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매그루더 장군,

나는 10년간을 육군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했던 정보장교

였습니다. 최근의 수년간은 정보기획과장으로 있으면서 

전 육군의 기획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

므로 나는 적敵에 관한 정보는 물론 우리 육군의 현실을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에 향생享生하여 

30유여년 조국의 기구한 운명을 몸소 겪어온 나는 애국

과 매국賣國을 분간할 수 있는 정의감도 간직하고 있으며, 

일찍이 귀국에 유학하여 귀국의 문물제도, 고도의 자율성

과 진취성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서 깃들어있는 박애정신

博愛精神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남달리 예민한 나의 감수

성 속에 희망으로써 간직하고 있는 20세기의 자유민이기

도 합니다. 나는 귀하와 귀하 휘하의 자유수호군에 대하

여 뜨거운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군인의 한 사람이었

으며, 보은報恩과 예의를 지킬 줄도 아는 오늘의 동양인입

니다. 영웅주의자가 아닌 나는 기회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는 지난 3월15일로써 13년간에 *긍亘한 충성스러웠던 

군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정군운동整軍

運動의 주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군운동을 끝

맺지 못한 채 동료 중견장교들과 결별하고 현역에서 물러

났습니다.

나는 중견장교들의 애군愛軍애족적 신념과 순수성 그리

고 희생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

정기軍隊正氣는 국민의 이름으로 보호 진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 공개장을 빌려서 호소합니다.

중견장교들의 정군운동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을 기초

로 그 당위성과 부당성을 *위요圍繞코 각층 각색의 관심

과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절대한 영향

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귀하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

가史家들은 반드시 이 역사적 과정과 정군문제를 주제로 

많은 페이지를 할애割愛할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 중견장

교들의 눈물겨운 충성 발로와 더불어 귀하의 처사가 역력

히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귀하와 양식良識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 군대가 지향

할 바 뚜렷한 ‘길’을 하루속히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함

으로써, 국민의 희망과 의식주衣食住가 되게끔 자조력自

助力 있고 참된 군대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바 간절한 

것입니다. 

1953년 휴전 이래 북한 괴뢰집단에서는 사분오열四分五裂

로 와해되었던 전력戰力의 회복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일부월강日富月强 해가고 있는 동안, 이와는 대척적對蹠的

으로 우리는 국가적인 부패근성이 만연일로蔓延一路이었

고 사회나 군대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시적 현상이 보

편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한낱 법전에 속해 있을 뿐, 강자는 그 자체가 법이

었고 준법은 약자나 방해자에게 강요되었었습니다. 독재

정치의 맹점을 간단없이 악용함으로써 위풍威風없이 비

대해가는 쓸모없는 일부 고급지휘관들의 호화, 안일, 끝

매그루더 장군에게 보내는 공개장

“정군整軍과 중견장교들”

1960년 4.19혁명 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기획과장이던 김종필 중령은 군내軍內 3.15부정선거 책임자와 부패 축재자 및 

무능 지휘자에 대한 정군整軍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되어(61.2.4) 1961년 3.15 강제 예편되었다. 김종필 예비역 중령은 정군

운동에 대한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의 편견과 부당한 군 인사권 개입에 항의하면서 정군운동의 당위성과 순수성을 강조

하는 친필 서한을 1961. 3월 하순경 보냈다. 친필 서한을 축약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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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탐욕의 음지에서는 병사들의 고혈膏血이 고갈되어 

갔으며 군인정신의 마비, 상호 반목, 사기저하, 불평불만

의 충일充溢로 전투력은 날로 피폐됨으로써 우리 군대는 

일전직하一轉直下 경군지경傾軍之境을 달렸습니다.

귀국의 경구에도 “장군이란 언제라도 곧 행동할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어야한다, 그저 높이 앉아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Must be on Tap, Not on Top.)”라는 것이 있으나, 

우리 군대의 일부 장성들은 높이 앉아있는 것으로만 그치

지 않고 군대의 정기正氣를 부식腐蝕시키는 역할까지도 

해왔습니다. 모든 군인의 계급과 군복은 국민이 준 것입

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에 살고 또 명예에 죽습니다. 

정군整軍을 하게 되면 “군대 내에 혼란이 일어난다.” “전투

력이 약화된다.” “유능한 장성을 잃게 된다.” 운운하면서 

결정적인 정군시기에 그것을 방해하려는 일부 사이비 애

국자들의 잡음은 다만 ‘악’이 ‘악’으로서 연명하려는 일종

의 궤변詭辯이며 불순한 책동이라고 보았고, 그와는 정반

대로 오늘의 진리는 ‘구악들이 배제됨으로써 군내 정당한 

불만이 단결로, 혼란은 정연한 질서로’, ‘전투력 약화는 오

히려 참신한 강화로’, ‘무능한 장성의 정리는 유능한 신예

新銳인재의 등용으로’ 각각 대체 발전되는 것이라고 믿었

습니다.

중견장교들의 주장은, 

①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폭정에 원유遠由하나 3.15 

부정선거에 직접 기인한다. 혁명정신을 군대 내에 구현하

기 위하여 3.15 군대부정선거 책임자는 숙청되어야 한다. 

단, 그 범위는 부정투표를 과도히 강요한 군통수부 즉 군

사령관급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② 정권에 아부阿附하면서 온갖 부정 불법수단으로 거액

을 축재한 자는 적발 처단되어야 한다. 

③ 무능 파렴치하여 리더십이 결여된 고급지휘관은 정리

되어야 한다. 단, 그 범위 및 기준은 특설 정군위원회에서 

책정한다.

④ 군대를 정치로부터 완전 중립화하고 모든 제도(특히 

인사제도)를 기준화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⑤ 이상 4개 항은 소요 연구 및 집행을 위한 각 특설위원회

로 하여금 시행케 하되 과도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상부 권한자에게 

반영시키는 중견장교들의 행동수칙으로는, 

① 우리들의 정군 주장은 전투력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고로 현유現有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들의 행동이 야전군 혹은 군부 외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우리들은 실력행사를 회피한다. 시종始終 현역장교로

서 행동하되 건의, 종용, 설득 등 제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들의 열성으로서 해당자가 자신을 반성하고 자진사퇴하

도록 기회를 조성하는 동시에 대상자는 임면권한자에 의

해서 처리될 수 있는 통수계통을 보장한다.

③ 우리들은 여하한 배후도 사주使嗾도 이를 단호히 배격하

며 오로지 중견장교다운 순수한 군인정기만을 발휘한다.

④ 우리들은 정군운동의 선봉으로서 여하한 희생도 이를 

감수한다.

⑤ 우리들은 정군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육군본부

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기별期別 계급을 초월하고 단합

한다.

⑥ 우리들의 행동기간은 신정부 수립까지로 한다. 단, 소

기의 성과가 없을 때에는 당시의 정황에 따라 조절된 행

동수칙에 의거 정군운동을 계속한다.

라고 행동요령과 범위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귀하 및 국민들 앞에 중견장교들의 주장했던 

바와 행동수칙 전문을 공개합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중

견장교들의 미충微衷의 일부라도 재인식 될 수 있는 자료

나 기회가 된다면 더없는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亘하다 :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 

*위요圍繞 : 어떤 지역이나 현상을 둘러쌈.

※관련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www.kimjongpil.com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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