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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디자인사 연구에서 단발적인 사건으로 다루어

져온 한국공예시범소를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라는 동시대의 국제정

치적 흐름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공예시범소를 둘러싼 맥락을 재구성하, 

고 그 안에서 새로운 담론 구축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각종 차 자료를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외교 1, 2

정책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디자인이 , 

냉전기 미국의 대외 구상에서 담당한 역할을 밝혀낸 뒤에 이를 한국공, 

예시범소의 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시대의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

서 한국공예시범소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2

두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경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재래식 무기와는 .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개발은 두 진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보 상의 위협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력.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에 있었던 경제와 문화를 외교정책

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시켰다 예술적 창의성의 산물로서 문화적인 .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의 순환 고리 속에 깊숙

하게 위치한 디자인은 냉전에 딱 어울리는 무기였기에 이 시기 미국의 ,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냉전기 미국의 디자인외교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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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국제정치 상의 변화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의 , . 

주요 관심사가 서유럽의 경재 재건에 있었던 년부터 년까지 디1948 52

자인은 마셜플랜 하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으로는 서유럽 디자이너들에 대한 디자인 교육과, 

유럽 상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미국에서의 박람회 개최 등이 있었다. 

마셜플랜의 성공으로 서유럽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원조보다는 각종 문화 활동을 통한 이데올로기 경

쟁이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한 년대에는 디자인 또한 문화냉1950

전의 무기로 이용되었다 주로 해외에서의 전시회에 활용된 디자인은. ,  

때로는 미국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미국, 

식 소비생활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프로파간다로 나타났다. 

년대 중반에는 제 세계 신생독립국들이 미국 외교의 전략적 1950 3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가 실시되었다 원. 

조 자금의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쓰였는데 그 , 

일환으로 는 미국 내의 유망한 산업디자인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개ICA

발도상국에서의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의 강. ICA 

조점은 무엇보다 단기간에 수출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었으

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 

였다. 

년부터 년까지 시행된 일련의 디자인외교 활동들을 살펴보1948 1960

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디자인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원조정책에서 디자인은 주로 생산논리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공보선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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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디자인이 미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생활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활용되었다. 

의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ICA

의 사례에서 디자인은 일상 문화의 구성물보다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 

성격이 강조되었다.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강한 경제지

향성은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인 것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한은 자유진영의 방위

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으므로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 역시 수공예 및 경공업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소규모 산업체를 육성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안정

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에 수렴하는 것이었다.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는 

한국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으로서 한국 사회에 산업디자인 개념이 뿌

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 

데 있어 동시대 미국 디자인이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특성들 중 문화

적 상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제쳐 두고 경제적 수단으로서

의 면모만을 받아들임으로써 훗날 한국디자인이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주요어 디자인외교 한국공예시범소 수공예 산업디자인: , , , , 

디자인진흥 냉전       , 

학번: 2013-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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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1.1.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디자인사 연구에서 단발적인 사건으로 다루어

져온 한국공예시범소를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라는 동시대의 국제정

치적 흐름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공예시범소를 둘러싼 맥락을 재구성하, 

고 그 안에서 새로운 담론 구축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러 강대국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미2 , 

국은 세계 유이 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전쟁의 결과는 미( ) . 維⼆二

국을 포함하는 연합군 전체의 승리였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의 여파를 , 

겪었던 동맹국들과는 달리 미국은 전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어 상

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군수 물자 유통으로 반사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 

입지를 확보한 미국은 이후 전개되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

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문화 교육 학술 언론 등의 수단을 적, , , 

극 활용하여 문화적 영향력 또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미국의 문화와 자본은 여러 나라들이 전쟁으로 무

너진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 , , 

침투하였다.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진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진행되었으나 기저에는 ,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과의 갈등상황 속에서 미국의 안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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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해가 존재하였다 천문학적 액수의 대외원조는  . 

이를 위해 감내해야 할 비용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지. , 

원만으로는 빠르게 세력을 넓혀나가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방국을 지키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의 우수. 

성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는 데 있어 잡지 영화 등의 대중매체는 효과적 수단이었다 대중, . 

매체에 투영된 미국의 윤택한 생활과 자유로운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

음을 사로잡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전후의 미국은 군사력과 경. 

제력 등의 경성권력 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외교정책에서 (hard power)

탈피하여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 

활용하였다 디자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 

비록 미국 정부 문서에서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디자인  

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연구, 

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각국에서 전개되었던 디자인 관련 원

조의 사례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전까지 서. 

구식 디자인의 개념과는 다소 유리되어 있던 제 세계 국가들은 물론3 , 

미국보다 오랜 디자인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유럽 국가들까지도 이 시

기에 려들어 온 미국의 디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한1945 , 

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도 대대적 규모의 미국 원조를 받은 

대한민국에서도 디자인을 활용한 외교정책의 사례가 발견된다 바로 경. 

제협력처 와 상공부의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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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로 년에 설립되어 년 폐소될 때까지 수공예 진흥과 산업1957 1961

디자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에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이다 한국공예시범소의 설치 과정 및 활동에 Demonstration Center) .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1)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개별 사건으로, 

만 조명되고 있어 이것이 냉전 초기 미국이 범세계적으로 전개해 나간 

디자인외교의 한 사례이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두드러지, 

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 

구는 한국공예시범소를 포함하는 디자인외교의 사례들이 미국의 냉전

기 대외정책의 전개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일회성 사업으, 

로 이해하기보다는 동시대 미국의 대외원조 및 문화공보 활동을 이루

는 퍼즐의 한 조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예시범소 설립을 둘러싼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전체상을 도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별 사례들이 속해 있는 전체적. 

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다시금 각 사례들이 지니는 특수성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디자인을 활용한 외교 . 

정책의 개별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디자인이 냉전기 미

국의 대외 구상에서 담당한 역할을 밝혀낸 뒤에 이를 한국공예시범소, 

1) 정경원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 「 」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수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 1980; , , 「

년대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1930-60 , FORM Vol.18, , 1995; 造形 」 『 』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공예교육 년사, · 50 : 1946 1996「 –
년 서울대학교 개교 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서울대학교 조, 50 , 」 『 』
형연구소 박암종 한국디자인진흥 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1996; , 30 , , 『 』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 아카이2002; , , _「 」 『
브 제 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3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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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시대의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한국공

예시범소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방법1. 2. 

 

이 연구가 다루는 대상은 제목에서 밝혔듯이 냉전기 미국의 디자인‘

외교 이다 먼저 냉전기 라는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완’ . ‘ ’

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냉전사 관련 저술이 제 , 2

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과 소련으로 대

표되는 공산진영 간에 철의 장막 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년부터 ‘ ’ 1945

소련이 해체되는 년까지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1991 .2)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체제 하에서 전개된 외교 정책에 주목한다는 사

실을 강조하기 위해 제목에서는 냉전기 라는 시기 구분을 택했지만‘ ’ , 

이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년대로 한정되어 있다 이 연구의 1945~60 . 

초점은 냉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전기에 이루어진 디자인을 ‘

활용한 외교 정책 에 있기 때문이다 냉전 초기에 해당하는 년에서 ’ . 1945

2) 본문에 언급한시기 구분을 채택하고 있는 역사서에는 김진웅 냉전의 역, 『
사 서울 비봉출판사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역, 1945-1991 , ( : , 1999), , , 』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1945~1991 , ( : , 『 』
마이클 케리건 박수민 역 냉전 시대의 미실행 작전 2008), , , 1945-91 , 『 』

서울 시그마북스( : , 2013), John W. Mason, The Cold war, 1945-1991, 
(London: Routledge, 1996),  S.J. Ball, The Cold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1947-1991, (London; NewYork: Arnold, 1998), Joseph Smith, 
The Cold War, Oxford, (UK: Blackwell, 2007). Tsuyoshi 
Hasegawa(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등이 있다D.C. :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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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는 냉전기 미국의 대외정책구상이 본격화되면서 그 안에서 디자60

인 관련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와 대상이 매

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사례들의 경우 

대량생산된 공산품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산업디자인과 전통적인 수공

예라는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포괄적으. 

로 디자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이 두 분야를 지칭하는 것임‘ ’

을 미리 밝혀둔다. 

디자인 과 외교 의 합성어인 디자인외교 는 이 논문에서 조작적으‘ ’ ‘ ’ ‘ ’

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일차적으로는 디자인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외, ‘

교 정책 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냉전기 미국이 자신의 ’ . 

외교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한 정책들의 사례를 일

컫는다 최근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을 통한 혁신 등이 일상언어에서도 . , 

자주 쓰이게 되면서 디자인 개념의 외연이 넓어짐과 동시에 디자인외‘

교 라는 용어도 실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로 디자인을 ’ . ‘

통한 국제 교류3) 혹은 디자이너들의 대외적 공공 활동’ ‘ 4) 등의 뜻으로 ’

사용된다 그러나 이 용례는 민간 차원의 공공 외교에서 벌어지는 현상. 

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이 논문은 사료에 근거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냉전기 미. 

국의 디자인외교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차 자료는 1

3) 서울디자인재단 세계인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코드 디자인 외교가 시작, “ , 
된다 년 월호”,  Design Seoul 2010 4 .『 』

    (https://www.seouldesign.or.kr/webzine/201004/view.jsp?seq=256)

4) Nate Berg, “Diplomacy by Design”,  Foreign Policy, September 5, 2014. 
    (http://foreignpolicy.com/2014/09/05/diplomacy-by-design)



- 6 -

바로 정부에서 발간한 공식 문서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행정 문서들은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교문서(National Archive) , 

는 국무부 산하의 역사기록실(the State Department's Office of the 

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 미국Historian) . 『

의 대외 관계(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5)라는 

제목으로 미국 대외정책 및 외교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

한 공식 기록들을 모아 출판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접근이 가능하, 

다 이 책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 

된다 그러나 가 해당 시기의 모든 외교문서를 포함하는 것은 아. FRUS

니며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들 중심으로 취사

선택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외교의 개별 사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외 원조 및 공보를 담당

했던 기관들에서 작성한 문서 또한 활용하였다 해당 문서들은 국립문. 

서기록관리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웹사이트6)를 통해 각 문서철의 제

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외사료총서 중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

보고 시리즈에서 자세히 해제하고 있다 총서에서 다루는 사료의 일부. 』

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람이 가능했다. 

이 외에도 년 설립된 이래 미국 대외원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55

온 경제협력처 에서 작성한 보고서(ICA) 7) 그리고 한 상원의원이 , ICA

5) Office of the Historian, “About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about-frus)

6)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 (http://www.archive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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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에서 운영중인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현황을 시찰하고 온 뒤 국

회에 제출한 보고서8)등을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의 경우 연속성이 없. 

는 단발성 출판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

려움이 있지만 작성 시기에 동시진행중인 국내외의 여타 프로젝트들의 , 

목록과 그에 소요된 비용을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디자인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어떤 국가들. 

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식 정부 문서만으로는 디자인외교의 개별 사례

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 

관련된 내용은 주로 선행연구를 통해 보충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는 각국에서 관련 정부 문서들이 공개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디자인외교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선행연구가 없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이 디자인외교의 모든 사례들을 발굴하고 각각

의 세부사항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차 자료를 통해 , 1, 2

수집한 사례들을 충분히 분석하여 냉전기 미국이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하였다. 

7)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ICA),  “Congressional 
Presentation: major ”open“ projects for which funds are requested in 
FY 1959”, March 28, 1958; ICA, “Five Years of Mutual 
Endeavor:USOM/Israel”, 1956

8) Hon. Allen J. Ellender (United States Senator from the State of 
Louisiana), “Report on Overseas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rch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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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전개2. 

이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디자인외교는 냉전 초기 미국 정부가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냉전기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사

전지식이 필요하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 

을 피하고자 했던 냉전기의 특성상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제외한 다, 

양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특히 대외원조와 문화공보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

데 외교정책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도 , 

이 두 분야이다. 

각각의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취했던 행위는 서로 달랐으나 이 , 

둘은 소련의 봉쇄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공유했으며 때로는 중첩되어 

나타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냉전기 미국의 디자인외교를 이해하기 위. 

한 사전 단계로 당시 외교 정책의 두 축인 대외원조와 문화공보정책, 

의 목적과 전개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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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정책2.1. 

냉전기 미국 대외원조의 목적 2.1.1. 

전후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목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

영의 강화였다 냉전기 미국 외교의 청사진을 그린 국무부의 조지 케넌. 

은 국제 정치에서는 무엇보다 통화 가 힘이(George F. Kennan) ( )通貨

며 미국의 안보는 주로 유럽의 세력균형에 좌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 

었다.9) 따라서 제 차 대전의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의 동맹국들과는  2

달리 급속하게 성장해 가는 소련을 저지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팽창을 

막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두 차례에 . 

걸친 전면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위험성과 소모 비용을 절감했던 미국

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련의 팽창정책을 봉쇄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냉전의 시작과 함께 새로 등장한 외교정. 

책의 기조는 전시에 주로 무기대여 형태로 이루어지던 대외원조의 의

미와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다.10) 

사회주의진영과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

도를 줄이고 자유진영의 집단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것은 곧 미국 대외원조의 목적이었다 미국은 이를 달성하게 위해 자. 

본주의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와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토

9) 조지 케넌 유강은 역 미국외교 년 서울 가람기획 F. , , 50 , : , 2013, 『 』
pp.12~13.

10) Katherine A. S. Sibley, “Foreign Aid - The cold war foreign aid 
program, 1947 1953”, Encyclopedia of the New American Nation, –
(http://www.americanforeignrelations.com/E-N/Foreign-Aid-The-cold-
war-foreign-aid-program-1947-1953.html#ixzz3Gbs6WF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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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외원조의 형태도 변화. 

하였다 차 대전 이전의 대외원조는 기본적으로 군사원조의 성격이 강. 2

했으며 동맹국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과 군사훈련의 제공을 그 내용, 

으로 하였다 하지만 차 대전 이후의 대외원조는 직접적인 군사원조에 . 2

더하여 수원국이 일정한 방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을 지

원하는 방위지원경제원조가 주가 되었다 방위지원경제원조 체제 하에. 

서는 군사원조로 제공되는 물자와 인력의 일부를 수원국의 빈곤을 경

감하고 내부 전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11)

냉전기 미국의 대외원조는 이처럼 강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 이는 바로 원조가 전후 미소의 대립이라는 냉전체제를 유지. 

시키는 일차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의 원조는 서. , 

구 및 제 세계로 소련이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들을 미국의 세력3

권 안에 묶어두기 위핸 유력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 

을 위해 미국은 군사원조의 형태로 각종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

편 자본 상품 용역 등을 증여하는 경제원조를 병행하였다, , , . 

