로 

변화해 갔”던 것이다.27)27)이러한 변화는 9월 7일에 발표된 미태평양육군최고사

령 포고 제1, 2, 3호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미군은 이들 포고 속에서 

조선인에게 미군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신(新)국가건설을 한 조선인의 

주체 인 활동 등에 해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28)28)이러한 

방침은 ｢8월 보완문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남한을 해방지역으로 우한다

는 제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10일, ｢남한에 한 민간검열 일반계획안｣이 기 되었다. 이 계

획안에서 남한을 검열작 의 상지역으로 삼는다는 것이 처음으로 명확해졌

다. 그것은 앞서 서술한 ｢8월 보완문서｣를 기본선으로 작성된 것으로, 검열임

무의 구체 인 내용으로 아래의 열세 가지 을 담고 있었다. 

(1) 미국  연합국에 해 여 히 항하고 있는 모든 세력의 타도

(2) 민간검열을 통해 군사  안 을 유지하려는 령군 계자에 한 지원

(3) 미국 령지역인 남한에서의 명령의 유지

(4) 일본군  국민의 무장해제

(5) 령군의 안

(6) 쟁범죄자의 체포와 유죄 결

(7) 일본인 혹은 그 력자들이 타국에서 훔친 재산의 회복

(8) 비 군사․정치조직이나 반항 인 분자의 발견

(9) 남한에서의 일본인에 의한 정치․경제정책의 종결

(10) 령군 당국의 성명을 반하고 있는 일본인, 일본군, 그 력자의 발견

(11) 남한이나 기타 장소에서의 일본인 재산에 한 통제와 소재확인

(12) 남한에서 생활의 통상 상태 회복

(13) 해방의 군사 ․정치  조건 집행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8)의 항목이다. 미국의 남한 령방침 변경과 함

께 삽입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인이라고 한정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 명 야”
29)

의29)상황이었던 남한에서 발흥하고 있었던 조선

26) 李圭泰、前掲書、111-118

27) カミングス、前掲書、189  

28) 李圭泰、前掲書、143

29) カミングス、前掲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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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좌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남한에서 미군

의 검열은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의 통신에까지 그 상을 넓  갔다. 

조선해방까지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었던 남한에 한 검열계획은 이 게 

하여 형성되었다. 미군의 남한 상륙과 동시에 개시된 검열임무는 1948년 8월, 

한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통신검열의 개시

1945년 7월말,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CCD는 일본상륙 이 에 부 의 

재편성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1945년 8월 1일, CCD 산하부 인 ( )필리핀

민간통신첩보 (Civil Communication Intelligence Group-Philippines: CCIG-P)가, 

그리고 7일에는 일민간통신첩보 (Civil Communication Intelligence Group- 

Japan: CCIG-J)가 차차 발족했다. 나아가 CCD는 일본 역에서 이루어질 검

열작 을 담당할 4개의 선견(先遣)부 를 조직했다.

1945년 8월 7일, 우선 제2검열 선견지 (The 2nd Censorship Advanced 

Detachment: 2nd CAD)가 활동을 개시하여, 9월 2일 요코하마(横浜)에 상륙

했다. 14일에는 제1검열 선견 (The 1st Censorship Advanced Detachment: 

1st CAD)가 활동을 개시하여, 9월 7일 오사카(大阪)에 상륙했다. 19일에는 제

4검열 선견지 (The 4th Censorship Advanced Detachment: 4th CAD)도 활

동을 개시, 9월 22일 규슈(九州)에 상륙했다. 이들 3개의 검열선견지 는 일본

을 세 부분으로 나  제1, 2, 3지구를 각각 담당했다. 나머지 부 인 제3검열

선견지 (The 3rd Censorship Advanced Detachment: 3rd CAD)는 조선상륙

을 목 으로 조직되어, 일본항복 직 인 8월 12일에 활동을 개시했다.30)30)선견

부 의 조직과 활동을 보면, CCD는 남한에서의 검열작 을 일작 의 일환

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rd CAD는 남한을 령․통치 하는 제24군단과 함께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1945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했다. 3rd CAD는 클라크 소령(Maj. James 

Clark)을 부 장으로 하고, 필리핀이나 오키나와 작 에서 검열에 종사했던 

30) “Unit History of the Civil Censorship Detachment", RG331, Box8524,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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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육군장교 18명, 해군장교 6명, 육군징집병 38명, 해군징집병 5명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31)31)남한에서 실시될 정인 검열작 은 필리핀이나 오

키나와에서의 검열작 과 인 인 연속성을 띄고 있었다. 

3rd CAD는 남한 상륙을 즈음하여, 검열작  개시를 한 3단계의 수속, 계

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1단계는 모든 민간통신을 차단하고, 검열거 이 설치된 

체지역에서 우편이나 기통신시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검열을 실

시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을 악하고, 지에서 고용할 조선인의 이용가능성

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고용한 조선인에 해 검열기술을 습득시키기 한 

훈련학교의 개설을 비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남한에서의 검열계획을 

확고히 하고, 미태평양육군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제2단계는 안정화단계로서, 3rd CAD는 보다 높은 수 에서의 결정에 근거

하여, 남한에서의 민간통신의 유통을 한정 으로 허가했다. 통신제한의 한정  

완화와 함께, 검열을 한 지구국(District Station)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이 단계에서 3rd CAD는 ( )조선 민간통신첩보 (Civil 

Communication Intelligence Group-Korea: CCIG-K)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

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조선 안 을 수발처(宛先)로 하는 모든 통신을 회

복시킨 최종 인 안정단계로 하여, 통신검열을 민정기 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했다. 

남한에서의 검열은 우편, 보, 화, 신 등 퍼스 한 미디어에 의해 이루

어지는 통신(communication)을 상으로 하 고,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원고, 

화 등 매스미디어는 그 상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매스미디어

를 검열 상에서 제외하고 퍼스 한 미디어만을 상으로 삼은 1945년 7월의 

｢일본에서의 민간검열계획｣을 기본선으로 하여 작성되었던 ｢8월 보완문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미국이 당  상했던 것보다 앞서 일

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령의 제가 바 어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다. 실제

로 이때 일본의 “검열 체를 규율해야 할 기본계획은 공 에 뜬32)상태"32) 다. 

남한에서의 검열계획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잠정성'이 늘 동반되어 있었다. 

31) “History of CCIG-K", RG331, Box8525, NARA. 

32) 有山、前掲書、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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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도 9월에 어들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1945년 9월 3일, CCD는 

일본에서 퍼스 한 미디어만이 아니라 매스미디어도 검열의 상으로 삼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33)33)정보수집이라는 목 만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군국주

의  사상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려는 령통치의 목 에 따른 

것이었다. 그 후, 정보수집  치안확보를 해 필요한 군사작 으로서의 통신

검열과 ’민주주의' 실 을 한 매스미디어 검열이라는, 2개의 목 을 지닌 검

열작 이 CCD에 의해 포 으로 개되어가게 되었다. CCD는 일본에서의 

언론정책 반에 여하게 되었다. CCD가 일본에서 실행한 검열은 군사작

에서 갑자기 고도의 령정책으로 재조직되었다.34)
34)

앞에서 말한 바 로, 3rd CAD는 남한에서 통신검열만을 수행했다. 3rd 

CAD는 조선이 해방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검열과 동일한 수단을 써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5)35)해방된 조선의 매스미디어가 군국주의  

사상 따 를 띄고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실 을 한 매스미디어 검열의 실시는 필요없다는 단이 내려졌

다. 3rd CAD는 남한에서의 검열을 정치 인 목 을 지닌 것이 아닌, 어디까

지나 군사작 의 일환으로 악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10일, 하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명을 냈다.  10월 9

일에는 군정법령 제11호가 공포되어, 일본식민지 시 의 치안유지법, 비검속

법, 출 법 등 치안 련 법률이 폐지되었다. 미군정은 조선인에 한 경계심을 

높이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존 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이 때, 남한

에서의 매스미디어 련정책은 미군정청 공보부36)에서36)담당하고 있었다.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19호의 포고에 의해,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출 을 한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그 지만 실제로는, 공보부는 거의 아무런 

33) 山本、前掲書、291-292  

34) 有山、前掲書、51  

35) “History of CCIG-K", RG331, Box8525, NARA

36) 미 제24군단 내에 설치된 조선인정보과(KRAI: Korean Relations and Information 

Section)는 1945년 9월 20일에 미군정청 정보공보과(IIS: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ection)로 개편되었다가 11월 29일에 공보과(Public Information Section), 1946