그러나 이런 경제원조 역시 실상은 강한 군사적 성격을 띄는 것이었

다 방위지원 경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경제 안정에 치중함. 

으로써 또 원조 물자의 판매대전 중 대부분을 국방비로 사용함으로써 , 

수원국의 대공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것( ) 對共

이다 또한 미국의 원조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원조수혜국에 미국의 이. 

익에 봉사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자유주의 정부를 수

11)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서울 혜안 , 1948~1960 , : , 2009, 『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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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제공되었다.12) 

이처럼 냉전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대

외 원조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으며, 

일차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국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주의

적 선택이었다. 

미국 대외원조와 국제협조처 신설의 배경2.1.2. (ICA)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소련의 팽창을 막음

으로서 세력균형을 회복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

는 목적 하에 운영되었다 이러한 기본 목적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자. , 

유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의 갈등이 표출되는 장 은 시시각각 변하( )場

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 중심이 점차 유럽에서 제 세계로 옮겨갔으며3 , 

무력충돌 없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소 양강의 움직임은 점

차 세련되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종전 직후 점령지역에 대한 . 

긴급구호의 성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외원조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원조의 운영 방식 또한 정교해, 

져갔다.

년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점령지의 1945 2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이나 의료품 등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차원에서 

12) 이현진 , 2009, pp.34~35.



- 12 -

운영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복구를 위한 물자 및 자본을 지원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년에 스탈린이 . 1946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국제 평화가 불가능하다“ 13)”

고 선언함과 동시에 급변했다 스탈린의 선언을 목도한 미국의 정책결. 

정자들은 소련이 세계 지배를 위한 야망을 스스럼없이 내비치고 있다

고 확신하게 되었다 당시 국무부 내에서 소련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이. 

후 냉전 전반에 걸쳐 미국 외교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게 되는 조지 케

넌은 소련에 의한 비공산권 국가들로의 공산주의 전파를 철저히 봉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구상한 봉쇄정책 은 냉. (Containment Policy)

전 기간 내내 미국 외교의 기조를 이루게 된다. 

영국이 더 이상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지중해에 공산주의가 침투할 것을 우려하여 년 , 1947

월 본격적인 냉전기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트루먼 독트3

린 을 발표하였다 양원합의회(Truman Doctrine) . (a joint session of 

에서의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무장한 소수의 외압에 저Congress) “

항하는 자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14)고 주

장하며 평화시의 대외원조 규모를 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알렸다65 . 

또한 이때 처음으로 미국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고문 등의 형태로 

인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 

로 전체주의 체제가 빈곤과 고난이라는 척박한 토양 속에서 빠르게 자

13) Joseph Stalin, “Speech Delivered by J. V. Stalin at a Meeting of 
Voters of the Stalin Electoral District, Moscow”, 9 February 1946.
(http://www.marx2mao.com/Stalin/SS46.html)

14) 양원합의회에서의 연설 “The Truman Doctrine”, , 12 March 1947 
(http://www.ourdocuments.gov/doc.php?do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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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있으며 오로지 미국의 도움만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고 역설하였다.15)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지 세 달이 채 되기 전에 미국은 마셜 플랜 , 

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유럽부흥계획(Marshall Plan) (European 

을 제안한다 미국 정부는 서유럽을 덮친 전후의 경Recovery Program) . 

제 위기가 공산주의 확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였다 당시의 . 

국무 장관인 조지 마셜은 년 월 하버드대학교에서의 연설에서 1947 6

확실한 평화와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미국은 건강한 세계 경“ ( ) 

제를 회복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16)고 단

언하였다 그가 보기에 만약 미국의 원조가 없다면 서유럽의 의회민주. 

주의 국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안보도 위협을 , 

받게 될 것이었다 마셜 플랜은 서유럽의 개 국가에 약 억 달러. 16 120

를 지원하여 수혜국들의 경제 회복은 물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경험, 

치를 높임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국제 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하였다.17)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미국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 

원조기구를 신설하였다 년 대외원조법. 1948 (Foreign Assistance Act of 

과 경제협조처 가 1948)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그것이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수. , , , , 

15) “The Truman Doctrine”, 1947

16) George C. Marshall, “Transcript of Marshall Plan”, 5 June 1947 
(http://www.ourdocuments.gov/doc.php?flash=true&doc=82&page=transcr
ipt)

17)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Marshall Plan, 
1948” from Milestones: 1945-1952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marshall-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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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들은 공동기구인 유럽경제협조기구(OEEC: The Organization for 

를 창설하여 원조사용을 위한 공동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계획을 작성 실시하였다 유럽경제협조기구는 경제협조처와의 협의를 , . 

통해 유럽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18)

미국 정부는 대외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국내정치를 안정시키고 전반, 

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강한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 소련의 팽창을 , 

막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았다.19) 대외원조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원조 수혜국들은 사회주의 블록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동남아, 

시아 중동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전방방위국가, (forward 

와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국가들이라는 defense countries) ,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졌다.20) 전방방위국가에서 대외원조는 무기와 인 

력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경제 원조를 통해 기

존의 찬미정권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미국은 이들 국가. 

에 원조를 해줌으로써 이들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

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대외원조는 순식간에 남한 필리핀 이. , , 

란 등 비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과 군사력 증강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었다. 

재선에 성공한 트루먼 대통령은 년 자신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1949

서 새로운 대외원조에 대한 제안을 선보였다 그 제안에는 첫째 국제. , 

18) 이현진 , 2009, p. 38.

19) Katherine A. S. Sibley, “Foreign Aid - The cold war foreign aid 
program, 1947 1953”–

20) Katherine A. S. Sibley, “Foreign Aid - The cold war foreign aid 
program, 1947 1953”–



- 15 -

연합 에 대한 지원 둘째 국제 경기 회복을 위(UN: United Nations) , , 

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셋째 사회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평화를 사랑, , 

하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포, ‘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과학적 진보와 산업(Point Four)’ “( ) 

적 성취를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대담한 새 프로그램 이 ”

포함 되어 있었다.21)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취임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포인트 포 

계획은 약 만 달러규모로 제 세계에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3500 3

그램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후진국의 경제를 개. 

발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와 무역을 확대시키, 

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22) 마셜 플랜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를 회 

복한 유럽은 더 이상 미국 경제원조의 최대 수혜처가 아니었다 유럽의 .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년 즈음에 이르자 이제 미국의 국가적 관심, 1950

은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집중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 ,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식민지 해방으로 탄생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여러 신생 국민국가들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제 , 

세계는 냉전의 핵심 전장이 되었다 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냉3 . 1950

전 초기 신생독립국가에서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미소 갈등이 극단

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1) Harry S. Truman, “Truman's Inaugural Address”, 20 January, 1949 
(http://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50yr_archive/inagural20jan1949
.htm) 

22)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Point Four Background and 
Program”, July 194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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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 세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외원조가 본격적으3 , 

로 이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단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정을 통해1951 ‘ (Mutual Security Act)’ 

서였다 유럽부흥계획에 의한 미국의 서유럽 지원이 년에 종결됨. 1951

에 따라 미국의 대외원조는 그 방식과 목표를 수정하고 지원대상도 확, 

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제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은 대외원조. 

를 단순한 서방세계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자유진영의 상호, 

안전보장과 개별적 집단적 방위를 강화하고 우방국의 안전과 독립을 보·

장하며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우방국의 자원을 개발하고 우호국, , 

이 쉽게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조직에 참가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23) 

이러한 목표와 맥락을 공유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포인트 포 계획도 

상호안전보장법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수혜국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 

원조에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파견으로 기술적인 지식을 전

파한다는 내용의 이 계획은 년부터 년까지는 국무부 산하의 독1950 53

립 기구인 기술협조처(TCA: Technic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에서 주관하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부터는 전반적인 대외원조 프로그

램에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년 상호안전보장법이 제정되자 마셜 플랜을 주관하던 경제협조1951 , 

처는 해체되고 대신 상호안전보장국(MSA: Mutual Security Agency)

을 설립하여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조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 

23) 남궁곤 이서영 년대 미국의 대외원조 확대론 연구 국제정치논 · , 1950 , 「 」 『
총 제 집 호51 4 , 2011,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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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상호안전보장국이 창설된 후에도 군사원조는 여전히 국방부가 담

당하고 기술원조는 국무부의 관리 하에 있어 통일된 원조 운영이 불가, 

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정부에서는 . 1953

년 대외활동본부 를 설립하여 (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일원적으로 원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외정책을 주관하는 국. 

무부와 대외활동본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년, 1955

에 다시 대외활동본부를 폐지하고 국무부 내에 국제협조처(ICA: 

를 신설하여 원조기구가 국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무부를 통해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국제협조처 설립 이후에. 

는 군사 원조만 국방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원조는 국제협조처에

서 취급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24) 포인트 포를 담당하던 기술협조처  

역시 이 때 국제협조처 산하의 한 부서로 재편되었다.

냉전체제가 고착되는 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소련의 팽창을 저1950

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직접적인 정. 

치 군사 개입과 더불어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제협조처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개발도상국. 

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은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성격의 비자본성 원

조의 기제들을 이용하였다. 

24) 이현진 , 2009, pp. 38~39; Josehp M. Stok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World Affairs, Vol. 119, No. 2 (Summer, 
1956),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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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정책2.2. 

냉전기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외원조와 더불어 중

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문화공보정책이다 제 차 세계대전을 거치. 2

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미국은 유럽 , , 

중심의 기존 제국주의 질서를 해체하며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 ’(Pax 

세계 질서로 재편해 나갔다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질서Americana) . ‘ ’ 

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서구 국가들이 그 다음의 지위를 누리며 마, 

지막으로 제 세계 빈곤국이 말단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취했다3 .25) 앞  

절에서 언급한 각종 대외원조 정책은 미국이 제 세계 국가를 팍스 3 ‘

아메리카나 세계 질서의 말단에 편재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미국에게도 위협은 존재했. 

다 바로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 진영과 제 세계의 신생독립국가들이. 3

었다 미국은 자신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두 적대적 요인과 . 

대결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동맹 경제원조와 같은 , 

전통적인 외교수단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26)

년대 말부터 미국은 미국 중심의 역사관과 문화적 우월성을 사1930

25) Franz Schurmann, 1974, The Logic of World Power, An Inquiry into 
Origins, Currents, and Contradictions of World Politics, Pantheon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Books, New York, pp. xix-xxi; ,『
민족주의 냉전시대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1945-1965) , 』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에서 재인용( : ), 2008, p.28

26) American Assembly, 1956, The Repres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Abroad, New York, American Assembl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허은 에서 재인용Colombia University, p.14; , 200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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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기반으로 삼고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추진했다.27) 제 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트루먼은 전쟁 기간 2

에 대외 공보 및 선전 업무를 담당한 조직들을 해체하고 그 역할 및 , 

물적 인적 자원을 국무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공보와 교· . 

육관련 인적 교류 사업을 책임졌다.28) 제 차 세계대전 직후 전체적인  2

예산 감축과 더불어 선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의 

대외 공보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소련이 문화공보 , 활동을 

강화하자 대외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29)

년 유럽에서 미국의 해외 공보 활동을 시찰한 미국 의회 그룹은 1947

소련의 선전 활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대외 

문화 공보 활동이 절실하다는 인식 속에 년 월 미국 공보 및 교1948 7 ‘

육교환 법’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을 공포했다 일명 스미스 문트 법 으로 Act of 1948) . ‘ - (Smith-Mundt) ’

명명되는 이 법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문화 공보 활동에 대2

27)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 , 「 」
한국언론학보 44-3, 2000, pp.44-46.『 』 

28) Howland H. Sargeant’s Lecture at National War College(1952. 8) 
Subject: The Overt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p.6, RG59, Decimal File 1950~1954, 

트루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장관 번스 는 Box2245. (James Byrnes)
국제공보문화국 을 설치하고 ‘ (Office of International and Cultural Affairs)’

공무담당 서기관보의 관할 아래 두었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 2
년대 미 국무부 내 문화공보관련 부서는 년 1950 1947

국제공보교육교환국‘ (Office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년 국무부 산하의 반독립조직 국제공보처Exchange)’, 1952 ‘ (International 

를 거쳐 년 국제문화관계국Information Administration)’ 1959 ‘ (Bureau of 
등으로 변화했다 허은 에서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 ( , 2008, p.30

재인용)

29) 장영민 정부수립이후 미국의 선전정책 , (1948~1950) , 「 」
한국근현대사연구 집31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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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냉전의 고조가 미국이 대외 문화 공. 

보 활동을 본격화한 일차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30) 이 법안의 목적은  

타국 국민에게 미국의 실상‘ (full and fair picture of the United 

을 알린다는 데 있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무부의 주도로 미국민States)’ . 

이 외국민과 더욱 긴 히 접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년에는 학생 및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 1946

교환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는 풀브라이트 법 이 만들‘ (Fulbright Act)’

어졌다 풀브라이트 법은 대상 지역을 전시 잉여 물자 소유국으로 한정. 

한 반면31) 스미스 문트 법은 그 대상 지역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차, -

이가 있다.

냉전이 고조된 년부터 년 기간 동안 미국은 계획적이고 적1948 1950

극적인 공보정책 기조를 취했다 대외 문화정책과 활동이 선전 또는 심. 

리전과 보다 긴 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32) 미국의 실상을 알 

린다는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은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국민의 견

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년 월 트루. 1950 4

먼 대통령이 미국의 대외공보 활동을 진실의 전투‘ (Campaign of 

로 명명한 것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Truth)’ .33) 트 

루먼이 말한 진실의 전투 란 자기 확신이 없고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 ’ , 

있거나 전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유 만이 사‘ ’

30) American Assembly, 1956

31) 고광만 훌브라이트 플랜의 이념과 내용 사상계 호 , 1960, , 89 , p. 「 」 『 』
132.

32) 허은 , 2008, p.142.

33) Howland H. Sargeant’s Lecture at National War College, pp.7-8.



- 21 -

회경제적 진보를 위한 길이며 또한 정치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길이라, 

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한국전쟁이 계기가 되어 미국은 . 

공보활동에 대한 재원을 크게 확충했다.34)

트루먼 행정부의 국무부 서기관보로서 대외 문화공보정책을 주도했던 

바렛 은 교육교환계획을 통한 인적교류가 미국의 (Edward W. Barret)

대의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전위 들을 양성하는 데 가장 ‘ (vanguard)’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35) 교환계획의 일차적인 목적은 미국이 달성한  

문명을 연수자가 몸소 체험하도록 하여 자국의 역동성 결단력 힘 을 ‘ , , ’

깨닫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 

국의 국가안보와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맞추어졌다.36) 그러므 

로 교육교환계획을 통한 미국연수의 목적은 미국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대상자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의 질서, 

와 체제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선전은 미국의 정책 행위들이 제기되는 방식과 언술을 조절함으로써 

외국인의 태도와 견해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선전조직의 역할은 해당 지역 대상자의 바람 열망 두려움 믿음 등에 , , , 

대한 정확한 지식까지 파악하고 미국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관철될 수 

34) 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Information President, → 
허은 에서 pp.1-2, RG59, Decimal File 1950~1954, Box2237; , 2008, p.31

재인용

35) Edward W. Barret -> John J. Roony. pp.7-27. 1950. RG59 Decimal 
file 1950~54. Box 2237. (Walter L. Hixon, 1998. Parting the Curtain –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First St. Martin’s 

허은 년대 주한 미공보원 의 역할과 문화전Griffin edition.; , 1950 ‘ ’(USIS)「
파 지향 한국사학보 제 호 에서 재인용, 15 , 2003, p.232 )」 『 』

36) 허은 에서 재인 Edward W. Barret John J. Roony, p.3; , 2003, p.232→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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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조율하는 것이었다.37)

년 아이젠하워 집권 이후 미국은 대외 문화 공보 기구를 재편했1953

다 효율적인 대외 공보 활동을 위해 기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보 . 

기능을 통폐합시킬 필요성이 제기됐고38) 이는 년 미국해외공보, 1953 ‘

처 를 만들어 미국의 대외 (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문화 공보 활동을 전담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단 교육교환계획. ‘ ’

은 공보 기구가 관할하면 그 비정치적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

단 하에 미국무부가 계속 관할하였다.39)

년 국무부는 전 세계를 크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문화공보1951

활동의 주안점을 달리했다 즉 소련 및 위성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 1) 

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 특히 서유럽 , 2) (

혹은 서독 자유진영의 안정과 단결을 흔드는 요소들과 싸우는 지), 3) 

역 근동 중동 동남아시아 소련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 소련( , , ), 4) ( , 

동구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이해가 깊은 지역 특히 라틴아메리카 으), 5) ( )

로 구분하였다.40) 년대 남한이 처했던 조건과 유사한  1950 1), 2), 3), 

지역들에 대해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목표를 제시했다 지역5) . 1)

37) IPO Hamilton IMA/B Parker May, subject: Part II. projectoin – → – 
of IIA Program. pp.5-8. RG59 Decimal file 1950~54 Box 2245 

허은 에서 재인용511.00/10-2052; , 2003, p.232

38) 국무부의 국제공보처 상호안전보장처 기술협조 본부 등이 대표적인  , , 
부처들이었다 허은. ( , 2008, p.32)

39) John W. Henderson, 1969,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허은 에서 재인용Frederick A.  Prager Pub., pp. 48~53; , 2008, p.32

40) Memo from P-Walter K. Schwinn. August 14 1951. Subject: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in the Present 
Situation. ANNEX V: THE INFORMATION PROGRAM pp.2-6. 

허은 에서 재인용RFG59. Lot file. No. 62 D385, Box 60.; , 2003, p.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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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유수호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곳 지역은 동맹의 필, 2) 

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는 곳 지역은 자유세계의 안정과 응집을 약화, 3) 

시키는 극단적인 경향이나 중립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곳, 

그리고 지역은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원은 5)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곳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극단적 민족주의 를 배제함과 동시에 타민족의 민족‘ ’ ‘

적 자유 를 향한 열망을 지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national freedom)’

고자 노력하였다.41) 여기에서 민족적 자유 란 고유문화 특질을 유지하 ‘ ’ ‘

고자 하는 열망과 국제 사안에 대해 발언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 

다시 말해 민족국가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미. 

국의 대외문화정책에서 드러나는 민족국가의 지위와 문화에 대한 인‘

정 과 자유진영의 안정과 응집 이라는 논리적 상충은 전후 민족국가를 ’ ‘ ’

기본단위로 냉전체제의 한 축을 운영해야만 했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자유진영의 안정과 단결 이란 기준은 냉전체제에서 한. ‘ ’

편으로 진영의 확대를 위해서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 

한편에서는 진영 내의 안정을 위해 이념적 통합을 추구하며 불안 요소, 

로 판단되는 교류국가의 민족문화 또는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

과 타당성에까지 적극 개입하는 자유진영 맹주의 구조적 위상을 드러

내는 표현인 것이다.42)

미 해외공보처 수립 이후 대외 문화 공보 활동은 미국의 국무부와   

41) Memo from P-Walter K. Schwinn. August 14, 1951. Subject: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in the Present 
Situation, p.2.

42) 허은 , 2003,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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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보처로 양분되었다 국무부는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관리 연수자 . , 

활용에 대한 정책 지침 마련 등 교류 계획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였

다 해외공보처는 기존 국무부의 국제공보처. (IIA; International Infor- 

가 담당하던 역할 중 현지 공보원과 도서관 운영 출판mation Agency) , 

물 배포 전시회 개최 영화 상영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흡, , , ( ) 

수해 미국의 문화와 대외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43) 하지만  

해외공보처의 직접 지시와 사안에 따라 국무부로부터 지침을 받는 현

지 미국공보원 이 양 사업 모(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두를 관할했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업무 분할은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44) 

여기서 년대 미국 정부의 대외 문화 활동은 국무부와 해외공  1950

보처에 의해서만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 

부는 자국의 제도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대외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본연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의 가치를 알리는 역

할을 맡도록 했다.45) 미해외공보처와 국무부가 제도와 가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한 인적교류사업 세미나 및 공개 학술토론회 책자, , 

의 생산과 배포 등의 다양한 수단은 대외 활동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

43) Report of the State - USIA Task Force on International Cultural 
Activities, 1955. 4. pp.15~18, RG59, Central Decimal File 1955~59, 

미해외공보처 역시 국제 세미나에 대한 촉진과 참여 등에 관련된 Box2070. 
역할을 수행했다 국무부와 해외공보국의 차이는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다 허은 에서 재인용. ( , 2008, p.32 )

44) 각 현지공보원 에는 공보관 이 장을 맡고 (USIS) (Public Affairs Officer) , 
현지 미국 외교 사절단장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보기구 기능 및 활동상( , 1964, , , pp.  『 』

허은 에서 재인용45-46; , 2008, p.32 ) 

45) 허은 , 2008, p.32



- 25 -

는 미 국방부와 대외원조기구에 의해 의식적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 

원조기구가 추진한 기술 교육은 연수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술이나 제

도에 관한 지식의 흡수 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 

기회를 제공했다 년대 미국식 제도와 가치의 전파는 문화 및 공. 1950

보 관련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기보다 이 부처를 중심으로 대외 

활동 부서 간의 협조 속에 각자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전

개된 것이다.

년 이후 미국의 냉전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의 급진적 변화를   1955

모색하는 입장에서 점진적인 개혁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46) 같은 해  

월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탄생으로 공산진영 국가들 간의 관계가 더5 , 

욱 돈독해지자 사회주의 진영 국가의 해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 

인식한 미국은 공산진영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주력했다.47) 이 

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수단보다 미국식 생활양식과 대중문화 등을 알, 

리는 데 유용한 수단인 번역 출판 영어 교육 전시회 개최 국제박람회 · , , , 

참가 등이 공산진영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

졌다 이 시기에 늘어난 해외에서의 전시회와 각종 국제박람회는 디자. 

인이 미국 외교의 신 무기로 각광받는 계기가 되었다. 

46) Ibid., pp.4-11.

47) Walter L. Hixon, 1998,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 
and the Cold War 1945~1961, First St. Martin’s Griffin edition,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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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의 흐름3. 

다음의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냉전 초기에 미국 정부가 자신의 대외3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각종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냉전기 미국 외교의 전개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 

정책은 주로 앞 절에서 논의한 경제원조나 문화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 디자인외교 는 이 디자인을 활용한 대외원조를 의. ‘ ’

미하는 디자인원조 와 디자인을 활용한 문화공보활동을 뜻하는 디자‘ ’ ‘

인공보 둘 다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 . 

우선 각종 차 자료를 통해 수집한 사례들을 토대로 전후 미국의 대1,2 , 

외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디자인외교가 전개되어 나간 과정을 세 갈

래의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셜플랜과 디자인외교의 시작3.1. 

사실상 제 차 세계대전의 유일한 수혜국이었던 미국은 전쟁으로 피2

폐해진 서유럽의 경제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원조계획인 마

셜플랜을 발표함으로써 자유진영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전쟁이 . 

연합군 전체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년 서유럽의 경제 상, 1946

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의 유례없는 한. 

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서유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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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미국을 향한 안보 , 

위협을 의미했다 따라서 서유럽의 경제적 안정과 자유시장으로의 편입. 

은 미국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다.

서유럽 개국에게 억 달러를 지원하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원16 120

조에 미국이 선뜻 나선 것은 또한 경제적인 이해에 의한 것이기도 했

다 종전 직후부터 미국은 서유럽을 위한 원조를 시행하였으나 그 목. , 

적은 경제 재건이 아닌 긴급 구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좀. 

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럽의 경제 불황은 점차 미국 경제

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전쟁 중 군수물자의 수요 증가로 확대된 . 

생산 규모는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나 종전으로 정부의 군비 , 

지출이 감소되자 생산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이 안정적으로 생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필수적

이었는데 소비력이 크게 약화된 유럽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상품의 , 

시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서유럽의 경제, 

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내세운 핵심어는 생산성 향상 이었‘ ’

다.48) 년까지 전쟁으로 붕괴된 서유럽의 경제를 복구한다는 마셜 1952

플랜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

의 생산성 격차 였기 때문이다 전후 유럽 국가들은 (Productivity Gap) .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 설비들로 인해 원활한 물자의 공급이 불가능했

으므로 원자재는 물론 공산품까지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해왔는데 그, 

48) Bent Boel, The European Productivity Agency and Transatlantic 
Relations, 1953-61, Museum Tusculanum Press, 200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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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수출량은 미미하여 수출입의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 

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럽의 경제는 기약 없이 미국의 원조

에만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유럽과 미국. 4

의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회복하는 성과를 

보아야만했던 마셜플랜은 자연스럽게 유럽의 생산성 향상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49)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또한 유럽인들에게 미국처럼 눈부신 경제적 성

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마셜플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50) 이미 년대 초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 1940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낮은 생산성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51) 이 이데올로기를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은 년부터 시행된 기술원조프로그램1948 (Technical Assistance Pro- 

이었다 노하우와 아이디어 산업생산을 대하는 태도 등의 무형의 gram) . , 

자산을 전수하는 기술원조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정

책이었다 산업의 물리적인 토대를 건설하는 원조도 필요하지만 근본. , 

적으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노사관계나 임금 및 가격 책정

의 구조 또 마케팅과 유통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이 이 정책을 옹호, 

하는 이들의 논리였다.52) 

49) Bent Boel, Ibid., pp.22~23.

50) Bent Boel, Ibid., p.24.

51) Anthony Carew, “The Anglo-American Council on Productivity 
(1948-52): The Ideological Roots of the Post-War Debate on 
Productivity in Brita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6, No. 
1 (Jan., 1991), p. 49.

52) Bent Boel, Ibid.,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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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산업디자인은 특히 마케팅과 유통의 차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의 하나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주목

을 받았다 사실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의 근대적 개념은 년대  산. 1860

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잉태되어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거치면서 다듬어

진 것으로 그 역사로 따지면 서유럽이 미국보다 더 오래되었으나 전후 , 

미국 경제에서 산업디자인이 담당하던 역할은 유럽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공예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철학과 . 

미적 감각을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일종의 예술가에 가까운 존재였다면, 

포디즘 으로 대표되는 전후 미국의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디(Fordism)

자이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매개자이자 그 자신이 기업가이기도 

했다.53) 미국에 비해 반 이상 낮은 생산성으로 고민하던 유럽인들에게  

생산의 과정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산업디자인은 많은 궁금증을 유발

하였다. 

디자인연수 생산성 향상 비결로서의 산업디자인3.1.1. : 

마셜플랜 원조를 주관하던 미 정부기관인 경제협조처와 영국 재무부

의 협조 하에 만들어진 기관인 영미생산성위원회(Anglo-American 

에서는 년 미국의 산업과 마케팅의 강점Council on Productivity) 1950 , 

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 명의 전문가를 미국의 포장 디자인 13

53) J. Gordon Lippincott, “Industrial Design as a Profession”, College Art 
Journal, Vol. 4, No. 3 (March, 1945), p. 149.



- 30 -

조사단으로 파견하였다 이 집단은 포장산업의 기술 경영 전문인력들. ,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시장에서 포장의 전반적인 효과와 포장디자인의 , 

외양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단지 제품의 외관과 사용성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프로세스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한 응답자는 영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 

하는 미국의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영국 상품들이 미국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54) 디자인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이 

러한 인식은 마이클 파 의 년작 영국 산업에서의 (Michael Farr) 1955 『

디자인 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미국의 (Design in British Industry) . “』

컨설턴트들은 자신의 의뢰인에게 좋은 디자인은 곧 사업의 성공을 의

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영국의 제조업자들에게도 이러한 .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55) 고 서술했다” .

년에는 개국의 기업 임원 상품개발담당자 엔지니어 교육자 1955 10 , , , 

등으로 구성된 인의 전문가들이 유럽경제협조기구와 미국 국제협조26

처의 후원 하에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을 파견한 목적이 산업디자인. 

의 기능 조직 그리고 방법론을 조사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 

자 중 산업디자이너는 두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당시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의 회장이었던 피터 뮬러 멍크 의 안내로 조(Peter M ller-Munk)ü

사단은 디자인 학교와 기업 등을 탐방하였다 참여 인원의 대다수가 미. 

54) Arthur J. Pulos, The American Design Adventure, 1940-1975, 
Cambridge, Mass.: MIT Press, 1988, p.233.

55) Michael Farr, Design in British Industry, New York: Cambridge, 
에서 재인용1955, pp.150-151; Arthur J. Pulos, Ibid.,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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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맥락에서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연수에 참가했으

나 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산업디자인의 요소를 습득하여 , 

유럽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본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각 기업에서 중역의 위치에 있었던 참가자들은 이 시찰에. 

서 얻은 교훈을 실제 경영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 

의 연수는 유럽에 미국적 의미의 산업디자인이 도입되는 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56)

그렇다면 이들이 배워온 미국의 산업디자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

용이 있었을까 귀국 후 시찰단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미국 산업디자? 