년 2월 13일에 공보국(Bureau of Public Information), 3월 29일에 공보부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로 명칭변경과 함께 조직을 확 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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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 부과하지 않은 채 출 등록을 인가하고 있었다.
37)37)

남한 령의 개시 당 , 공보부가 실시했던 매스미디어 정책은 매우 리버럴

한 것이었고,38)38)남한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39)39)나아가 

공보부는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자유롭고 지 인 것으로 체해 가려는 ‘교육’

 도 가지고 있었다.40)40)그것은 GHQ/SCAP의 한 기 이었던 민간정보교

육국(CIE: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후에서 공보부는 령통치 당 부터 남한에서의 

매스미디어 보도내용에 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 분석하고 계기 에 달

하고 있었다.41)41)

공보부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분석을 통해 남한의 매스미디어 상황이 차 

좌경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미군정은 매스미디어의 통제에 착수하

기 시작했다. 1946년 5월 29일, 군정법령 88호가 포고되어, 신문과 기타 정기

간행물의 발행을 등록제로부터 허가제로 변경했다. , 기자회견이나 편집자와

의 간담회를 개최, 스릴리즈(press-release, 사 보도자료)의 발행을 통해 

공보부는 정보의 흐름을 리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매스미디어의 논조에 

해 면 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단된 매스미디어에 해서는 압

력을 높여갔다. 매스미디어가 공보부의 의향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발행허가의 

취소라는 강경한 수단이 취해지는 등 사실상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

론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던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해방 이후 10개월이 채 지

나지 않아 다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42)
42)

남한에서의 검열은 그 상이 퍼스 미디어와 매스미디어로 나뉘어, 그 각

37) Meade, E. Grant,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ersity, 1952, 106 pp.

38) Meade, ibid. 106 pp.

39) 김 상, ｢일본패 이후 미국 령군의 일언론정책과 한언론정책｣, 한일연구, 
한국일본문제연구학회, 2002년 11월

40) “History of Public Information",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G554, Box41, NARA.

41) “History of Public Information",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G554, Box41, NARA. 

42) 공보부에 의한 매스미디어 정책내용 등에 해서는 김민환,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나남출 , 2001년  한국언론사(증보 ), 나남출 , 2002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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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3rd CAD(CCIG-K)와 공보부에 할당되었다. CCD에 의한 일본  남한 

지역에서의 검열작 은 그 범 와 작 상의 의도를 크게 달리하고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검열의 틀을 기본으로 삼아, 3rd CAD는 상륙 이후 곧바로 서울

앙우편국에 부 본부를 개설하고, 장교는 반도호텔에, 다른 요원은 서울 앙

우편국 2층의 우편  리과, 앙 보국, 앙 화국 등 3개소에 투숙시켰

다. 남한 상륙 다음날인 9일, 3rd CAD는 CCIG-K로 부 명을 변경했다.43)43)9

월 10일, 서울에서 화검열이 실시되어, 남한에서의 검열은 본격 으로 개시

되었다. 그러나 화검열을 한 기자재가 미국으로부터 도착하지 않았기 때

문에, 식민지시 에 일본이 사용하고 있었던 화방수장치가 활용되었다. 그것

은 장거리 화만 방수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열은 북조선이나 일본을 수

신처로 하는 통화에 해 집 으로 이루어졌다.44)44) , 화검열과 함께 

CCIG-K는 해방 의 문서․서류에 한 수색도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하여 실

행하 다.
45)45)그러나 검열에 한 문서는 얻지 못하 다.

46)46)

1945년 9월 12일, CCIG-K는 화검열의 실시에 이어, 남한 역외를 그 수발

처로 하는, 해 이블과 무선을 통한 보에 한 검열을 개시했다. 남한 외

부로의 보는 거의 일본을 향한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국 쪽을 향하는 

것이 하루에 한 통 정도 있는 것에 불과했다. 이들 보는 완 히 검열 하에 

자리하고 있었다. 남한 역내에서 유통되는 보는 평이한 일본어로 어진 것 

이외에는 보국에서 수되지 않았다. , 오후 10시 이후로 수리된 것도 다

음날 아침까지 남겨져 있었다. 검열요원의 부족으로 인해, 남한 역내에서 유통

되는 보에 한 검열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16일, CCIG-K 선견 가 서울로부터 부산으로 옮겨졌고 지구국

이 개설되었다. 검열작 을 개하는 지역은 서울 부 본부의 할 하에 경기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도, 강원도를 둔 제1지구와, 본부를 부산에 두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라남도를 할한 제2지구의 두 개로 분할되었다. 제2지

43)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44)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45)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46) “Monthly Operational Report for Period 20 August to 20 September 1945", 

MOR KOREA, 1945-1947, Box8536,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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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부는 CCIG-K의 부 본부 기 때문에 제2지구본부와의 명령계통은 종속

인 계로 되어 있었다. 나아가 각각의 지구 하에 리과, 우편과, 기통신

과, 정보기록과가 설치되었다. 리과는 CCIG-K 내의 과 체를 통제하는 역

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우편과에서는 남한 내부  외부 우편에 한 검열을, 

기통신과에서는 화  보에 한 검열업무를 담당했다. 정보기록과에서

는 검열로 입수된 정보를 계기 에 배포하고 검열 시 ‘감시 상자 리스트'로

서 참고가 되는 ｢Master Watch List｣나 ｢Local Watch List｣
47)

의47)작성도 수

행하고 있었다.48)48)검열이 개시된 시 에서는 117인의 이름이 기재된 ｢Flash 

List Ko｣만을 확보하고 있었다.49)
49)

1945년 9월 13일, CCIG-K는 서울에서의 우편검열을 개시했다. 새롭게 지

에서 고용된 조선인 검열요원 한 명을 포함한 CCIG-K 요원 52명이 주로 남

한 역외로 나가는 소량의 우편물을 상으로 한 검열에 착수했다.50)50)우편검열 

개시로부터 약 1주일간은 검열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체 우편물에서 유

하는 검열의 비율은 여 히 낮은 수  그 로 다.51)
51)

10월 6일에는 부산에서도 우편검열이 시작되었다. 우편검열은 남한을 송․

수신처로 하는 모든 우편물을 상으로 하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하루에 6천 

통의 우편물을 취 하는, 지에서 채용한 조선인 검열요원을 장교 1인, 징모

병 1인으로 감독하는 등, 요원의 부족이 명약 화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반 하여, 개시 직후 남한 외부로의 우편물에 한 검열율은 22%, 남한 내부

의 우편에 한 것은 6%라는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CCIG-K의 책임자인 민간검열 (Civil Censorship Officer)은 검열의 실시율을 

높이기 해 남한 내외를 수발처로 하는 모든 우편물은 부산 혹은 서울의 우

47) Master Watch List에는 CCD、지국국、 첩보부 (Counter Intelligence Corps: 

CIC), 육군과 연합국 계자 등으로부터 얻은 감시 상 인물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었다. 

48)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49) “Monthly Operational Report for Period 20 September to 20 October 1945", 

MOR KOREA, 1945-1947, Box8536, RG331, NARA.

50) “Periodic Report, September 13, 1945", and “Incl #2#", MOR KOREA, 

1945-1947, Box8536, RG331, NARA. 

51) “Monthly Operational Report for Period 20 August to 20 September 1945", 

MOR KOREA, 1945-1947, Box8536,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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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국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52)52)나아가 1945년 11월에는 서울이

나 부산의 우편국을 경유하지 않은 우편물을 불시에 검열하기 한 이동검열

(Mobile Censorship Unit)가 조직되어, 철 한 검열이 실시되었다. 

1945년 10월 8일, 부산에 기통신과가 발족했다. 여기에서도 일본이 남기

고 간 문서나 기록에 한 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보와 화에 한 검열이 

개시되었다. 

남한에 상륙한 CCIG-K는 검열요원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도, 검열을 한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화와 우편, 보에 한 검열을 

차차 실행에 옮겨갔다. 앞서 말한 체 3단계의 ‘수속계획'에 있어서, 제1단계

가 9월 8일 하루만으로 종결되고 9월 9일부터는 제2단계로 이행되었다는 으

로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실제의 검열작 은 계획입안시의 상보다 훨씬 빠

르게 개되어 간 것으로 짐작된다. 