이너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상품의 외양 디자인 혹은 스타일링 생산품에 완성도와 매력을 부과, ‘ ’ (∙

하는 것 담당) 

상품에 소비자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감을 주는 특징 부여, ∙

소비자들의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계획적 진∙

부화 에 부응하는 디자인(planned obsolescence)

제품의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다양한 가격대, ∙

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장

제 차 세계대전 중에 새로이 등장한 인간공학 이2 (Human Engineering)∙

라는 학문의 성과를 디자인 과정에 적용하여 제품이 인간의 필요에 부, 

합하는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에서 색을 마케팅과 스타일의 차원을 넘어서 기능적 요소∙

로 사용57)

56) Arthur J. Pulos, Ibid.,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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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이에 더불어 포장 그리고 박람회의 디자인 역시 CI, , 

마케팅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밝혔다 이처럼 전후 미국의 대. 

량 생산 체제 하에서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마케팅과 판매에 이르기까, 

지 곳곳에 개입하는 산업디자인은 판매량을 높이고 소비 습관을 유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러한 점을 직접 관찰하고 돌아온 . 

시찰단은 유럽에도 미국 디자인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 

론 현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생산은 불가능할지라도 유럽 국, 

가들 간의 관세장벽과 각종 무역 규제들을 없앰으로써 유럽 전체를 미

국보다 더 큰 규모의 통합된 시장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

다.58)

이처럼 마셜플랜 원조 체제 하에서 미국의 산업디자인은 당시 미국, 

과 유럽이 공유하던 경제적 목표인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공식 정부 기. 

관들 외에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시찰단을 파견하여 미국의 디자

인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였다.59) 이와 같은 일련의 디자인 연수의  

사례들만 놓고 보면 하나의 과정 혹은 방법론으로서의 미국 산업디자

인이 일방적으로 유럽에 전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셜플랜의 예산으로 , 

행해진 디자인외교가 연수를 통한 기술원조라는 단일화된 방식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57) Arthur J. Pulos, Ibid., p.234

58) Arthur J. Pulos, Ibid., p.234; Bent Boel, Ibid., pp.18-19.

59) 년에는 여섯 명의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이 미국을 방문했으며 1953 , 1955
년에는 서독의 디자이너 교육자 역사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유사한 목적, , 
을 가지고 도미하였다. (Arthur J. Pulos, Ibid.,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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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시 유럽 상품들의 미국 시장 개척3.1.2. : 

마셜플랜 하에서 생산성이 강조된 것은 본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한 유럽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서유럽 국가들이 구매력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방법을 . 

전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상품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럽부흥계획 원조를 담당했던 기관인 경제협조처. 

에서는 디자인 연수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유럽 디자인상품의 미국 수, 

출을 돕기 위한 각종 전시회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는 년 월 뉴욕 과학산업박물관1949 4 , (Museum 

에서 개최된 독일 상품 전시회이다 이 전시of Science and Industry) . 

는 독일 상품의 미국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수출입국(Joint 

의 주최로 이루어졌는데 독일의 미국점령지에Export/Import Agency) , 

서 만들어진 개 제조사의 약 톤의 상품들이 출품되었다 당시350 1,500 . 

의 상황을 전달하는 잡지 인테리어 의 기사에 의하면 이 전시(Interiors)

는 경제협력처 국무부 육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 .60) 또 

한 이 잡지는 우리의 대량생산품과는 꿈에서조차 경쟁상대가 될 수 “(

없지만 이 전시에 참여한 독일 제품들에는 손으로 조각된 가구들 각) , 

종 섬유 제품 도자기 그리고 갤런의 가스로 마일을 달릴 수 있, , 1 50 

는 후방엔진 폭스바겐 승용차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61)

60) Arthur J. Pulos, Ibid., p.227.

61) Arthur J. Pulos, Ibid.,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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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전국공예협회 와 미국 (Compagnia Nazionale Artigiana)

경제협력처가 함께 기획하여 년부터 년간 미국의 개 미술관을 1950 3 12

순회한 대대적인 규모의 이탈리아 디자인 전시인, “Italy at Work: 

Her Renaissance in Design Today 그림 역시 이와 유사한 맥”( 1, 2) 

락에서 탄생했다 비록 전쟁에서는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싸웠지만 미. , 

국은 패전국이 된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중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오랜 공예의 전. 

통은 수출을 유도하여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으로 주목

을 받았다. 

전후 복구에 한창이었던 시기에 동시대 이탈리아 디자인과 장식미

술에 대한 총체적인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탈리아의 수

공예 장인들과 디자이너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마셜플랜 시. 

행 이전부터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공통된 인식 하에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며 이탈리아 정, 

그림 1 전시 도록 표지 왼쪽 와 전시장 내부 오른쪽 “Italy at Work” ( ) ( )
출처 웹사이트( : 1000objekt.org, Brooklyn Muse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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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62)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여 년에  1950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협력처와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하는 전국공

예협회의 지원 하에 전시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브루클린 미술관 관. 

장인 찰스 나이젤 시카고 미술관의 장식미술 담당 (Charles Nagel Jr.) 

학예사 메릭 로저스 미국의 저명한 산업디자이너(Meyric R. Rogers), 

인 월터 도윈 티그 그리고 이탈리아 전국공(Walter Dorwin Teague), 

예협회의 부회장인 라미 알렉산더 로 구성된 작품선(Ramy Alexander)

정위원들은 경제협조처의 예산으로 약 달간 이탈리아 전역을 답사하3

며 전시할 작품을 수집하였다.63) 

전시에서는 답사를 통해 수집된 약 점의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2,500

되었다 전시는 중상류층 가정의 실내를 실제 비율로 옮겨 놓은 다섯 . 

종류의 인테리어를 가운데에 두고 가구 도자 유리 금속과 법랑, , , , 

대리석 공예 와 모자이크 장신구와 보석 섬유(enamels), (pietra dura) , , 

와 자수 짚 공예 섬유 완구 산업디자인의 카테고리, (straw-work), , , 

가 주변을 두르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64) 

전시 도록에 따르면 작품을 선별할 때 그것이 꼭 전통적인 의미에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형태와 색채가 그 재질과 기능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폈으며 특히 전통적인 형태를 현대에 적, 

62) Arthur J. Pulos, p.229.

63) Brooklyn Museum Archives.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Press releases, 1947 - 1952. 07-09/1950, 071. 

(http://cdn2.brooklynmuseum.org/labels/PUB_Press_releases_1950_071.jpg
?lightboxed=1)

64) Meyric R. Rogers(eds.), Italy at Work: Her Renaissance in Design 
Today, Exhibition Handbook, Rome:the Compagnia nazionale artigiana, 
1950,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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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식에 있어 얼마나 신선함이 돋보이는지에 주목하였다고 한다. 

이런 선별의 기준들이 이탈리아의 특수한 맥락과 만나 선정된 작품들

은 대부분이 수공예에 속하는 것이었다 기계 생산의 결과 만들어진 산. 

업디자인 제품에 해당하는 타자기나 에스프레소 머신 등도 전시품 목

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 비율은 매우 작았으며 동선상으로도 가장 마

지막에 배치되었다.65) 

전시의 구성과 내용만을 볼 때에는 일반 미술관 전시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전시는 특수한 의도 하에 기획된 것이었다, . 

전의 홍보를 위해 브루클린 미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Italy at Work”

에서는 이 전시를 미국의 경제 원조와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

이룩한 전후 이탈리아의 정신적 산업적 부활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시·

선66) 이라 소개하며 전시된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제품들이 미” , “( ) 

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을 통해 소개될 예정 이고 이 전시는 이탈리” , “( ) 

아의 달러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분야가 다르므로 미국 산( ) 

업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67) 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 

또한 전시 서문에서도 이 전시의 주 목적은 물론 미국의 대중에게 

유용하고 아름다운 사물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쁨을 주고 

65) Meyric R. Rogers(eds.), Ibid., p.17.

66) Brooklyn Museum Archives.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Press releases, 1947 - 1952. 10-12/1950, 095-8.

(http://cdn2.brooklynmuseum.org/labels/PUB_Press_releases_1950_095.jpg

?lightboxed=1)

67) Brooklyn Museum Archives.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Press releases, 1947 - 1952. 10-12/1950, 095-8.

(http://cdn2.brooklynmuseum.org/labels/PUB_Press_releases_1950_095.jpg

?lightbox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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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 바로 , 

이 전시에서 소개된 활동들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서 이탈리아와 우리 

서구 세계 사이에 보다 공고한 생산자 소비자의 (our western world) -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적고 있다.68) 이러한 언급은 미국 정부 

의 지원 하에 기획된 이 전시가 단순한 문화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이, 

탈리아의 공예 및 디자인 상품의 수출을 도모하고 경제적 안정을 성취

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디자인의 해외 전시 문화냉전의 전위부대 3.2. : 

앞 절에서는 마셜플랜과 함께 전개된 디자인 외교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유럽의 경제적 .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시행되었던 마셜플랜에서 디자인 역시 

이러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이렇. 

게 활용된 디자인은 한 마디로 잘 팔기 위한 디자인 이었다 유럽의 ‘ ’ . 

디자이너들이 미국에 와서 배워가려 한 것도 미국 디자인의 형태적 우

수성이라기보다는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제조 및 마케팅과 결합하는 

방식이었으며 미국에서 열린 각종 전시회에 출품된 유럽산 상품들의 , 

디자인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의 판로를 개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미국이 유럽의 디자인을 팔아주기 위. 

해 들여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미국 디자인을 유럽에 내보내. 

68) Meyric R. Rogers(eds.),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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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디자인은 단지 팔기 위한 것만은 . 

아니었다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이 마셜플랜이라는 원조 정책. 

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유럽에서 전시된 미국의 디자인은 냉전, 

기 미국 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대외원조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 문화공보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핵무기의 개발로 무력 충돌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진 전후의 상황 

속에서 문화는 비등한 군사력의 미소 두 강대국에게 새로운 무기로 부, 

상했다 미소 정부와 민간기관은 유럽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 

위해 다양한 문화 학술 예술적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 , . 

심리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타입의 전쟁으로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 

간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했던 일종의 총력전이었다.69)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냉전 이라 지칭하면서 이것을 미국과 소련 양국“ ” , “

이 정치 경제 군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오락 생활양식까지를 포, , , , , 

함하여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세계인의 마음 을 얻기 위해 전개한 문, ‘ ’

화 정보 미디어 전략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 .70) 문화냉전 

은 단순히 언어상의 프로파간다를 넘어서 정 공작 문화외교 교육교, , 

류 과학기술협력 출판 번역 핵개발 군축 전쟁 등 국제여론에 영향을 , , · , , , 

끼치는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시회는 . 

69) Frances Stonor Saunders,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The New Press, 1999;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김려실 댄스 부채춤,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 , , 「

영화 문화냉전과 년대 의 문화공보 현대문학의 연USIS : 1950 USIS , 」 『
구 제 집 년 월 에서 재인용49 , 2013 2 , p.49 .』 

70) 기시 도시히코 쓰치야 유카 편 김려실 역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연 · , , : 『
구를 탈중심화하기 서울 소명출판, : , 201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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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풍부함과 더불어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시각적으로 상대국

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문화냉전의 도구로 활용된 각종 전시회는 주로 국무부의 공보 담당 

부서들이 도맡았다 트루먼 행정부의 국제공보처나 아이젠하워 행정부. 

의 해외공보처 같은 기관들이 전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했

으나 구체적인 전시의 내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시기 특히 미술과 디자인 전시를 도맡으면서 . 

비공식 외교관으로 활동한 것이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이하 이었다Modern Arts, MoMA) .71) 

당시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전통적인 순수미술의 영역에 속하는 회

화와 조각만을 취급했던 것과는 달리 의 초대 관장인 알프레드 , MoMA

바 는 년 구상 단계에서부터 기존 미술관에서 (Alfred H. Barr Jr.) 1929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을 포괄하여 국내외의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년에 이르러 는 초기에 바가 계획한 형태. 1940 MoMA

를 거의 갖추게 되었는데 그 결과 산업디자인 건축 사진 타이포그래, , , , 

피와 같은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부서들이 자리를 잡았다.72) 미국미 

술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회화 및 조각 컬렉션과 더불어 동시대의 ,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의 디자인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71) Gay McDonald, “Selling the American Dream: MoMA, Industrial 
Design, and Post-War France”,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17, 
No. 4, 2004, p.398; Museum of Modern Arts, “International Council 
and International Program Records”, Subseries I.B: International 
Program SP-ICE Exhibition Files, through Series VI: International 
Council Administrative Records in The Museum of Modern Art 
Archives (http://www.moma.org/learn/resources/archives/EAD/ICIP_Seri 
esIAb.html)

72) Gay McDonald, Ibid.,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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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은 문화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MoMA . 

냉전이 구체화되면서 두 진영 간의 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는 년대에는 전시장이 전장을 대신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유럽 전1950

역에서 다양한 전시가 열렸다.73)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  

해외에서 열린 수 차례의 전시회 중에는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표 해외에서 미국디자인을 전시한 목적은 미국디자. [ 1] 

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 무, 

73) Jack Masey, Cold War confrontations: US exhibitions and their role 
in the cultural Cold War, Baden: Lars M ller Publishers, 2008.ü

시기 전시명 지원 기관 전시국

1951-53 Design for Use, USA 경제협조처, MoMA
서독 유럽과 , 
영국의 주요 도시

1952
We’re Building a 
Better Life

상호안전보장국 독일 베를린

1952-54
U.S. Selections for 
Berlin Trade Fair

상호안전보장국, 
MoMA

서독 오스트리아, , 
프랑스 이탈리아, 

1953-55
American Design for 
Home and Decorative 
Use

미국해외공보처,
MoMA

핀란드 스웨덴, , 
노르웨이 덴마크, , 
벨기에 이탈리아, 

1955
50 years of Modern 
American Art

미국해외공보처, 
MoMA

프랑스

1959
American National 
Exhibition in Moscow

미국해외공보처 러시아

표1 년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디자인 전시 목록 1951-59
의 보도자료 아카이브 국제교류 프로그램 목록과 관련 선행 (MoMA ,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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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미국인들이 즐기는 높은 삶의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유럽인들에게 설득하는 데 있었다.74) 이 시기의 디자인 전시 

들은 이러한 기본 목적을 공유하면서도 개최 배경과 주관 기관에 따라  , 

각각의 전시에서 특히 부각시키고자 했던 디자인의 성격은 조금씩 다

르게 나타났다. 

굿 디자인 으로서의 미국디자인3.2.1 ‘ ’

년의 그림 년의 1951-53 “Design for Use, USA”( 2, 3), 1953- 55

그림 그리고 “American Design for Home and Decorative Use”( 4), 

년의 는 모두 국내외의 정부 기관의 1955 “50 Years of American Art”

요청을 받아 에서 기획하여 해외에 수출한 전시였다 그 중에서MoMA . 

도 처음의 두 전시는 각각 서독 스투트가르트의 시 정부 핀란드의 미, 

국협회에서 미국 디자인의 최신 동향을 알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기획

되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점 또한 일치하는데. , 

는 당시 마셜플랜 원조를 주관하던 기관인 경“Design for Use, USA”

제협조처에서 는 , “American Design for Home and Decorative Use”

그 해에 새로 설립된 공보전담기관인 해외공보처에서 각각 지원을 받

았다.75) 

74) Pulos, The American Design Adventure, pp. 243, 246, 248.  
75) MoMA, “Museum’s ”Design for Use, U.S.A.“ Exhibition Sailed for 

Europe”, January 5, 1951, From MoMA Press Release Archives.  (https 
://www.moma.org/momaorg/shared/pdfs/docs/press_archives/1483/rel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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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시의 공통점은 여기

서 그치지 않는다 이 두 전. 

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

산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기계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대

량생산품 전통적인 방식으로 , 

생산된 수공예품 혹은 이 두 , 

가지 방식을 결합한 제품의 

세 종류로 구성되었다 최신의 . 

미국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

답게 전시품의 대다수는 플라

스틱 합금 혹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속과 주조 플라스틱을 결합한 비, 

교적 새로운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목재나 도자 유리 섬유와 , , ,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76) 이 두 전시가 이처럼  

구성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는 기획자가 같았기 때문이다. 

그 기획자는 바로 년대 에서 디자인 학예연구부장으로 각1950 MoMA

종 디자인 전시를 만들어낸 에드가 카우프만 이었(Edgar Kaufmann Jr.)

es/MOMA_1951_0001_1951-01-04_510104-1.pdf?2010); MoMA, 
“Design Exhibition Organized by Museum of Modern Art to Go 
Abroad”, August 20, 1953, From MoMA Press Release Archives. 
(https://www.moma.org/momaorg/shared/pdfs/docs/press_archives/1737/
rele ases/MOMA_1953_ 0067_56.pdf?2010)

76) MoMA, “Museum’s “Design for Use, U.S.A. Exhibition” Sailed for 
Europe”, 1951; MoMA, “Design Exhibition Organized by Museum of 
Modern Art to Go Abroad”, 1954

그림 2 전시  “Design for Use, USA” 
도록 표지 출처( : Gay McDonald, “The 

“Advance” of American Postwar Design 
in Europe“, 200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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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우프만은 년에 걸1950-55

쳐 일련의 장식을 배제한 기능

적인 디자인을 새로운 미적 기

능으로 제안하는 굿 디자인‘ ’ 

전시를 개최하면서 미국 디자, 

인의 질을 높이고 대중의 취향

을 교육하고자 하였다.77) 첫 번 

째 굿 디자인 전시가 열린지 

약 일년 후부터 는 정MoMA

부의 요청으로 유럽의 주요 도

시에서 미국의 훌륭한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들을 준비하게 되

는데 그것이 바로 년 서독의 스투트가르트를 시작으로 년간 유, 1951 3

럽을 순회한 전시와 뒤를 이어 핀란드를“Design for Use, USA” 시작 

으로 역시 년간 서 북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선보였던 3 · “American 

였다Design for Home and Decorative Use” .

에 전시를 의뢰하면서 경제협조처는 MoMA “Design for Use, USA” , 

이 전시가 현재 진행중인 마셜플랜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무한한 생

산성의 결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지를 가시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유럽인들을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77) Gay MacDonald, “The Modern American Home as Soft Power: 
Finland, MoMA and the ‘American Home 1953’ Exhibition”,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3 No. 4, 2010, p. 393.

그림 3 “Design for Use, USA” 
전시에 출품된 사의 주방용품 Flint 

정리대(Kitcheen Tool Range)
출처( : Gay McDonald, “The “Advance” of 
American Postwar Design in Europe“, 

2008,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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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전시는 독일 미술관의 초청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 

선전의 의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관객들의 거부감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 당시 경제협조처장이었던 윌리엄 포스터 가 . (William Foster)

전시를 기념하여 쓴 다음의 글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이 디자인 전시를 , 

지원함으로써 기대한 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우리 미국 는 우리가 염원하는 신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 ( )

차원에서 상품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를 달성하기 . 

위해서는 우선 유럽인들에게 미국의 태도와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제품들

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중략 이 전시에서 선보이는 제품들. ( )…… …… 

은 오늘날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서로의 생각에 .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교류만이 우리의 활발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

게 할 것이다.”78)

굿 디자인 전시에서는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 없이 카우프만이 생각, 

하는 굿 디자인 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디자인을 다루었던 것과는 ‘ ’

달리 미국의 디자인을 소개해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 전시에서, ‘ ’ 

는 오로지 미국 디자이너의 작품들만이 배타적으로 출품되었다 소재. , 

제작 방식 생산 시기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하게 채택된 디자인들은 , 

그 자체로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삶의 질과 풍성한 소비 생활

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전 해에 굿 디자인 전시를 준비하면서 카우프만은 미국인들에게 좋

78) W. C. Forster [sic], “Introduction” in Industrie und Handwerk 
schaffen neues Hausger t in USA (Berlin: Druckeri Erich Zander), n.p.; ä

에서 재인용Gay McDonald, Ibi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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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향이란 어떤 것인지를 교육하고자 했다면 두 차례의 전면적인 미, 

국디자인의 유럽 순회전은 유럽인들에게 상업적으로만 평가받아온 미

국 디자인이 바로 굿 디자인 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 미‘ ’ . 

국의 홈퍼니싱 시장에서 유럽산 수입품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

며 유럽의 제조업자들은 미국을 사업상의 파트너로만 인식해 왔기 때, 

문에 두 지역의 디자이너들 간에 스타일 상의 교류는 거의 없었으며,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유럽에 조언을 구하

는 식이었다.79) 

그런데 전후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이와 대비되어 미국 경기 

호황이 두드러지면서 유럽의 디자인 잡지들은 미국의 홈퍼니싱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는 이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에서 . MoMA

열린 가구 박람회에 작은 규모의 미국 가구를 전시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가운데 유럽 전역에 미국의 홈퍼니싱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가 그, 

것도 독일의 초청으로 개최된 것이다 의 기획자들은 이것이 미. MoMA

국 디자인의 양적인 풍부함과 질적인 우수성을 유럽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카우프만이 쓴 전. 

시 서문에 잘 드러난다. 

이제는 유럽인들도 우리 미국 를 디자인의 창조자“ ( ) (design origin- 

들로 인정하고 있 으며 유럽인들이 미국을 순전히 상업적인 관ators) ” , “

점에서 수출 시장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국의 진보된 디자, 

인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다”80)는 카우프만의 언급은 “Design for 

79) MoMA, “Museum’s ”Design for Use, U.S.A.“ Exhibition Sailed for 
Europe”, January 5, 1951

80) MoMA, “Museum’s ”Design for Use, U.S.A.“ Exhibition Sai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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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전시의 기저에 미국  USA” 

디자인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

둔 것을 넘어서 문화적으로도 

유럽의 디자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

가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81)

이러한 자신감은 년의 1953

“American Design for Home 

그림 and Decorative Use”( 4) 

전시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

다 미국의 전통 공예품들을 최. 

신 굿디자인 상품들과 나란히 

전시하고 대중적인 상품과 더, 

불어 고급 디자인의 사례를 함

께보여줌으로써 카우프만은 미, 

국디자인은 대체로 저렴하고, 

질이 낮다는 유럽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했다.82) 뉴요 

커에 실린 인터뷰에서 카우프먼은 이 전시는 미국 디자이너들과 제“( ) 

조업자들이 손이 아닌 기계를 이용해서도 훌륭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유럽인들은 우리 미” , “ (

Europe”, January 5, 1951

81) Gay McDonald, Ibid., p.24

82) Gay McDonald, 2010, “The Modern American Home as Soft Power: 
Finland, MoMA and the ‘American Home 1953’ Exhibition”, p.396

그림 4 “American Design for Home 
의 헬싱키 전시 and Decorative Use”

장면 출처( : Arkkitehti, 11, 1953, Gay 
McDonald, “The Modern American 

에서 재인용Home as Soft Power”, p.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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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오랫동안 대량 생산에 매진해왔다는 이유로 개개인의 재능을 숨)

기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낼 기회를 놓쳐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 

사실이 아니”83)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에서 기획하여 유럽 전역을 MoMA

순회한 두 차례의 전시의 목적은 최신 미국디자인의 동향을 유럽인들

에게 알림으로써 미국적 삶의 방식을 전파함과 동시에 카우프만의 굿 , 

디자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미국디자인을 새로운 굿 디자인의 사례들

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었다. 

프로파간다로서의 미국식 가정과 디자인3.2.2. 

앞서 살펴본 뉴욕 현대미술관 기획의 미국디자인 전시들이 (MoMA) 

유럽에 대해 미국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성

격과 동시에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의 일면을 보여줌으로

써 간접적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면,  

두 진영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베를린과 모스크바에서 공보기관의 주

도로 개최된 전시들은 미국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성격을 보다 강하

게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울 

경우 관객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의식한 공보기관들은 

은 하지만 효과적으로 미국적 삶의 방식을 선전할 수 있는 소재를 찾

83) ‘The Talk of the Town’, The New Yorker, 22 August 195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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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선택된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가정. ‘ ’

이었다 일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가정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 

구현해냄으로써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누릴 수 없는 미국적 삶의 풍, 

요로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의 결과였다. 

이들 전시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전시들과는 달리 디자인이 제목 

에서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시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 

대량생산 제품들에는 이미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일상. 

을 구상하는 디자인 제품들을 주요 전시 품목으로 삼은 것은 MoMA 

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 

다 의 전시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역사가 오늘날로 어떻게 이어. MoMA

지는지에 대해 다분히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였는데 이, 

는 와 미국정부의 의도뿐만 아니라 애초에 전시를 초청했던 상MoMA

대 국가들에서도 요구하는 바였다 그러나 베를린과 모스크바에서의 전. 

시는 각각 상호안전보장국과 해외공보처라는 국가 기관의 주도로 기획

된 것으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미술관 전시와는 태생부, 

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전시는 철저하게 공보와 선전을 .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디자인과 문화에 문외한인 , 

일반 대중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년 독일산업박람회 의 미국관 전1952 (German Industrial Exhibition)

시인 는 마셜플랜의 역할을 계승하여 “We’re Building a Better Life”

새롭게 설립된 기관인 상호안전보장국 의 지휘 하에 기획되었다(MSA) .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있다 는 뜻의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 ”

듯이 이 전시는 다분히 선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84) 두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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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 간의 치열한 경쟁지였던 분할된 베를린에서 열린 이 전시를 통해, 

상호안전보장국은 미국의 소비생활의 전면을 동독의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 방식은 간단했다 실제 미국 중산층의 가정을 그대. . 

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년 월 서베를린의 마셜 하우스 파빌리온1952 9 , (Marshall-Haus 

에서 개최된 전시 의 주요 볼pavilion) “We’re Building a Better Life”

거리는 두 개의 침실과 하나의 거실 욕실 부엌 다용도실 아이방과 , , , , 

정원으로 구성된 실제 크기의 모델하우스였다 그림 모델하우스의 .( 5) 

구성품은 가드닝 용품에서 조리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당시 미

국 중산층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했으며 실제 집과 다른 것이라, 

고는 지붕이 없다는 점 뿐이었다. 

이 전시가 미국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려는 목적보다는 미국식 생활

을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은 이 모델하우스를 구성하는 

상품들에서 드러났다 전시에 출품된 약 여개의 상품은 모두 마셜. 6000

플랜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으며 이 점은 모델하우스 앞의 , 

판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구로 관객들에게 안내되었다 이 집에 놓. “

인 제품은 모두 대서양의 동맹국에서 수입해 온 산업생산품이다 기술. 

의 발전과 높은 생산성 경제 협력 그리고 자유 무역 덕분에 서구의 , , 

문명국들은 이 상품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85)

모델 하우스 내부에서는 고용된 전문 배우들이 부부와 여덟 명의 아

이로 구성된 가상의 가족을 연기하였다 이들은 시간대를 나누어 집안. 

84) Greg Castillo, Cold War on the Home Front: The Soft Power of 
Midcentury Desig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p.60.

85) Greg Castillo, 2008,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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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등 평범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 의 일 “ ”

상 생활을 재연했다 흰 가운을 입은 나레이터는 모델하우스의 상부에 . 

위치한 까마귀 둥지 모양의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이 이국적인 가정 , 

환경의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관객들은 지붕 위에 위치한 관람석에서 . 

그림 5 전시에 설치된 모델 하우스를 위에 “We’re Building a Better Life” 
서 찍은 사진 흰 가운을 입은 나레이터가 이 모델하우스에 사는 가상의 가. 
족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 U.S. National Archives, Still Pictures 
Division, RG286 MP GEN 1841; Greg Castillo, Cold War on the Home Front, 

에서 재인용2008, p.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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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를 내려다 보며 혹은 창문을 들여다 보며 전후의 성장된 산, 

업 생산성의 결과 탄생한 수많은 가정용 상품들로 구성된 미국식 집의 

내부와 그것을 사용하는 가족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전시 동선을 따라 모델하우스 관람을 마치고 난 관객들은 푸른 작업

복 차림의 남성 사진이 맞이하는 사진 갤러리로 안내되었다 이 남성 . 

사진 옆에는 이 남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다 라는 설명이 기“ ” 

술되어 있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실하던 시대 분위기 속에. 

서 실내 인테리어는 여성의 역할로 여겨졌던 만큼 이러한 조치는 남성, 

의 관심도 끌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이러한 대사는 동독의 관람객들. 

에게 이는 스탈린 체제 하에서 누리지 못하는 물질적인 보상을 떠올리, 

게 했다 이들은 노동자였지만 소비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 

이 마지막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모델 하우스에 놓인 모든 가구

들을 마치 쇼룸에서처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각각의 제품에 붙은 . 

택에는 원산지와 판매가격 그리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숙련공의 , 

시급으로 몇 시간의 노동이 필요한지가 적혀 있었다 이는 공산주의의 . 

신념에 적극적인 도전이었다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였던 마르크스는 . 

일찍이 노동 가치 를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 시스템의 착취적인 성“ ”

격을 고발하기 위한 개념으로 고안하였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경제적 . 

이윤은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서 빼앗은 노동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상호안전보장국은 바로 이 노동 가치를 하나의 물건을 생산. 

하기 위해서가 아닌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양으로 재정의한 것, 

이다 이러한 시도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가학적 성격을 비판하기 . 