3) 통신검열의 실시와 조선인 검열요원

해방 직후의 서울에는, 이미 여운형(呂運亨)을 심으로 한 건국 비 원회

(건 )가 발족해 있었다. 좌우를 불문하고 폭넓은 층의 조선인들로부터 지지

를 받고 있었던 건 은 미군의 남한 상륙 직 인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의 수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10월 10일, 좌우합작으로 탄생한 

인공을 ‘공산주의' 인 조직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부인했다. “소련의 향을 

받고 있는 명의 조류와, 국내의 자주  명의 조류를 막을 방 제를 구축

할 것"53)을53) 령목표로 하고 있었던 미군에 의해, 조선인의 자주 인 힘을 통

해 조선독립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은 쇄되고 말았다.  

1945년 11월 20일, CCIG-K는 통신검열에 해 새롭게 ｢조선에서의 민간검

열기본계획 수정 ｣을 작성했다. 그것은 JCS853/3을 기본으로 한 이제까지의 

방침의 연장선 상에 치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검열의 역할로서, 령

군에 한 부당한 비 을 포함한 일체 정보의 차단이 추가되어 있었다.  

52)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53) カミングス、前掲書、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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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계획은 검열의 수순을 체계 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우편과와 

기통신과에서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아닌가를 단하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단된 통신이 발견되

면, 검열 은 문제의 내용을 검열요항(Subject Matter Guide)에 따라 분류하

고, 그것을 설명한 평가서(comment sheet)를 작성했다. 그 후, 이 평가서는 

첩보부 (Counter Intelligence Corps: CIC)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계기 에 송되었다. 그 에서 특별히 분석이 필요한 것에 해서는, 제24

군단참모 2부(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USAFIK, G-2)에도 보

내져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CCIG-K

의 상부기 인 동경의 CCD 본부까지 송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암 모색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남한에서의 민간검열은 이 ｢11월 계획｣에 

의해 검열에서의 작업내용이 '규격화'되었다. 이러한 실제의 검열작업은 거의 

부 지에서 채용된 조선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54)54)3rd CAD로서 남

한에 상륙한 미국인 에서 일본어 훈련을 받은 자는 있었지만 조선어가 가

능한 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 우편과 보, 신이용자의 부분은 일본인이었다. 조

선에서 일본인이 경 하고 있었던 기업은 1945년 12월말까지 운 을 정지했

다. 이즈음에는 일본인의 일본으로의 인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일본어 통신은 감소했다. 일본인에 의한 통신의 감소에 반비례하여 조선인에 

의한 통신이 증가했다. 1946년 1월에는 화에서의 회화  95% 이상이 조선

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55)55)  1946년 2월부터 그때까지 제한되어 있었던 조

선어 보 서비스가 개시되어,
56)56) 보와 우편의 85%에 조선어가 사용되기에 

이르 다. 그런데 이것은 검열의 실시과정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조선어

로 된 통신의 증가에 해 CCIG-K는 크게 고심하게 되었다.57)57)이러한 상황은 

CCIG-K로 하여  남한에서의 검열실시에는 조선인의 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종용하 다. CCIG-K 안에서는 1945년 11월 말에 286명이었던 

54)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55) “Censorship Operation, CCIG-K", RG331 Box8517, NARA

56) 한국 기통신 100년사(상), 체신부, 1985년

57)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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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채용 조선인 검열요원을 390명까지 증원시키는 계획이 세워졌다.
58)58)

CCIG-K는 조선인 검열요원으로서 조선어와 일본어 그리고 어에 해 충

분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고용하려 했다. 그러나 차 CCIG-K는 기 한 바의 

인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검열임무를 능숙히 처리하기에 충분한 교

육을 받은 사람이 남한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CIG-K는 그 이

유로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인을 책임 있는 지 로부터 배제시켰고, 교

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해 왔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
59)59)CCIG-K는 검열요원

으로 조선어와 일본어 능력을 지닌 인재를 고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환했다. 

CCIG-K는 조선어로 이루어지는 통신을 검열하기 해, 우선 조선인 검열요원

으로 하여  조선어 통신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CCIG-K 

소속의 일본계 2세 검열요원들에게 역(英譯)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60)60)그

러나 그래도 조선인 검열요원의 인재확보는 어려웠다. 

교육을 받은 조선인은 높은 여를 지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갔

다.  고용된 조선인 검열요원  다수는 어를 배울 목 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면 고용주인 CCIG-K에 이유도 보고하지

도 않은 채 그 로 사직하는 가 빈번했다.
61)61)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곳

에서는 조선의 독립에 한 논의가 거듭되었고, 미소공동 원회를 통해 5년 

간 조선을 신탁통치한다는 ｢모스크바 정｣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조선인들에게, 카이로 선언에서 제창된 조선의 독립이 늦어지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조선인들 가운데 다수는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정｣에 실

망하여 반 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1945년 12월 29일 오  11시, 미군정청 조선인 직원 가운데 일부가 서울의 

구( )신바시마 (新橋町)에 있는 양호학교에서 신탁통치 반 와 미군정청에

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반에는, 미군정청 

조선인 간부직원 이외의 모든 조선인 직원  일부가 애국가를 크게 부르면서 

58) “Revise Basic Plan for Civil Censorship in Korea", RG331, Box8523, NARA.

59)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60) “Censorship Operation, CCIG-K", RG331, Box8517, NARA.

61) “Censorship Operation, CCIG-K", RG331, Box8517,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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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사를 떠났다. 만일의 사태에 비하여 군정청사 정문에는 미군 차가 

배치되었고, 미군과 조선인 직원 간의 계는 극도의 긴장상태에62)빠져들었다.62)

CCIG-K에 고용되어 있었던 조선인 검열요원도 한 외가 아니어서, 항

의의 의미로 직무로부터 이탈했다. 이 때문에 검열은 일시 단상태로 빠져들

었는데, 1946년 1월 7일까지 조선인 검열요원의 95%가 복직하게 되어 검열업

무는 통상상태로 회복되었다.63)63)이것은 남한에서의 민간검열이 조선인 검열요

원을 배제하고는 결코 성립할 수 없었다는 을 보여 다.
64)64)나아가 그것은 

검열작 에서 조선인과 미국인 간의 얄궂은 ‘역 계’를 노정시키고 있었다. 

1946년 부터 여름에 걸쳐, 조선인 검열요원로 인해 검열작 은 다시 곤란

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식료사정이 악화되는 속에서, 많은 조선인 검열요

원은 식료를 구매하기 해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검열업무를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검열의 효율을 크게 하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고 검열의 효율을 회복시키기 해, CCIG-K는 조선인 검열요원의 처우개선

에 심 을 기울 다. 우선 식료에 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해 CCIG-K 안에 

주방을 설치하여 하루에 1회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한 달에 한번 

유 휴가를 주고, 노동시간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다. 일련의 

우개선은 물질 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CCIG-K는 조선인 검열요원에 해 

하루 한 시간의 어수업을 개강하여 그들이 검열요원이 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등, 우개선은 여러 측면에 걸쳐 있었고, 이로써 그들의 불만은 

크게 하했다.65)65)실제로 CCIG-K에서 검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박석

은 조선인 검열요원에 한 처우는 매우 좋았다고 회고하고 있다.66)66)CCIG-K

는 조선인 검열요원에 해 어떻게든 검열임무에 한 동기부여를 자극하기 

해 고심하고 있었다. 

CCIG-K 검열의 부분의 업무는 조선인 검열요원에게 임되어 있었다. 

62) 자유신문(1945년 12월 31일); 조선일보(1945년 12월 30일)

63)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64) 검열요원의 모집은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되었다.  앙신문(1946년 1

월 14일)

65) “History of CCIG-K", RG331, Box 8525, NARA.