위해 만든 개념을 오히려 그것이 주는 보상에 대한 것으로 바꿔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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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6) 

이와 같은 일련의 장치들을 활용하여 미국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한 것은 바로 독일인들에게 미국의 가정이 곧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환

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구태여 미국산. 

이 아닌 유럽산으로 전시한 것도 바로 관객들이 이 이상적으로 꾸며진 

모델하우스 안에 자신을 동일시하기 쉽도록 만드려는 전략이었다 이렇. 

게 만들어진 전시는 고생산 고임금 저(high-production), (high-wage), 

생산비용 저마진 고소비(low unit-cost), (low-profitmargin), (high- –

라는 미국의 경제 철학이 유럽의 기술 및 자원과 만났을 consumption)

때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87) 

이 전시를 통해 더 나은 삶 이라는 프로파간다가 주장하는 것은 명“ ”

료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가정 생활을 구분짓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 

가 아닌 경제적인 차이이며 이 차이는 근면한 노동과 올바른 경제 정, 

책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 MoMA 

전시에서와는 달리 는 미국 디자이너들, “We’re Building a Better Life”

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엄 한 의미에서의 미국 디자인을 홍보하려, 

는 목적의 전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엄격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비. 

에의 욕망을 억눌려 온 동독인들에게 자유로운 소비가 가져다 주는 풍

요로운 삶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이 전시에서 일상의 면면을 구성하고 , 

있는 상품과 실내공간의 디자인은 그 어떤 프로파간다보다 강력한 메

86) Greg Castillo, Ibid., p.68

87) HICOG Bonn to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German Affairs, 
31 May 1952, RG59 862A.191 (Internal Affairs of State Relating to 
Exhibitions and Fairs in Germany), Box 5225, U.S.  National Archives, 

에서 재인용College Park, Md.; Greg Castillo, Ibid.,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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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미국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미국식 가정. 

과 그를 둘러싼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모종의 성과를 얻은 국무부는 

이후에도 공산진영에 대한 선전활동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가박람회1959 (American National 

를 준비하면서 해외공보처가 미국의 우수성을 대변하는 상Exhibition) , 

징물로 당대의 최첨단 기술을 뽐낼 수 있는 로봇이 아닌 흔한 미국 가

정의 부엌을 내세운 것은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람회 개막식 날 전시를 관람하러 온 소련의 수장 후르시초프, (Nikita 

와 그를 안내했던 부통령 닉슨 이 S. Khrushchev) (Richard M. Nixon)

부엌 전시장 앞에서 각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변호인 임을 자처‘ ’

하며 나눈 열띤 토론은 부엌 논쟁 라 일컬어지며 오“ (Kitchen Debate)”

늘날까지도 냉전사의 명장면으로 회자된다.88) 그림  ( 6) 

이 논쟁은 우연히 부엌 전시장 앞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 

부엌 때문에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 

신식 부엌 모델이라 자랑한 닉슨도 그것을 일종의 낭비라고 쏘아붙인 , 

후르시초프도 부엌을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국적 

가치를 대변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인식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닉슨의 . 

다음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88) Harrison E. Salisbury, “Nixon and Khrushchev Argue in Public as 
U.S. Exhibition Opens; Accuse Each Other of Threats”, The New York 
Times, 24 July 1959. (http://www.nytimes.com/learning/general/onthis 
day/big/0724.html);  “Nixon and Khrushchev have a “kitchen debate”” 
from This Day in History of History.com (http://www.history.com/ 
this-day-in-history/nixon-and-khrushchev-have-a-kitchen-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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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엌 전시는 놀라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흥미“ [ ] , 

를 끌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다양성 선택할 권리 등에 대한 흥미 말이다. , .  

우리에게는 하나의 튼튼한 집이 있다는 사실보다 천 가지의 각기 다른 , 

집을 지을 수 있는 천 명의 건축가가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 

한 고위 공무원이 위에 군림하여 하나의 결정만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 

미국과 소련의 차이이다[ ] .”89) 

89) “The Kitchen Debate Transcript”, 24 July 1959, – Vice President 
Richard Nixon and Soviet Premier Nikita Khrushchev, U.S. Embassy, 
Moscow, Soviet Union, TeachingAmericanHistory,org (http://www.foia. 
cia.gov/sites/default/files/document_conversions/16/1959-07-24.pdf)

그림 6 모스크바 박람회의 미국관 부엌전시장 앞에서 닉슨 우 과  , ( )
후르시초프 좌 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 ( ) 출처( : The New York Times 
blog. http://learning.blogs.nytimes.com/2012/12/11/teaching-the-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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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냉전의 두 축이 맞붙는 문화의 각축장에서 디자인은 그 선봉

에 서 있었다 이 때 디자인은 미국 상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 , 

뒤에 숨겨진 미국적 가치를 팔기 위해 동원되었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프로젝트 제 세계로의 산업디자인 전파3.3. ICA : 3

년으로 마셜플랜 원조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서유럽의 경제가 1952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자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사도 다른 , 

곳으로 이동했다 년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되었던 . 1949

제 세계를 향한 경제 및 기술원조는 년 국제협조처 이하 의 3 1955 ( ICA)

설립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대외원조의 기. ICA

능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군사원, 

조 난민 문제 국제기구에의 공여를 제외한 모든 미국 정부 차원의 대, , 

외 원조를 담당하였다.90) 

가 설립된 해에 후버 위원회ICA 91)는 미국 상호안전보장계획 예산의 

90) Josehp M. Stok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pp. 
35-37

91)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개혁을 목적으로 년과 년 차에 걸쳐 설치1947 1953 2
된 행정개혁위원회로 정식 명칭은 정부행정기구에 관한 위원회, ‘ (Comm- 

이다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 
뉴딜정책과 제 차 세계대전으로 크게 팽창된 행정기구를 전후의 국내 상황2
과 미래의 세계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후버 위. (H. C. Hoover) 
원회라 불리게 된 이 기구는 절약과 능률 및 행정 업무의 개선에 관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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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억 달러 를 개발도상국을 위한 경제원조프로그램에 책정하였10%( 4 )

다.92)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 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방위선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마셜플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

다.93) 

기본 목적은 마셜플랜과 유사했지만 정책의 구상과 실행에는 큰 차

이가 있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으나 지식과 경험면. 

에서는 선진국이었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은 전쟁 이전 , 

으로의 회복 이나 복구 가 아닌 새로운 체제의 창조 를 필요로 했기 ‘ ’ ‘ ’ ‘ ’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갓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들의 불. 

안정한 정치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화된 원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94)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미 

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나 도로 

등의 기간산업 개발이 아닌 수공예와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장려하고, 

이러한 상품의 판매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은 건의를 했다 이러한 건의 내용은 년과 년의 두 차례의 기구. 1949 1955 ‘
개혁법 개정안에 많이 반영되었다’ . 출처 행정학사전 후버위원회 항목 대영( : “ ” , 
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에서 인용, 2009. )『 』

92) Arthur J. Pulos, Ibid., p.236.

93) Avrom Fleishman, “Design as a Political Force Part 2”, Industrial 
Design 4 (April 1957), p.45; H. Alpay Er, Fatma Korkut and zlem Ö
Er, “U.S.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Design in the Periphery: 
The Case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Education in Turkey, 
1950s-1970s”, Design Issues 에서 , Vol. 19, No. 2 (Spring, 2003), p. 22
재인용

94) Arthur J. Pulos, Ibid.,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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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95) 

는 개발도상국의 상품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ICA

위해 당시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American Society of Industrial 

의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이자Designers) (Foreign Affairs Committee) , 

국제산업디자인연맹(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의 창단 멤버이며 초대 회장이었던 디자이너 피터 뮬러멍크Design)

를 찾았다 뮬러멍크가 에 건낸 조언의 핵심(Peter M ller-Munk) . ICAü

은 어떤 방식으로 원조를 하던 간에 상품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출 시

장을 개척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6)

이러한 조언을 염두에 두고 는 년에 유망한 산업디자인 회, ICA 1955

사 다섯 군데와 계약을 맺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했다 선정된 회. 

사들은 디자인에서부터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상품 개발의 전체 과정

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각각의 회사들은 서로 다른 지. 

역에 파견되었는데 표 이들에게 부여된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였, [ 2] 

다.

95) H. Alpay Er, Fatma Korkut and zlem Er, Ibid., p.22.Ö
96) Arthur J. Pulos, Ibid., p.236.

97) 일본은 미국의 대외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제 세계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3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산업디자인프로젝트 대상, ICA
국은 아니었다 그러나 러셀 라이트가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일본 정부에 , 
전통 수공예 상품의 수출 증진 방안에 대한 조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비록 일본의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공예 전통. 
의 유지와 장려 면에서 한참 앞서 있기는 하였으나 연구자는 일본에서 라, 
이트의 활동이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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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의 공예 기반 활동을 조사하고 공예품이 자유 시장 특히 미국 에1) , ( )

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생산량과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다.

개발된 상품의 판매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업자들에게 상품을 마케팅하2) , 

는 방법을 가르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는 현지의 오랜 전통과 무관한 새로, ICA

운 디자인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기존. 

이 표에 포함시켰다.  

회사명 대표자( ) 담당국가

Russel Wright 
Associates

홍콩 대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 , , , 97)

Walter Dorwin 
Teague Associates

그리스 요르단 레바논, , 

Design Research 
Incorporated 
(David Chapman)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수리남, , , ,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 

Smith, Scherr and 
McDermott

남한

Peter Müller-Munk 
Associates

이스라엘 터키 인도, , 

표 2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와 담당국가 목록 ICA 
출처( : Arthur J. Pulos, The American Design Adventure, pp.236-237, 

의 내용을 Avrom Fleishman, “Design as a Political Force Part 2”, p.46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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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을 충분히 살리면서 은근한 조치를 통해 서구 시장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원조. 

가 현지 문화를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데 더 유리하다는 국무부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약간의 개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는

데 이는 공산진영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원조를 진행할 때 아무런 조치 , 

없이 상품을 구입했던 것과는 상반된다.98) 이는 미국의 정책이 기본적 

으로 수혜국이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유시장 안으로 편입시

키고자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는 이 정도의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계약을 맺ICA , 

은 디자인 회사들에 일임하였다 각 회사들은 사전 조사를 통해 얻은 .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어울리는 각기 다른 접근법과 조언을 내

놓았다 의 산업디자인원조 프로젝트 하에서 진행된 활동들은 주로 . ICA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무역박람회 개최를 통한 개발도상국 수공예품 홍보(1) 

와 계약을 맺고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한 문ICA

장으로 정리하면 파견지의 수공예 산업을 조사하여 미국인 이자 디자, ‘ ’ ‘

이너 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잘 팔릴 만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다듬어서 ’ ‘ ’ 

서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가 상품의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풍. ICA

부한 경험을 지닌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98) Arthur J. Pulos, Ibid.,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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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디자인 상품을 ICA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서구 시장에 노출되어 실제 판매, 

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주어야 했다 국제 무역의 경험이 . 

전무하다시피 한 개발도상국의 수공예 종사자들을 대신해서 미국인 산

업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연결고리는 바로 전시였다. 

냉전기 미국이 디자인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데 가장 자주 활용했던 

전략 중 하나인 전시가 이 경우에는 개도국 상품의 수출량 증대를 꾀

하는 경제 원조의 수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셜플랜 원조 하에서 유럽. 

상품의 미국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미 미, 

국인들에게 그 예술성과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던 유럽 상품들과는 달

리 생소한 제 세계의 상품들은 단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만으로3

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 하에서 열린 . ICA 

각종 산업박람회에 개발도상국의 디자인을 소개할 때에는 그들 자신이 

이미 미국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로서 산업 디자이너들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홍콩 태국 등 주로 동. , , 

남아시아 국가들에 파견되었던 러셀 라이트 역시 경제 (Russel Wright) ‘

외교관99) 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산업 디자이너들 중 한명이’

었다. 

라이트는 년 뉴욕의 콜리세움 에서 열린 동남아시아1956 (Coliseum) <

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시회(Southeast Asia Rehabilitation and 

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동남Trade Development Exhibit)> ICA 

99) 경제 외교관 이라는 표현은 이  ‘ (Economic Diplomat)’ Avrom Fleishman
잡지에 기고한 동명의 기사에서 빌려왔다Industrial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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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수공예품을 선보였다 .100) 라이트는 전시장을 크게 두 부분으 

로나누어 한 쪽에는 텐트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마치 동남아시아, 

의 전통시장 같은 분위기로 꾸미고 다른 한 쪽은 미국 중산층 가정의 , 

실내 공간을 재현하였다 그림 이와 같은 새로운 전시 방식은 한편. ( 7) 

으로는 이 수공예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현지의 맥락을 보여줌으

로써 이 물건들이 지니는 이국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 

이 다소 생소한 사물들이 좋은 취향을 가진 미국 중산층의 가정에도 

어색함 없이 어울릴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택한 전략이었다.101)

100) Avrom Fleishman, ‘The designer as economic diplomat: The 
government applies the designer’s approach to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Industrial Design 3, August, 1956, pp.24 73.–

그림 7 “Southeast Asia Rehabilitation and Trade Development Exhibit” 
전시장 스케치 그림 상의 왼쪽 절반은 동남아시아의 전통 시장처럼 오른쪽 . , 
절반은 미국식 가정의 실내공간처럼 꾸며놓고 그 안에 수공예품을 전시하였
다. 출처( : Avrom Fleishman, ‘The Designer as Economic Diplomat: The 
Government Applies the Designer’s Approach to Problems of International 

에서 Trade’, Industrial Design 3 (August, 1956), p. 73.; Jennifer Way, 2013, p.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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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디자이너ICA 

들은 단지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돕는 것 이

상으로 그것이 실제 판매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 

을 알려준다. 

디자인 센터 설립을 통한 현지인 교육(2) 

프로젝트의 대상국 대다수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하지 않은 ICA 

상태였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처음 파견될 당시에는 현지에 기계공정, 

을 활용한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는 미국식의 산업디자인 이라는 개념‘ ’

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현지의 수공예업 종사. 

자들에게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산업디자이너

들이 맡은 임무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보다 체계적으로 이를 . 

수행하기 위해 현지 수공업자들을 교육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조언을 , 

해줄 수 있는 디자인 센터를 설립한 기록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앨렌 엘렌더 라는 상원의원이 년 월부터 약 (Allen J. Ellender) 1956 8

개월간 미국의 원조대상국들을 시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3

서102)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산업체 진흥기관을 설치하, 

여 관련업종의 종사자들에게 생산 자원 마케팅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 , 

총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산업디자, 

101) Jennifer Way, ‘‘A Bazaar in the Coliseum’: Southeast Asian 
Handicrafts in New York 1956’, Open Arts Journal, Issue 2, Winter 
2013-2014, pp.9-10. 

102) Hon. Allen J. Ellender (United States Senator from the State of 
Louisiana), “Report on Overseas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rch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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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상품 개발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산업체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도우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를 위해 델리 뭄바이 캘커타 그리고 마드라스의 진흥기관에 . , ,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역의 생산 환경을 평가하고 국내외의 , 

수요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였다.103) 참여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에서 뮬러멍크와 계약을 맺고 인도에 산, ICA

업디자이너를 파견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들이 담당했으리라는 ,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뮬러멍크의 또 다른 담당지였던 이스라엘에. 

서는 보스턴 현대미술관 과의 협력 하(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에 하이파 의 이스라엘 기술원 에 (Haifa) (Israel Institue of Technology)

산업디자인 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업 훈련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였

다.104)

한편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담당한 러셀 라이트는 년에 대만1955

을 처음으로 방문했으며 이듬해 대만공예진흥소, (Taiwan Handicraft 

설립에 참여하였다Promotion Center) .105) 라이트는 이후 특히 대만의  

도자 공예 산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식으로 . 

103) Hon. Allen J. Ellender, Ibid., p.47

104)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Five Years of Mutual 
Endeavor: USOM/Israel”, 1956. p. 18 (http://pdf.usaid.gov/pdf_docs/ 
Pdacr696.pdf);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Major Open 
Projects For Which· Funds Are Requested In FY 1959”, Congressional 
Presentation, March 28, 1958, p. 70. (http://pdf.usaid.gov/pdf_docs/ 
PDACQ105.pdf)

105) Chien-Tu Jeff Lai, “An Oral History Study of Foreign Design 
Experts’ Influence on Taiwanese Early Design Education from 1963 to 
1966”, Ph. D. Dissertation in Art Education, The Pe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3,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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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라이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ICA , 

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일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본이 자체. 

적으로 전통 공예를 진흥하는 방식과 냉장고 등의 미국식 가전제품을 

일본 가정의 특성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낀 라이

트는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에 성공했음에도 여전히 중세의 공예 전, 

통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동남아시아에 교훈이 될 수 있을거

라 생각하였다.106) 좋은 전통공예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것이 미국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라이

트는 일본의 좋은 공예품을 진흥하는 방법“ (The Promotion of 

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대사관을 통해 Japanese Good Handcrafts)”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는 라이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 1957

년에 외무성 산업통상성 중소기업청 산업미술진흥원 일본무역진흥기, , , , 

구 생산성센터의 협력 하에 일본수공예품의 미국수출 진흥을 위한 위, “

원회(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Japanese Handcrafts Export 

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to the USA)” .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과목 강의(3)   

프로젝트로 파견된 디자이너들 중 몇몇은 지역 대학에서 디자인ICA 

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침으로써 직업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디자

인 교육이 자리잡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러셀 라이트의 후임으로 . 

대만에 파견된 디자이너 알프레드 지라르디 는 년 (Alfred Girardy) 1962

106) Kikuchi Yuko, “Russel Wright’s Asian Project and Japanese 
Post-War Design”, in Connecting Conference, International Committee 
of Design History and Studies(ICDHS) 5th Conference,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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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대만미술대학 ( 에서 기초디자인Taiwan Art Institute) ‘ (Fundamen- 

과목을 가르쳤으며 그림 이듬해에는 대만생산성센터tal Design)’ ( 8), 

와 함께 여름마다 디자인 워크샵을 개최하(China Productivity Center)

고 일본의 디자인교수들을 초빙하여 기초디자인 입체디자인, (Three 

포장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을 강의하였는데Dimensional Design), , , 

이는 훗날 대만의 고등교육기관에 서양의 현대 디자인이 자리잡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107) 피터 뮬러멍크와 보스턴 현대미술관은 파견지에  

디자인 고등교육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함께했는데 이스라엘 기술원에 , 

산업디자인 커리큘럼을 신설하고 터키의 중동기술대학(Middle-East 

107) Chien-Tu Jeff Lai, Ibid., pp.41-42.

그림 8 알프레드 지라르디가 년 대만미술대학에서 기초디자인 1962
을 강의할 때의 모습 출처( : Chien-Tu Jeff Lai, “An Oral History 
Study of Foreign Design Experts’ Influence on Taiwanese Early 
Design Education from 1963 to 196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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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업디자인학과를 설립한 것도 이들의 업적 중 Technical University)

하나였다.108)

위의 활동 사례들은 의 주도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디자인을 통ICA ‘

한 경제원조 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파견된 ’ . 

산업디자이너들의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 

바로 수출용 상품의 개발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은 개발도상국‘ ’ . 

에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수출하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 

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외국 시장에서 팔릴 만

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

다 개 국가에 파견했으나 각각의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 19

밝혀진 경우는 매우 한정적인데 이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현지의 정, 

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

다.109) 당시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의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 , 

데이비드 먼로 의 언급은 당시 프로젝트들의 이(David K. Munro) ICA 

런 실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러셀은 대만에서 좋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도 한국에 오기 전에 한 “ . 

번 방문한 적이 있다 그가 미국에서도 이에 상응할 만한 활동을 실제로 .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

다 중략 년에는 여러 명의 유명한 산업디자이너들이 . ( ) 1957 ICA…… …… 

108) Industrial Design, “U.S. Gives Design Aid to Israel,” Industrial Design 
3, February 1956, p. 22, 108); H. Alpay Er, Fatma Korkut and zlem Ö

에서 재인용Er, Ibid. p.23

109) Arthur J. Pulos, Ibid.,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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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수익성 높은 계. 

약과 그에 따르는 특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나도 이 경쟁이 . 

한창일 때 현장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뮬러멍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사를 넘어서 현실화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 

특히 이란에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채 순식간에 끝나버렸던 것을 기

억한다 누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110)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대만 터키 이스라엘 그ICA , , , 

리고 한국 등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공 사례들의 경우 산. , 

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대상국들은 이 시기에 파견된 산업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통해 대량생산이라는 미국식 경제 체제를 학습할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산업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역할이란 무엇인지를 ,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훗날 이들 국가에 산업디. 

자인 개념이 뿌리내리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10) 먼로 David. K. Munro, e-mail to Fatma Korkut, 21 December 2001. 
는 기억하지 못했으나 에서 이란에 파견한 디자인 회사는 데이비드 채ICA
프먼이 이끄는 였다고 한다Design Research Inc. ; ‘Economic Aid 
Through Design’, Design, no. 107. November 1957, p. 71; H. Alpay 

에서 재인용Er, Fatma Korkut and zlem Er, Ibid. pp.23-24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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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외교의 한국형 모델 한국공예시범소: 

앞 장에서는 냉전기 미국이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외교 의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 ’

았다.  이들 사례에서 디자인은 수혜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원조의 차원에서 활용되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소비문화로 대표되는 미국적 삶의 방식을 대

변하는 상징물로서 문화선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미국은 한국에서도 디자인외교를 시행하였는데 그것은 년에 , 1955

가 개발도상국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회사를 파ICA

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 ICA

디자인 원조를 진행한 것은 오하이오 주 애크론 을 중심(Akron, Ohio)

으로 활동했던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 (Smith, Scherr and Mc- 

Dermott)111)였다 이들은 상공부와의 합작으로 서울에 한국공예시범소. 

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공예 및 디자인 진흥을 위한 다, 

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여기서는 차 자료와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한국공예시범소 설립의 1

111) 클리브랜드 미술 대학 출신의 세 디자이너  (Cleveland Institute of Arts) 
유진 스미스 사무엘 셔 그리고 버나드 (F. Eugene Smith), (Samuel Scherr), 
맥더모트 가 함께 설립한 디자인 회사 년 와 (Bernard McDermott) . 1957 ICA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명이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였으나 년 유, 1960
진 스미스가 개인 사무실을 차리며 독립함으로써 셔 앤 맥더모트로 사명을 
바꾸었다 출처. ( : “F. Eugene Smith”, Industrial Design History Website; 
http://www.industrialdesignhistory.com/node/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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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뒤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 , 

분석을 통해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의 전체 맥락 속에서 한국공예시

범소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한국공예시범소 설립의 배경과 활동4.1. 

 는 년 월 일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와 한국공예진ICA 1957 8 23 , , , 

흥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112) 계약의 주요 내용은 미국 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한국인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 대학에 , 

공예과정 설립과 운영 한국공예시범소 설립 및 운영의 세 가지였으며, , 

총 사업기간은 개월이었다28 .113)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국의 수공예 기 

술과 산업미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공예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민 , 

및 기타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생산력 증진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었

다.114) 이는 당시까지 농업경제가 주를 이루던 한국사회에 산업이 뿌리 

112)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3.

113) 셔 앤 맥더모트 사와 미 정부간의 초과비용 청구 약식소송 (360 F. 2d 
966 Scherr and McDermott Inc v. United States, http://openjurist.org –

의 판/360/f2d/966/scherr and mcdermott inc v united states#fn8_ref)– – – – – –
결문에서 계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계약 기간은 년 개월로 년 . 2 4 1959

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셔 앤 맥더모트 사가 계약 내용의 이행을 마12 , 
친 것은 년 월까지였다 이 소송은 계약 만료 이후에 추가로 프로젝1961 2 . 
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114)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Major Open Projects For 
Which Funds Are Requested In FY 1959”, 1958,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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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공, 

산주의의 유혹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수행된 수공예진흥프로젝트는 년대 초부. 1950

터 미국이 제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경제 및 기술원조 프로그램3

인 포인트 포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선행 연구에서는 공예시범소의 지원사업으로 미

국 유학을 경험한 권순형의 말을 인용하여 시범소 설립의 배경을 공“

예시범소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예와 디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는 바가 없으니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여 상공부

에서 추진한 것”115)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서술은 공예시범소가 . 

그 필요성에 대한 공유된 내부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에 요청하여 만

들어진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당시의 국제적 맥, 

락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상공부가 공예시범소 .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한 것에는 틀림이 없으나 실제 프로젝트를 주도, 

한 것은 와 계약을 맺은 미국의 디자이너들이었기 때문이다ICA . 

와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 간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ICA , , 

은 년 월이지만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는 다른 프로젝트들1957 8 , ICA 

과 마찬가지로 년부터 시작되었다 사무엘 셔는 년에 한국을 1955 . 1955

방문하여 기존 한국 수공예 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요건들과 예산 기

획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16) 그러나 국내의 불안정한  

115) 최만린 권순형 교수 고별강연 조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 , , 「 」 『 』
에서 재인1994 (http://www.designdb.com/history/06_map/c_1_1_1.html 

용)



- 71 -

정치 상황과 재정 상의 문제로 인해 년 간 실현되지 못한 채로 묻어2

두었다가 년에 마침내 재개되었다1957 .117)

년 정식으로 문을 연 한국공예시범소의 운영자금은 의 기술1958 ICA

원조기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외원조기관, (USOM; United States 

주한유엔군사령부 주한 미 군사령부의 협조와 Operations Mission), , 8

상공부의 지원하에 운영되었다.118) 공예시범소는 미국에서 온 디자이너 

들과 각 미술대학 졸업생 및 졸업반 학생 여 명으로 구성되었다10 .119)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한 감독은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의 대표인 , , 

사무엘 셔였으며 현장감독 는 이미 한국에서 활동한 이, (Field Director)

력이 있는 건축가 출신의 노만 디한 이 맡았다(Norman R. DeHaan) . 

이외에도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산업도자디자인 교수였던 스탠리 피스

틱 과 소규모 가내수공업 환경에서 공예가로 활동한 경(Stanley Fistick)

험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폴 타란티노 주로 상품의 (Paul Tarantino), 

판로 개척과 관련된 엄무를 담당한 디자이너 겸 머천다이저인 데이비

드 먼로 등이 참여하였다.120) 

재한 미국공보처 에서 한(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116)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p. 3-4.

117)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4.

118) 김민수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년대, , 1930-60 , 造形 「 」 『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FORM Vol.18, , 1995, p.52.  』 

119) 김민수 , 1995, p.52.

120)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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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의 원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년 발행한 잡지 약진1959 『 』

그림 에서는 한국공예시범소( 9)

의 활동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미 원조 사업을 교통. , 

공업 광업 체신 전력, , ( ), , 遞信

토목 지역사회개발 보건위생, , , 

농업 수산업 교육 공공행정, , , , 

시청각 기술훈련의 가지 , 14 

카테고리로 나누어 그 안에서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

되고 있는지를 사진과 글로 기

술한 이 잡지에서 한국공예시범소는 공업 생산력 증강 이라는 제목, “ : ” 

의 장에서 공예 기술과 산업 미술 이라는 소제목 하에 소개되었다5 “ ” . 

한국에서의 수공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원조는 스미스 셔 앤 맥더, 

모트 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년부터 이미 공업 원1956

조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상원의원 엘렌더가 해외에서 진행중인 .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경과를 시찰하고 온 뒤 작성한 보고서에

는 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모든 기술원조 활동의 목록과 소요 비용1956

이 기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한국의 수공예와 산업 미술. “ (Korean 

은 공업과 광업Handicraft and Industrial Arts) (Industry and Mining) 

안에서도 생산과 프로세싱 항목 안에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그림 9 재한 미국공보처 에서 한 (USIS)
미 경제원조 활동의 성과 홍보를 위해 
발행한 잡지 약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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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되어 있어 공예시범소의 활동이 문화나 교육보다는 경제와 산업에 , 

대한 원조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 ( 10)

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용품 생산을 증진시키며 한국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작된 소규모 산업 개발 계획과도 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소규모 산업체들에게 전란으로 파괴, 

된 공장을 복구하거나 새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121) 이 계획에서 미 대외원조기관은 한국 

121) 미국공보처 약진 , , 1959, p.19『 』

그림 10 회계연도 년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세부 목록  1956
출처( : Hon. Allen J. Ellender (United States Senator from the State of 
Louisiana), “Report on Overseas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rch 
4, 1957,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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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자립에 신속하게 공헌할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개 산업을 92

원조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개중에는 기계류 금속제품 전기시설 연, , , , 

료 농산물가공 화학약품 유류 고무 등과 더불어 도자기 방직 피혁, , , , , , , 

제지 공예품 등을 위한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122) 뒤따르는 단락에 

서 약진 은 한국의 공예 기술과 산업 미술 관련 원조에 대하여 다, 『 』

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공예품 제작 기술과 산업 도안 기술은 한국 공예품 제작 업자들이 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상품 고안 가공법 개량 판. , , 

로 개척 판매법 및 경영법 등을 시범 협조하는 공예시범소가 서울에 설, 

립되었다 공예 시범소는 미국 원조 자금 만불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20 , 

미국의 산업 도안 회사인 스미스 셔 맥더뫁 회사가 지도 감독을 하고 「 」∙ ∙

있다.