66) 김동권, “ 령군 민간우편검열(III)” 우표, 한국우취회, 199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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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G-K는 조선인 검열요원의 ‘심기'를 건드리면 검열의 실시가 제 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IG-K는 당연히 

패  후에도 남한에 남아 있던 일본인을 검열요원으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하

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남한에서 패 국의 일본인에 의해 검열이 수행되었

을 가능성도 지 되고 있다.67)67)한편, CCIG-K에서 조선인 검열요원으로서 우

편검열을 수행하고 있었던 박석 은 일본인 검열요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

다.
68)68) 한 CCD 자료에는 1946년 6월 말 시 에서 CCIG-K 요원으로서 장교 

10명, 징모병 15명, 육군성 문민(文民) 44명의 존재와 함께, 외국인  조선인 

요원 384명이 임무에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69)69)이 ’외국인' 요원

은 미국인이나 조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 에서는 남한에서의 검열에 있어서 일본인의 존재를 부정 는 

정할 확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어 든 CCIG-K에 의한 검열에 있어서 조

선인 검열요원의 '공헌'이 없었다면 검열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은 지 할 

수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 새로운 지배자가 피지배 인 입장에 선 사람들을 

검열하기 해 피지배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묘한 구도가 펼쳐져 

있었다는 을 확인시켜 다. 나아가 이 구도로부터 조선인 검열요원의 갈등

을 읽어낼 수 있다. 

“장차 독립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향을 일일이 미군에게 보고하는 것은 조국

에 한 배신행 가 아니냐는 생각과, 남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과연 인도 으

로 옳은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검열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지70)않았다.”
70)

거기에는 검열하는 측과 검열받는 측 사이에서 딜 마에 처한 존재로서만

이 아니라, 해방민족으로서의 고뇌도 묻어있다. 하지만 미군이 조선인 검열요

원이 품고 있는 이러한 이 의 고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

다. 그 기 때문에, 조선인 검열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만 하면 그들의 ‘공헌’

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67) 裏田稔 占領軍の郵便検閲と郵趣　1945-49日本郵趣出版、1982年、99

68) 미군정 시기의 민간우편검열　2, 우표문화제109호, 부산우취회, 2004년 6월

69) “PPB Daily Activity", 1946.6.30, RG331, Box8532②, NARA.

70) 김동권, ｢ 령군 민간우편검열(III), 우표, 한국우취회, 199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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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검열체제의 개

1) 흔들리는 검열작 의 의의

남한에서 통신검열이 개시되기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난 1945년 12월 4일, 

GHQ/SCAP의 톨버트 소령(Maj. Raymond F. Tolbert)을 단장으로 한 일행이 

남한을 방문했다. 톨버트와 함께 방한한 CCD 문민인사부장(Civilian Personnel 

Officer) 비 (Lt. Emil Bie Jr.)는 검열작 에서의 민간인 고용과 여의 문

제에 해 의견을 나 기 해, CCIG-K 문민인사부장인 로라인(Lt. Francis 

J. C. Lorine)을 비롯한 CCIG-K 계자와 차례로 회담을 가졌다. 비는 회담 

석상에서 재 남한에서의 검열작 에 필요한 요원의 확보가 곤란에 처해 있

는 것은 조선인 검열요원에 한 낮은 여규정과 조선어, 일본어, 그리고 

어 모두에 정통한 자를 구하려 하는 채용기 의 까다로움에서 기인하고 있다

고 지 했다. 비는 인재확보를 권장하기 해 CCIG-K에 해 남한과 일본의 

검열요원 간의 여격차 시정 등, 인사정책의 통일을 권고했다.
71)71)

1945년 12월 13일, CCIG-K는 남한에서 개인 인 통신이나 인쇄물에는 일

본어에 비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응하여 조선어

를 이해하는 검열요원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서간을 CCD 본부에72)보냈다.
72)
 다

다음날인 12월 15일, CCIG-K의 최고책임자인 조선민간검열 (Civil Censorship 

Officer-Korea)인 베어 소령(Maj. Charles Bear)은 조선어 검열요원의 필요성

에서 좀 더 나아가 조선어 검열요원의 증원을 육군성에 요청했다. 그러나 조

선어 검열요원 이외에는 그 이상 증원의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울러 육군성

에 달했다. CCIG-K에서 검열요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

원의 최 한도 내에서 증원요청을 한 것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남한에서의 병사 숙소의 부족이었다.73)73)그런데 미군은 남한에서의 숙

71) “Check Sheet: Report on Visit to CCIG-K, 15 Dec. 45",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72) “Monthly Operational Report, November 15, 1945 - December 20, 1945", Korea 

OCT45 - MAY 46 Statistical Report, Box8536,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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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족은 해결했다는 보고를 작성해 두고 있어서, 베어가 들고 있는 이유와 

모순된다.74)74)둘째, CCIG-K의 임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한 우려 다. 베어

는 육군성 등 타 기 으로부터 CCIG-K에 요원이 견되면 부 의 주도권이 

CCIG-K로부터 이탈되어 검열 이외의 업무를 떠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75)75)베어는 타 기 에 의한 CCIG-K에 한 개입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모순된 이유를 들면서 CCIG-K에 의해 이루어진, 자신의 지휘권

을 남한 역외에 주둔하고 있는 부 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항이었다. 

당연히 CCD 산하의 부 인 CCIG-K는 CCD의 지휘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톨버트 일행과 베어는 서로 CCIG-K가 부 리나 식사, 주거에 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을 확인했다. 나아가 통신검열의 지휘권을 CCD로 귀착시키

는 것도 결정되는 등, CCIG-K와 CCD 사이에서 일정한 타 이 이루어졌다. 

베어는 CCIG-K에 한 CCD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이 타 안을 

평가했다.
76)76)

베어의 항은 CCIG-K의 지부 로서의 주체  활동 역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에서 일단은 성공이었다. 검열작 의 실행에서 이러한 CCIG-K의 주체

 움직임은 부산에 있던 제2지구 기통신과의 폐지과정에서도 확인된다.
77)77)

1945년 12월 26일, CCIG-K 기통신과장 존스 소령(Lt. Comdr. Whitney 

Jones)은 제2지구 기통신과장 싱크 소령(Lt. Comdr. Frederick D. Sink)에

게 제2지구 검열 (District Controller) 존슨 (Cap. Charles W. Johnson)

가 작성한 ｢제2지구에서의 기통신검열 폐지안｣에 한 의견을 구했다. 존슨

의 ｢폐지안｣은 남한과 일본 간에 유통되는 기통신에 한 검열이 남한과 일

본에서 각각 별도로 수행되고 있다는 ‘이 검열’ 체제의 비효율성이 검열작

73) “Check Sheet: Report on Visit to CCIG-K, 15 Dec. 45",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74) “20 Dec 1945", Assignment to HQ XXIV Corps from CCD - Japan, Box8525, 

RG331, NARA.

75) “Check Sheet: Report on Visit to CCIG-K, 15 Dec. 45",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76) “Check Sheet: Report on Visit to CCIG-K, 15 Dec. 45",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77) 제2지구 검열거 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라남도를 할범 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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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을 하시키고 있다고 지 하고 있었다.
78)78)싱크는 이 지 을 수용하여, 

1946년 1월 8일에 제2지구의 기통신상황을 분석한 각서를 작성했다. 제2지

구의 기통신상황에 해 이 각서를 기 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말까지 제2지구 내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보는, 남한의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조선어로 된 발․수신이 미군정에 의해 지되어 있었기 때문

에, 부분 일본어로 쓰여져 있었다. 남한에서 가장 큰 보유통 구간은 서울-

부산 간이었다. 이 구간에는 1945년 12월 한 달 간 8073통의 보가 유통되고 

있었고, 이는 제2지구 총 보량의 25%를 뛰어넘는 수치 다.  남한 내외를 

잇는 보는 같은 해 12월에는 역외 쪽이 1643통, 역내 쪽이 954통에 이르고 

있었다. 남한 내외를 잇는 보용 기통신회선은 후쿠오카(福岡)에만 속되

어 있었다. 이때, 남한에 도착한 보는 후쿠오카와 부산, 두 지 에서 검열되

고 있었다. 싱크는 존슨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 검열’에 의한 비효율 인 검

열체제라고 비 했다.

, 12월에 어들어 재조일본인의 인양수속이 이루어졌고, CCIG-K가 심

을 가지고 있었던 재조일본인의 자산반출행  등 경제나 융동향에 한 통

신의 유통량은 감소했다. 보내용  부분은 병이나 사망 등 개인 인 일

에 한 것으로 바 었다. 싱크는 검열에 의한 정보수집의 의미가 앞으로 

하되어 갈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79)
79)

다음으로 화에 해 살펴보자. 1946년 1월 7일 재, 일반용 화회선은 

27회선이고 미군정 용회선은 9회선이었다. CCIG-K는 미군정 용회선을 검

열 상에서 제외하고, 부산과 남한의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10회선만을 검열

의 상으로 삼았다. 이 때, 화의 95% 이상은 조선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어를 이해하는 검열요원이 만성 으로 부족한 상태 던 

CCIG-K로서는 조선어 통신의 증가는 검열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

이 되었다. , 일단 말해진 내용을 취체(取締)하는 것도 어려워서, 화검열

은 한정 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78) “Memorandum, 7 Jan.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79) “Memorandum, 8 Jan.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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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신량은 재조일본인의 인양과 함께 감해서, 1945년 6월에는 하루 

2,000통화 던 것이 12월에는 하루 36통으로 감했다. 그리고 그  첩보가치

가 있는 통화는 그 반 정도 다. , 평가서(comment sheet)는 1개월 당 1통, 

혹은 1,000통화 당 1통 작성되는 정도가 되어 화검열은 질 으로나 양 으

로 모두 하했다. 싱크는 보검열과 화검열 양쪽에서 첩보 인 의의가 희

박해져 가고 있다고 간주했다. 그는 제2지구의 기통신검열에 해 인  자

원, 시간, 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단했다. 

1946년 1월 14일, 존슨과 싱크에 의한 제2지구 기통신과 폐지의 제언은 

존스를 경유하여 베어에게 달되었다. 다음날인 15일, 베어는 제2지구 기통

신과 폐지의 명령을 하달했다.
80)80)이것에 의해 남한 내외를 잇고 있던 유일한 

기통신회선인 부산-후쿠오카 루트의 검열은 후쿠오카의 CCD 제3지구 할

이 되었다.81)81)이 폐지의 결정에 동경의 CCD 본부가 개입한 것은 없었다. 남

한에서의 검열작  개시 이후 최 의 조직개편은 CCIG-K 자신의 주체 인 

분석과 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CCIG-K 우편과에서 CCD 장(Civil Censorship Officer)인 워즈

워스 령(Col. Wardsworth)에게 보낸 보고에 기 하여 당시의 남한에서의 

우편검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해방 직후, 한반도 내에서 유통된 우편량은 

해방 에 비해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① 재조일본기업의 폐쇄 ② 조선

인의 근  통신시설 미(未)사용 ③ 조선인의 검열에 한 의식 때문에, 한

반도 안 에 유통되는 우편은 감소했다.82)82) , 1946년 1월에 어들어, 남한에

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외부 우편량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했다.83)
83)

우편의 유통량이 체 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945년 가을부터 연말에 걸

쳐 남한 역내를 유통하는 우편물에 한 검열율은 상승하는 한편, 그 안 을 

잇는 우편물에 한 검열율은 하되었다. 역내우편(internal mail)과 역외우

80) “Cessation of Telecommunications Censorship at District Station II, 14 Jan.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81) “History of CCIG-K", Box8525, RG331, NARA.

82) “Check Sheet: Statistics on Korean Censorship, 18 Ma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27, RG331, NARA.

83) “Monthly Operational Report, December 21, 1945 - January 20, 1946", Korea 

OCT45 - MAY 46 Statistical Report, Box 8536,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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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external mail) 각각에 한 검열율은 역 되었다. 1945년 12월 말의 모스

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남한에서는 찬성․반  양

 간의 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검열율의 역 은 주된 검열 상인 일본인의 

우편량의 감소와 신탁통치운동을 둘러싼 정치  혼란에 의해 남한 내의 동향

에 한 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결과 다.84)84)평가서(comment sheet)의 작

성율은 낮은 수 에 머물 고, CCIG-K는 별달리 첩보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

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1946년 3월 20일, 정보부장(Chief of Counter-Intelligence, GHQ/SCAP, 

AFPAC)인 크 스웰 령(Col, Inf., Harry I. T. Cresswell)은 제24군단참모장

에 해 그간 수개월 동안 남한에서의 통신검열에 의해 얻어진 정보 가운데 

GHQ/SCAP에 유익한 정보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 했다. 이어서 그는, 

CCIG-K에 의한 통신검열에 해 앞으로의 유효성(usefulness)를 재검토하라

는 명령을 내렸다.
85)85)남한에서 통신검열은 령개시로부터 반년 만에 벌써 그 

유효성에 한 의문이 생겨났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조선 체 혹은 그 일부

분에 해 ‘효율  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우세해졌다.86)86)그것은 령작 에 

비용 비효과(cost performance)라는 발상이 반 되었기 때문인데, 검열작

도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비용 간의 계성, 즉 높은 생산효율을 추구하게 되

었다.

CCIG-K는 곧바로 개선책의 입안에 착수했다. 1946년 4월 1일, 베어는 ｢조

선에서의 민간검열을 한 조직에 한 수정계획안｣을 기 하여, 이를 제24군

단 참모2부장 니스트 령(Col. Cecil W. Nist)에게 제출했다.87)87)｢수정계획안｣

에서는 ‘이 검열’체제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제2지구 검열거  체를 폐지해

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월 15일에 제2지구 기통신과가 폐지된 것에 이

어, 그것을 감독하는 제2지구 검열거  체가 폐지될 상황이었다. 

84) “Monthly Operational Report, December 21, 1945 - January 20, 1946", Korea 

OCT45 - MAY 46 Statistical Report, Box 8536, RG331, NARA.

85) “Civil Censorship in Korea, 20 Ma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86) カミングス、前掲書、315

87) “Revised Plan of Organization for Civil Censorship in Korea, 1 Ap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27,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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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획안｣ 제출로부터 이틀 후인 4월 3일, 니스트는 첩보부 (CIC)

에 해 북조선 쪽을 포함, 남한 역외로 나가는 통신에 한 량검열과, 역내

에서 유통되는 통신에 한 불시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 다. 나아가 니스트는 제2지구 검열거 을 폐지하고, 재의 검열요원

을 2/3 수 까지 삭감하는 검열체제의 축소방침도 제출했다. 이것은 비용 비

효과의 이유만은 아니었다. 니스트는 CCIG-K 검열보다는 다른 채 을 통한 

정보수집을 기 하고 있었던 것이다.
88)88)검열체제의 축소방침의 배후에는 제2

군단 내에서의 CCIG-K 검열의 유효성에 한 회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2) CCIG-K의 이

1946년 , 제24군단 내에서는 제2지구 검열거 의 폐지와 역외통신(external 

communication)의 량검열 실시에 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1946년 

4월 4일, 정보부사령 (Executive Officer, Counter Intelligence Section, 

GHQ/SCAP-AFPAC) 후버 령(Col. Warren Hoover)과 아더 소령(Maj. 

Arthur) 간의 회담에서 남한 지시찰의 실시가 결정되어, 제24군단사령  하

지 장(Gen. John R. Hodge)과 베어와의 회담이 계획되었다.89)
89)

지시찰의 목 은 남한에서의 검열작 의 효율성 하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시찰에는 CCD 장인 푸트남 령(Col. W. B. Putnam)이 동

경에서 견되었다.90)90)푸트남은 남한에 도착한 후 곧바로 조사를 개시하여, 

CCIG-K 검열의 문제 을 조기에 지 해냈다. 

푸트남은 네 가지를 지 했다. 첫째, CCIG-K 요원에 한 동기부여가 낮다

는 . CCD 본부는 사기가 하된 CCIG-K 요원을 교 시키지 않고 그 로 

계속 채용하 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부여는 모두 한결같이 낮은 상태 다. 둘

88) “GHQ/SCAP, AFPAC, Office of the Chief of Counter Intelligence, 3 Ap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89) “Memorandum for Record: Korean Filed Trip, 4 Ap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90) “Korean Censorship Operations, 4 Ap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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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조선인 검열요원의 여가 낮다는 . 이것은 검열요원의 동기부여와 직결

되어 있었다. 셋째, 남한 지기 의 요망이 정보수집을 한 검열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 정보의 생산효율을 생각하면, 상거래 등 상행 에 언 된 

우편보다는 개인 간의 여러 구상이 철되어 있는 개인  서신(私信)을 검열

하는 편이 령지 통제에 유익한 정보를 얻는 데에 합했다. 

그러나 CCIG-K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남한의 지 군정기 은 경제

동향에 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CCIG-K는 다른 기 의 요망에 부응

하기 해 상거래 등에 언 된 통신에 한 검열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생

산효율이 하되는 하나의 요인은 검열작 이 지 군정기 의 요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었다. 넷째, CCIG-K 내의 공산주의자로 간주된 일본계 

2세 요원들의 존재. 푸트남은 일본계 2세 ‘공산주의자’ 요원이 기 도가 높은 

정보의 입수방법을 검열작 을 통해 조선인 검열요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고 단정했다. 그것은 CCIG-K 검열에 큰 타격을 주었고, 생산성에 한 뿌리 

깊은 경계심과 남한의 정치  혼란에 한 기감을 부상시키고 있었다. 실제

로 CCD가 남한을 ‘정치  악의 온상(political hotbed)’91)으로91)간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1946년  남한은 좌우의 정치  립이 격증하여 쟁발발의 감조

차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워싱

턴에서도 리 퍼져 있었다. “하지는 38도선 인근의 군사  충돌에 한 방어

선을 강화했고, 만일의 경우에 비하여 폭 비를 명령했다. 군정청의 정보

기 도 부내(部內)의 미국인 가운데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기 해 필사 이었

다.”92)
92)

이러한 상황 하에서 푸트남이 공산주의에 한 경계심을 CCIG-K 내부를 

향해서도 던졌던 것은 조 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에 한 경계심

으로 인해 푸크남은 검열작 에 의한 정보수집이 남한에서는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푸트남이 작성한 지 시찰보고서에는 남한에

서의 검열작 의 의의가 강조되어 있었고,  CCIG-K 검열에 한 기 가 배

91) “Korean Censorship Operations, 4 Apr. 1946",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92) カミングス、前掲書、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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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93)93)남한에서의 검열작 의 의의를 재확인한 푸트남은 니스트가 

1946년 4월 3일에 제출한 바 있는, 제2지구 검열거 의 폐지를 포함하는 

CCIG-K 검열의 축소방침에 해 반 의사를 표명했다. 푸트남의 반 는 제2

지구 검열거 의 폐지계획을 지시켰다. 지시찰을 통해 푸트남이 품게 된 

CCIG-K에 한 기 로 인해, 제2지구 검열거 은 폐지에서 존속으로 방침이 

환되었다. 푸트남의 지시찰을 통해 발견된 공산주의에 한 경계심과, 그

것으로 인해 생겨난 검열작 에의 기 가, 조직으로서 존재의식이 의문시되어 

궁지에 몰려 있었던 CCIG-K를 구제했던 것이다. 그것은 푸트남이 남한을 직  

방문한 행동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시에 남한에서의 

검열작 의 실태를 동경에서 악하는 것이 지니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었다. 

1946년 10월 4일, 새롭게 조선민간검열 이 된 운드 소령(Major Linton 

W. Pound)은 동경의 CCD 본부를 방문했다. 운드가 동경을 방문한 목 은 

남한에서 검열작 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의 소속을 CCD에서 제24군단으로 

이 시키는 건에 해 회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

고, 운드는 이 안을 제24군단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운드의 귀국 이후, 

이 안은 곧바로 제24군단 참모 1, 2, 3부에서 검토되었다. 요원의 이 에 

해 각 참모부는 작   부 리의 에서 평가했다. 참모 1, 3부에서는 요

원보충을 제로 하여 요원의 이 에 찬성했고, 참모 2부는 무조건 으로 찬

성했다. 1946년 10월 23일, 각 참모부에서 찬성을 얻어낸 운드는 푸트남에게 

이 의 실시를 진언했다.94)
94)

1947년 1월 14일, 푸트남은 자신이 작성한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제24군단에 

한 이 을 정식으로 권고했다. CCIG-K를 CCD로부터 제24군단으로 이 하

려는 권고안은 CCD가 제출한 다음의 15개 항목의 이유에 근거하고95)있었다.95)

(1) 조선은 해방지역이지만 일본은 패배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과 일본에

93) “Memorandum for Record: Korean Operation", Censorship Operation, CCIG-K, 

Box8517, RG331, NARA.

94) “Assignment of CCIG-K to HQ, XXIV Corps, 26 Oct. 1946", Assignment to 

HQ XXIV Corps from CCD - Japan, Box8525, RG331, NARA.

95) “Draft: Recommendation for Assignment of Civil Censorship Stations in Korea 

to HQ, XXIV Corps", Assignment to HQ XXIV Corps from CCD - Japan, 

Box8525,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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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시되는 검열의 근본 인 의미가 다르다.

(2) 조선에서 검열은 기본 으로 제24군단의 필요성에 응하여 작 개하

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의 검열은 CCD의 일( 日)검열작  정책이나 

방침과 어 나지 않도록, 제24군단의 지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남

한검열작 용의 정책이나 방침과 일검열작 용의 그것 간에 괴리가 생겨나

고 있다. 

(3) 일본과 남한에서의 언어의 차이는 양 지역의 검열작 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4) CCIG-K는 남한에 있는 요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4군단 사령부와 

긴 한 계 속에서 작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CCIG-K는 제24군단이나 

미군정 어느 쪽 산하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5) CCD 본부와 CCIG-K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나날이 작 연락을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CCIG-K에 한 작 연락은 제24군단 참

모2부가 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CCD 본부의 CCIG-K에 한 충

분한 감독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6) 남한에서의 편지나 기통신의 상황은 독특한 것이어서, 일검열작

의 틀은 유용하지 않다. 

(7) 남한에서의 검열에서 얻어내야 할 정보는 지의 이용기 만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  시 에서 GHQ/SCAP나 극동 원회가 심을 가지는 정보는 

CCD로 보내지고 있다. 

(8) CCD 본부는 CCIG-K의 작 수행에 해, 거의 혹은  지원하지 않

고 있다. 검열작  할권의 분 , 그리고 정책의 차이가 혼란과 지연을 발생

시키고 있다. 

(9) 모든 결정이 제24군단 참모2부에 의해 수행된다면, 정책은 신속하게 결

정되고 지의 요망에 맞는 임무의 변경이 보다 빨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10) 남한에서의 검열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동경의 CCD 

본부요원은 해방지역에서의 한 검열작 의 실시에 해 기술 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1) GHQ/SCAP에 정책이나 방침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24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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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검열작 에 독자 인 지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조선 독자의 문제

를 평가  해결하기 해서는 회의와 의사소통을 빈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쪽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과 으로 CCIG-K는 CCD 본부로

부터는 매우 일반 인 지령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제24군단으로부터

는 책임의 소재가 애매한 구두 지령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공식 인 것은 아

니다. 

(12) CCIG-K의 임무가 CCD 본부로부터 이미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제24

군단으로의 이 은 CCIG-K와 군의 이익에 합한 것이다. 

(13) 검열작 은 작 상황에 한 한 해석과 지 상황, 그리고 지 

기 의 정책  필요성에 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14) 일본의 CCD와 CCIG-K 간에 직  연락을 취하는 것에 해 승인하게 

되면, 서로 심사항을 교환 혹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5) 원격지로부터 지령이 내려지는 것보다는 지 사령 에 의해 작 을 

수행하는 쪽이 검열작 을 보다 하게 해석, 지휘할 수 있다. 

CCIG-K의 CCD로부터의 이탈, 제24군단으로의 이 의 주된 이유는, “남한

에서 민간통신의 특수성”이나 “CCD 본부와 CCIG-K 간의 물리  거리”, “일

본과 남한에서의 검열이 지니는 의미의 차이” 등이었다. 

1946년 10월부터 거듭 검토되어 온 CCIG-K의 이 문제는 1947년 6월 19일

에 내려진, 하지에 한 맥아더의 이 명령에서 그 결착을 보았다. 이 명령에

는, 1947년 7월 15일 이후 남한에서의 검열목   방법, 실시기간의 결정에 

한 권한이 하지에게 속한다는 것이 명기되었다. 동시에 CCD 본부로부터 제

24군단으로 장교 10인, 징모병 12인, 육군성 민간인 20인의 소속변경도 발령되

었다.96)96)

1947년 7월 15일, 남한에서의 검열작 은 CCD로부터 이탈되어 제24군단으

로 이 되었고, 모든 결정권은 하지에게 임되었다. 이와 함께, CCD 본부가 

96) “AG311.7, Responsibility for Censorship of Civilian Communications in Korea, 

19 Jun. 1947", Assignment to HQ XXIV Corps from CCD - Japan, Box8525,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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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한 검열요항과 규정집의 사용은 지되었다.
97)97)그것들 , 남한에서 검열

을 수행하기 한 참고용으로 일부를 남기는 외에는 모두 CCD 본부로 반환

되었다.98)98)CCD가 가지고 있었던 CCIG-K의 작 지휘권은 동경에서 서울로 

넘겨졌다. 

3) 통신검열의 정지

1948년 2월 17일, CCIG-K는 약 2년 에 정지시켰던 제2지구에서의 기

통신검열 가운데 보에 한 검열을 부활시켰다. 그것은 서울에서 검열된 

보를 다시 검열하기 해서 고, 서울의 검열요원에 한 시험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험’에 의해 서울의 조선인 검열요원이 암거래나 항 등

에 언 된 사신(私信) 등, 보고해야 할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졌다. 

그 원인은 여 히 높아지지 않는, 조선인 검열요원의 임무에 한 낮은 동기

부여에 있었다. 남한에서의 검열작 은 조선인  미국인 검열요원의 부족, 조

선인 검열요원의 낮은 동기부여, 언어 인 장벽 등의 이유 때문에, 애 에 상

정한 성과를 획득하기 해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갖출 수 없었다. 

미군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통신은, 수선의 선원이나 

38도선을 도보로 넘어가는 연락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다.
99)99)CCIG-K가 심

을 두고 있었던 정보는 다양한 루트를 경유하여 남한에 유입되고 있었다. 정

보 달 루트의 다양화가 검열을 한층 곤란하게 하고, 생산효율을 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1948년 8월 9일, 하지는 맥아더에 해 1948년 8월 18일을 후로 하여 남

한에서의 검열작 을 정지할 뜻을 달했다. 아울러, 남한과 일본 사이에서 유

통되는 민간통신에 한 검열을 CCD로 인계하고  CCIG-K 요원을 

GHQ/SCAP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진되었다.100)100)그러나 정지 정일인 8월 18

97) “Censorship Rules for Telecommunications Agency, 5 Feb 1946", Entry Fil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Box15, RG554, NARA.

98) “Return of Civil Censorship Policy and Procedure Regulations", Assignment to 

HQ XXIV Corps from CCD - Japan, Box8525, RG331, NARA.

99) “971st CIC Det Progress Report", CIC IRR, Box64, RG319, NARA.



288 韓 國 文 化 39 ․

일이 가까워져도 하지의 타진에 해 맥아더로부터는 어떤 회답도101)없었다.
101)

1948년 8월 18일, 하지는 자신의 단에 따라 남한에서의 검열작 을 종료

시켰다. 맥아더가 남한에서의 검열의 정지를 확인한 것은 8월 23일이 되어서

다.
102)

102)8월 26일, 제24군단사령부는 맥아더에게 한국정부에 한 CCIG-K 검

열기자재 양도에 한 허가를 요청했다. 제24군단이 한국정부로의 검열기자재 

양도를 신청한 것은, 양도의 담보로서 한국정부 체신성이 검열을 통해 수집한 

공산주의자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 하고 있었기103)때문이었다.
103)

 한편, 

1948년 9월 1일 즈음, GHQ/SCAP는 CCIG-K가 보유하고 있는 검열 기술기

자재와 당시 귀 했던 검열용 셀로 테이 를 CCD 본부로 반환할 것을 요구

했다.
104)

104)검열 나 워치리스트(Watch List, 감시 상자 리스트)는 이미 CCD

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반환 상에서 제외되었다. 검열 나 워

치리스트는 한국정부에 양도되는 것으로 되었다.105)105)미국이 심을 보이는 인

물의 이름이 기록된 워치리스트는 략첩보국(OSS)의 첩보활동에 의해 얻어

진 결과나, CIC가 작성한 ｢CIC Area Study Korea August 1945｣를 근거로 작

성되었다. 그 후, 검열이나 CIC 첩보활동으로 획득된 정보를 참고로 하여 몇 

차례에 걸쳐 워치리스트의 가필, 수정이 이루어졌다.
106)106)

재까지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워치리스트는 내 소견으로 말하면 발견

할 수 없다. 워치리스트의 작성이나 개정에 CIC가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100) “TFGBI 311.7, Termination of Censorship of Civilian Communications in Korea, 9 

Aug. 1948"および“Termination of Censorship of Civilian Communications in 

Korea, 17 Aug. 1948", Termination, Box8517, RG331, NARA.

101) “Termination of Censorship of Civilian Communications in Korea, 17 Aug. 

1948", Box8517, RG331, NARA.

102) “AG000.73 (23 Aug 48 )GB/CIS/CCD", Termination, Box8517, RG331, 

NARA.

103) “Release of Censorship Equipment to Korean Government, 26 Aug. 1948", 

Termination, Box8517, RG331, NARA.

104) “AG000.73 (23 Aug 48 )GB/CIS/CCD", Termination, Box8517, RG331, 

NARA.

105) “Memorandum for Record: Release of Censorship Equipment to Korean 

Government, Sep 48", Box8517, RG331, NARA.

106) “Monthly Operational Report, 20 Oct thru15 Nov, 1945", MOR KOREA 

1945-1947, Box8536, RG331,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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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조선인 좌익에 한 미국의 경계심이 워치리스트에 농후하게 반

되어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미국이 한국정부로부터 공산주의 정보의 입수를 기 하고, 한국정부는 미군

으로부터 워치리스트를 양도받는 것은 한국성립 이후로도 미국과 한국 사이

에 공산주의에 한 경계심이 서로 공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유야말

로 냉  하의 한미 계의 합을 한 착제인 ‘반공주의’ 성립의 일단을 담

당했다는 가능성도 지 해볼 수 있다. 거기에는 냉 구조가 차 모습을 드러

내는 가운데 GHQ/SCAP와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에 해 ‘불령(不逞)한 조

선인’이라는 스테 오타입을 공유함으로써 방의 이익을 형성해 간107)것107)과 

마찬가지의 토릭이 나타나 있다. 

1948년 8월 1일에 남한에서의 검열작 은 완 히 정지했다. 그런데 미군정

의 종료와 함께 탄생한 한국정부 체신부는 한국내에서 유통되는 민간통신의 

단속(斷續) 인 통제․검열을 수행했다.
108)

108)1948년 11월 23일, ｢임시우편단속

법｣이 국회에서 승인되어, 같은 해 12월 1일에 통령 이승만에 의해 서명되

었다. 체신부에 의한 검열의 개시는 신문보도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국민

에게 주지되었다. 우편검열은 치안의 유지를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보 지

만, 그 상으로 공산주의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은 무도 명백한 것이었

다.109)109)이 법은 우편검열에 법  근거를 부여해주었다.110)110)이승만 정권 하에서 

실시된 우편검열은 미군검열이 제공한 인 ,
111)

111)기술 , 사상 인 기반에 의해 

107)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占領軍への有害な行動-敗戦後日本における移民管理と

在日朝鮮人｣ 現代思想9月号、青土社、2003年

108) “Release of Censorship Equipment to Korean Government, 26 Aug. 1948", 

Termination, Box8517, RG331, NARA.　한국 구내에서 실시된 우편검열은 신

무에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1948년 11월 30일).

109) 제1회 국회속기록제111호, 단기 4281년 11월 23일, 국회사무처.

110) “Provisional Law on Mail Censorship", No. 109, December 9, 1948, American 

Mission in Korea, Seoul,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File 895 （한국 국회도서 、MF005928, 

F47:H47, 895.711）

111) 미군정기에 검열을 담당해온 조선인 검열요원 가운데 일부는 체신부에서 실시

된 우편검열업무에서도 종사하게 되었다(前掲 제1회 국회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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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되고 있었다. 남한에서의 검열작  정지 이후에 검열체제는 한국정부에 

인계되었다.112)
112)

4. 맺으며

일본패 /조선해방에 이르기까지 남한에서의 통신검열이 일작 에 포함

되는 것으로서 실시되었는가, 아니면 남한에서의 독자 인 작 으로서 실시되

었는가는 애매한 상태 다. 후의 검열작  지역의 책정을 둘러싼 논의는 새

로운 지배자가 이 의 지배자에 의해 설정된 식민지의 어디쯤엔가에 해방지

역으로서의 라인을 는가를 둘러싼 것이었다. 그것은 해방된 사람들의 존재

가 부재로 치부된 채 추진되었다.

애 에, 독자성을 지닌 것으로서 구체 으로 계획되지 않았던 남한에서의 

통신검열 작 은 일본의 패배가 결정되자 일거에 구체화되었다. 본래 미군에 

의한 통신검열은 조선이 해방지역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작 을 수행했고, 

조선사회에서의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끊어내고 조 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식민지체제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목 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령에서의 

GHQ/SCAP 검열이 국가주의와 군국주의를 배제하고 일본에게 ‘민주주의’

를 심으려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상’을 느끼게 하는 목이다. 남한에서의 ‘이

상’ 실 의 지령은 동경의 본부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얄궂게도 제국정

부와 조선총독부 간의 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식민지주의  계를 유

지하는 것이자 식민지주의를 단 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이 ‘이상’은 미군의 

남한 상륙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조선에서는 명  내셔 리즘이 발흥해 있

었고, 그것은 조선인의 독립에 한 용솟음치는 이상의 총체 다. 하지는 탈식

민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러한 움직임을 일

도양단으로 ‘공산주의’ 이라고 규정하고 반항자라고 해서 일  용납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취했다. 미군 검열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인 조선인을 

112) Kobayashi, Somei “The Postcolonial Origins of Postal Censorship under Rhee 

Syngman Government", presented at the Japanese Studies Conference, Japan 

Studies Associ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October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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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한 폭력  장치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장치는 

얄궂게도 조선인 없이는 가동될 수 없었다. 

남한에서 미군검열이 개시되고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검열의 의의에 해 회

의를 표하는 소리가 CCIG-K 내부와 CCD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CCIG-K는 

검열거 의 폐지와 검열요원의 소속변경 등 스스로의 검열조직 개편을 통해 

검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열작 의 의의를 강조하려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이 폐지되지 않았던 것은 푸트남이 

지닌, 공산주의에 한 경계심이 남한에서의 검열작 의 의의를 부조(浮彫)

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푸트남은 CCIG-K를 CCD로부터 제24군단으로 이

함으로써, 남한에서의 검열작 을 지 실정에 맞는 것으로 체시켜 그 유

효성을 높이려고 했다. 공산주의에 한 푸트남의 경계심과, 거기에서 생겨난 

검열작 에 한 기 가 CCIG-K 검열체제의 개편을 진시켰다. 

검열체제의 개편은 CCIG-K를 CCD로부터 제24군단으로 이 시키는 것을 

통해 명확해졌다. 그것은 남한에서의 령정책을 원활하게 진 시키기 해 

필요한 정보수집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CCIG-K 검열은 지휘명령 계통의 면에서 일 령작 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남한이 일본 ‘제국’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47년 7월에 CCIG-K가 CCD에서 이탈하여 제24군

단으로 이 된 것은 ‘제국’으로부터의 단 을 의미했다. 

CCIG-K 검열 종료 이후, 워치리스트 등의 검열기자재는 한국정부로 양도

되었다. 한국정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검열을 실행했다. 군사독재 하의 한국에

서 이루어진 민간통신에 한 검열은, 국시인 반공주의를 유지시키는 장치로 

차 이용되었다. 이 장치의 설계도가 미군으로부터 한국으로 건네졌다는 것

은 그 이후 한미 계와 한국사회의 존재양식을 생각할 때 요한 의미를 지

닌다는 을 지 해두고 싶다. 

마지막으로 CCIG-K에 의한 검열이 미군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었는

지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CCIG-K 자신의 평가를 살펴보자. 

CCIG-K가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암시장의 억제와 일본인 재산의 특정,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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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법령을 반한 자에 한 발 등이 이루어졌다. 보다 요한 것은 CCIG-K 

검열에 의해 조선인의 사회․경제 인 생활상태가 분명해졌다는 이다. 그것에 

의해 한국정부를 수립하기 한 한 정책의 입안이 가능해졌다.
113)113)

CCIG-K는 자신의 임무에 해 검열작 이 정보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는 

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수집의 측면에서의 정 인 평가는 

다른 기 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경제 원회(Korean Economic Board) 

원장인 멜빈 박사(Dr. Bruce Melvin)는 해당 원회에 제공된 평가서가 애

에는 최소한이었던 조선경제에 한 계획에 살을 붙인 것이 되었다고 지

하고 있다.  CIC 제971사단 장은 CCIG-K에 의해 최신의 조사보고와 여

론동향, 인물  조직에 한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

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 의 평가도 나오고 있었다. 1947년 7월 이후로 CCIG-K를 지휘

명령하는 입장이 되었던 제24군단 참모2부장인 에릭슨 령(Lt. Col. H. E. 

Erickson)은 CCIG-K로부터의 정보는 이미 제24군단 참모2부가 입수하고 있

었던 정보를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CCIG-K가 미군 령작 에서 그다지 

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 인 평가는 

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입에 발린 말’과 제공하는 측의 ‘속마음’이라는 계성

에 입각하고 있었다. CCIG-K의 상부기 이었던 제24군단 참모2부의 평가는 

CCIG-K 검열의 정보수집능력에 해 최종 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속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히 제24군단 참모2부는 수집된 정보의 질에 해서는 불만을 품고 있

었다. 그러나 제24군단 참모2부는 이 불만족스런 검열작 을 남한 령이 끝

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는 않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에 한 

경계심이 검열작 을 계속하게 만든 것은 정보수집이라는 에서의 이유

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미군검열에는 정보수집 이외의 목 도 있었다. 

제24군단 참모2부는 남한 령 직후, 통신에 한 검열이 “심리 인 에

서 효과 ”114)이라고114)지 하고 있었다. 남한에서의 미군 검열은 정보의 수집

113) “History of CCIG-K", Box8525, RG331, NARA.

114) “HQ, USAFIK G-2 Weekly Summary, Sept. 16-23", RG554,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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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검열 실시라는 사실을 남한 사람들에게 들이 는 것으로 령당

국에 항하는 세력을 축시키려는 목 도 내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

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축의 구상에 해 충분히 검토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

의 사상에 개입하고 언어를 제한하며 자기검열로 이끄는 축의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미군정기를 그 사이에 두고 있는 양쪽의 두 시 , 

즉 식민지기와 이승만 정권기에서 과연 어떤 연속성/비연속성을 가지고 있었

던 것일까? 나아가 이러한 검열체제는 재의 한국사회에 어떤 ‘형태’로 정립

되고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

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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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 Military prepared the censorship system in 

South Korea

Kobayashi, Somei *

115)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idea that investigating about the South 

Korea's U.S. Military government era is one of the most proper way to 

study historical conditions that formed Korea's current society and to clarify 

its system and structure. According to this idea,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is the censorship system against mails, telegrams, and telephone 

conversations that were current during South Korea's U.S. Military 

government era, which have not been properly studied until now. The 

followings are specific questions concerning this topic. 

1. How was the censorship system in South Korea prepared by the U.S. 

Military, and how was it activated?

2. How did the censorship system changed during three years of U.S. 

Military government's occupation, and what does the changes mea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1. In the beginning, censorship system in South Korea was not specified 

as an individual plan, but it was rapidly actualized as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was ascertained. Censorship by the U.S. Military was at first 

* Research Fellow,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Toky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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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Korea was an newly liberated 

country, and it aimed to remove remaining colonial system which were 

constructed during Japanese occupation. 

2-1. As the censorship by the U.S. Military was activated, doubts about 

the significance of censoring had been raised inside CCIG-K and CCD. By 

reorganizing censorship system, CCIG-K tried to enhance censorship efficiency 

and its significancy, but could not succeed at obtaining satisfactory results. 

Despite such circumstances, censorship system maintained to operate, and 

this was because Putnam's wariness toward expanding Communism and his 

expectation on censorship operation gave weight to its significance. 

2-2. Reorganization of the censorship system began to took concrete form 

by transferring CCIG-K from CCD to the 24th Corps in the purpose of 

improving intelligence operation efficiency for advanced occupation strategies 

in South Korea. The transference of CCIG-K imply that the aim of 

censorship operation in South Korea was no more a part of the operation 

against Japanese Empire. 

2-3. After the expiration of CCIG-K's censorship operation, resources for 

the censorship operation including watchlists were turned over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uth Korean Government used them to perform 

its own censorship operation.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censorship was 

repeatedly conducted as a device to maintain South Korea's anti-Communist 

policy. The fact that this particular device's blueprint was transmitted from 

the U.S. Military to the Korean Government have a significant meaning 

when we consider Korean society's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 afterward.

Key Words : U.S. Military government era, Censorship system against 

communications, CCD, CCIG-K, 3rd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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