공예 시범소는 대한 공예 협회를 통하여 한국의 저명한 공예 기술자와 

도안가들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시범소 내의 연구실에서 개월씩 연구, 2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술자들은 현재 명이며 서울 이외의 지방 출신. 10

으로서 이들은 , 해외 공예품 시장의 수요에 맞도록 공예품의 데자인을 연

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예 시범소는 또 서울 대학과 홍익 대학의 우수한 산

업 도안 전공 학생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 

예 시범소에서는 그러한 학생이 명 실습하고 있으며 대학 방학 동안에, 7 , 

는 명 내지 명의 지원자들이 실습한다15 20 .

공예 시범소에서는 한국 공예품 생산업자들이 그들의 공예품을 해외에

122) 미국공보처 약진 , , 1959, p.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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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팔 수 있도록 돕는 공예품 전시회를 년 월에 개최1959 4 하고 서울

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통영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 , , , 

전시하였다.”123)

인용문에 소개된 한국공예시범소의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예제품의 디자인과 생산기술 컨설팅(1) 

국내외의 수요에 부응할 만한 공예제품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  

는 공예시범소의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현장에서의 요청

에 따라 디자인과 생산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디자. 

인은 물론 생산 방법 품질 관리 소재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관련, , 

된 조언을 하였으며 때로는 직접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생산 과정을 , 

관리하기도 하였다.124) 

공예시범소의 위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예시범소는 . 

디자이너 및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하였는데 세미나가 다루, 

는 주제의 범위는 옻칠에서 짚 공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이렇게 운영된 세미나 중 몇몇의 경우는 실제 생산 활동으로 이어져 

지방 수입의 증진에 기여하였다.125)

123) 미국공보처 약진 강조는 연구자 , , 1959, p.20 ( )『 』

124)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10.

125)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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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제품 생산에 대한 컨설팅 활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는 공  

예시범소에서 직접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개발된 상품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제조 공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선결과제를 포함하고 있었, 

다 공예시범소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공예 장인들이 아닌 . ,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금의 투

자를 요청하였다 대개 이 새로운 상품들의 경우 개발 비용이 개별 장. 

인들이나 소규모 기업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

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상품들 중 몇몇은 실제로 해외에 . 

수출되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126)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2) 

와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사 간의 계약 내용에는 미국 대학 산ICA , , “

업디자인학과에 한국인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 대학에 , 

공예 과정 설립과 운영 이 포함되어 있었다” .127) 공예시범소는 일반 공 

예가와 업체들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산업도안과 전공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년 과정의 산업디자인 2

강의와 실습을 시작하였다. 

공예시범소는 또한 디자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의 해외연수를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10.

126) Scherr & McDermott Inc. “Korea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p. 11.

127) 360 F. 2d 966 Scherr and McDermott Inc v.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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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는 매해 상공부로부터 명을 추. ICA 2

천받아 수학 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몇 달간 영어연수를 시키고 미국 , 

내 대학에 특별학생으로 연수를 제공했다 년에는 민철홍 김정숙. 1958 , 

이 년에는 권순형 배만실 김영숙이 유학을 갔다, 59 , , .128) 실제 지 ICA 

원으로 한국공예시범소를 통하여 연수를 간 사람은 이 다섯 사람 뿐이

었으나 년에도 공예시범소의 영향을 받아 이정훈 변영성 정정희, 1960 , , , 

원대정 등이 유학을 갔다.129) 이렇게 와 공예시범소의 직간접적인  ICA

도움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로 

채용되어 미국의 디자인 교육시스템이 한국 내에 전파되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130)

해외 전람회 참여를 포함하는 홍보 및 판촉 활동(3) 

수공예 진흥 및 전문교육 제공과 더불어 공예시범소가 주력했던 활동 

중 하나는 바로 국내외에 대한 홍보활동이었다 공예시범소 내에 위치. 

한 상설전시장에서는 수공예 경공업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전시하였으/

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전역의 산업과 수공예현황을 조사하고, ,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순회전시 하기도 하였다 그림. ( 11, 12)131) 년  1959

월 일부터는 일간 최초의 국산 양가구 전시회가 을지로 대성가구4 23 20

점에서 열렸는데 가구 여 점과 공예품 다수가 전시되었다, 30 .132) 1959

128) 김민수 , 1995, p.52.

129) 김민수 , 1995, p.52.

130) 김민수 , 1995, p.52.

131) 나들이 단장하는 민속공예 한국일보 ‘ ’, , 1959. 3. 27.『 』

132) 가구전시회 대한뉴스 ‘ ’, , 19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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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는 미국 애크런 미술관9 1 10 4 , (Akron Art 

에서 한국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전시회Institute) ‘ (A Korean Project)’

를 열고 나전칠기 가구 가방 바구니 놋그릇 등의 공예품을 전시하, , , , , 

고 판매하였다.133)

맥더모트는 한국공예시범소에서 개발한 상품의 미국 내 판촉을 위하 

여 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였으며 공예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많은 , 

신경을 쓰고 있었다.134) 이러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공예시범소는 미 , 

국 내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년 월 . 1959 5

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23 13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카고 박람회에 , 

133) 김윤수 외 인 한국미술 년 한길사 57 , 100 1 , , 2006. p.602..『 – 』

134) 미국인 맥씨가 상공부에 건의 조선일보 ‘ ’, , 1959. 7. 10, 『 』

135) 국제무역박람회에 육백점을 출품 동아일보 ‘ ’, , 1959. 5. 23.『 』

그림 전국 공예품 전시회 장면11 
출처 약진 ( : , 1959, p.19)『 』

그림 전국 공예품 전시회 장면12 
 출처 약진( : , 1959, p.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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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직물 도자기 등 점의 상품을 출품하였으며 미국 인테리어 , , , 591 , 

디자이너 협회 로부터 상을 받는 (National Society of Interior Designer)

등의 활약 그림 을 하며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13) . 

이처럼 한국공예시범소는 년 활동을 시작하여 년 월에 폐  1957 1960 1

소되어 서울대학교로 이관될 때까지 공장 방문지도 공예인 재교육 신, , , 

상품 개발 순회 전시 기획 수출 판로 개척 디자인 진흥계획 시행 등 , , , 

준 국가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 기간 시설조차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 공예시범소는 소규모 산업, 

그림 13 미 실내장식가협회서 우리나라 표창 ‘ ’ 
출처 동아일보( : , 1959.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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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전통 공예품과 경공업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

추어 디자인과 기술지원 마케팅 판촉에 이르기까지 상품 생산 과정의 , , 

전체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 산업. ICA

디자인 원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은 수

작업으로 소량 생산만이 가능했던 한국 공예계에 미국식 대량생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대학에서의 산업디자인 교육 및 우수 인재의 디, 

자인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산업디자인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밑

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냉전기에 전개해 나간 디자인외교 활동의 전체상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은 그 대상과 목적이 대단히 한정, 

된 것이었다 유럽에서의 디자인외교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 

산업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미국적 생활 방식의 

상징으로서 미국 디자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과

는 달리 한국에서의 디자인외교는 즉각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 

최소한의 산업디자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렀으며 그나마도 전통공, 

예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일제강점기를 거. 

치면서 간접적으로 서양의 산업디자인을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한국의 상황에서 공예시범소의 소극적인 , 

활동은 디자인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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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한국공예시범소의 의의와 한계 4.2.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에서 디자인의 역할4.2.1. 

냉전기 미국의 디자인외교는 시기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났다 국제정치 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정책의 기. 

조가 변화할 때마다 디자인외교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들의 활동 주요 , 

대상국에 있어서도 변화가 뒤따랐다 마셜플랜 원조가 시작하는 . 1948

년부터 상호안전보장법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년에 이르기1960

까지 디자인외교가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상으로 조금씩 중첩, 

되기는 하지만 세 가지의 두드러지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 ( 3) 

제 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 미국 외교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2 , 

서유럽의 경제 재건이었다 서유럽의 경제적 취약성은 쉽게 공산주의에 .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 위기와 직

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은 마셜플랜 하에 서유. 

럽에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

지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전파하여 궁극적으로는 서유럽의 경제적 자

립을 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디자인은 철저하게 이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유럽 디자이너들의 미국 , 

연수 지원과 미국에서의 유럽 상품 박람회 개최를 통한 수출 장려 등

이 있었다 마셜플랜 원조 하에서 디자인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미소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냉전이 고착되는 년대에는 마셜플1950

랜의 성공으로 서유럽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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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경제원조보다는 각종 문화 활동을 통한 이데올로기 경쟁이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때 미국은 유럽 각지에서 전시회를 개. 

최함으로써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점을 설파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였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자인 역시 문화냉전의 무기로서 각종 전시회. 

에 자주 등장하였다 이 때의 디자인 전시들은 주관 기관과 전시 장소. 

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 각 전시에서 드러, 

나는 디자인의 성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마셜플랜 원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국가들은 

먼저 나서서 뉴욕 현대미술관에 미국의 최신 디자인 동향을 알 수 있

는 전시를 의뢰하였다 이들 전시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동반되는 소비. 

의 풍요로움을 대변하는 것으로 미국적 가치 선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라 기대되었기 때문에 국무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들 전시의 . 

시기 디자인외교 활동 주요 기관 중심 지역
디자인의 

역할

1948
~52

유럽 디자이너의 미국 
연수 지원 유럽 , 
상품의 미국 전시 장려

국무부 경제협조처 , 
(ECA)

서유럽 마셜(
플랜 원조 
대상국)

생산성 향상

1951
~59

해외에서의 미국 
디자인 전시

국무부 뉴욕 , 
현대미술관(MoMA),  
상호안전보장국
(MSA), 
해외공보처 (USIA)

서유럽
기획 (MoMA 

전시), 
동유럽
공보기관 (
전시)

미국적 가치 
선전

1955
~60’s

산업디자이너 파견하여 
상품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 교육, 
전통 수공예품의 미국 
수출 장려

경제조정국(OEC)
경제협조처(ICA)
대외원조기관
(USOM)
해외 미국공보처
(USIS)

개발도상국
생산성 향상
수출량 증대

표 3 냉전 초기 미국 디자인외교의 전개 양상 (19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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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을 담당한 사람은 에서 굿 디자인 운동을 주도했던 에드가 MoMA

카우프만으로 양 정부 기관에서 요청한 바를 충실히 수행함과 더불어, , 

유럽의 관객들에게 미국의 디자인을 곧 굿 디자인이라 소개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유럽 디자인에 비해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

던 미국 디자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선전의 성격과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

던 기획의 서유럽 전시들과는 달리 정부 공보담당기관의 주도 MoMA , 

하에 공산진영의 주민들에게 선보인 전시들에서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베를린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 

프로파간다 전시에서는 미국식 가정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재현하고 그 

안에 다채로운 상품들을 배치하여 디자인을 일상생활의 차원에 녹여냈

다 이들 전시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 

않았지만 공산체제 하에서 억눌려 온 소비의 욕구를 자극하고 미국적 , 

생활 방식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상징물로 제 역할을 다했다. 

적극적인 원조와 공보 정책을 통해 서유럽에서 제법 안정적으로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미국은 공산진영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

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제 세계의 신생독3

립국가들에까지 관심을 확장시켰다 년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 1955

던 원조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용도로 만들어진 기관인 경제협조ICA(

처 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제 의 마셜플랜이라 할 ) 2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원조를 실시하였다 원조 자금의 상당 부분은 .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쓰였는데 그 일환으로 는 미국 내, ICA

의 유망한 산업디자인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상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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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회사들은 담당지의 수공예 현황을 면 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로 수출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실

제 판촉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대량생산 경험이 전무. 

하다시피 한 개발도상국의 공예인들에게 상품의 기획부터 제조 유통, , 

마케팅에 이르는 생산 프로세스 전반을 가르침으로써 이들 국가에 산

업디자인 개념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프로젝트의 . ICA 

강조점은 무엇보다 단기간에 수출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었

으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도 , 

하였다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수업을 하고 교수인력 양성을 위해 유. , 

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은 디자인교육체계 형성의 시초가 되었다.

일련의 디자인외교 활동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디자인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확연히 분리되는 . 

것은 아니지만 원조정책에서 디자인은 주로 생산논리의 일부를 구성하, 

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공보선전정책에, 

서는 디자인이 미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생활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활용되었다. 

한국공예시범소의 의의와 한계4.2.2. 

한국에서의 디자인외교는 앞서 논의한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에서 나

타나는 디자인의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주로 경제원조의 수단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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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부각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디자인을 통한 경제원조는 이미 마. 

셜플랜을 통해 서유럽국가들에서도 진행되었으며 한국공예시범소와 비, 

슷한 시기에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의 주도로 비슷한 맥락의 여러 ICA

활동들이 시행되었다 디자인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을 확. 

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원조의 사례들은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 

차이를 보였다.

서유럽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지만 이미 대량생, 

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디자이너 라는 직업에 대한 인지도‘ ’

도 높은 편이었다 비록 미국만큼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내지는 못했으나 자동차나 타자기 등 일부 산업 생산품은 높은 품질과 , 

아름다운 외관으로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이처럼 미국과 서유. 

럽의 경우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활동에서 거의 시차없이 교류를 이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한 경제원조를 진행할 때에도 미국 산, 

업디자인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수출시장 개척을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에서 진행중인 디자인 활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마셜플랜 수혜국들과는 달리 산업디자인에 대

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디자인을 통한 경제, 

원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럽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제 . 3 

세계의 경우 수로 전기 철도 등의 기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 ,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136) 애초부터 장기적인 시점에서 체계 

136) 년에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이 진Hon. Allen J. Ellender, Ibid.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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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산업디자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는 . ICA

개발도상국에 산업디자인 회사들을 파견할 때부터 서유럽의 전문 디자, 

이너들을 초빙하여 미국식 산업디자인 시스템을 전파했던 것과는 달리  

당장이라도 수출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상품을 개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산업디자인에 .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주는 아니었다, .

디자인외교의 시행 주체인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이러한 시각의 차

이는 실제 활동의 결과물에서의 차이로 이어졌다 일례로 서유럽과 개. 

발도상국의 디자인 원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미국에서의 상품박

람회를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수공예품은 물론 자동차나 가전, 

제품 등의 산업생산품을 함께 출품한 것과는 달리 한국과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오로지 도자기나 대나무 바구니 등의 수공예품만을 

전시하였다 대량생산 체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산업디자인은 오랜 .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내야 했던 개발도, 

상국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디자인원조 활동. 

은 자연스럽게 수공예 진흥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이 전통공예에 집중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다. 

한국공예시범소가 수출을 위한 수공예품 개발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디자인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 

아니었다 전통공예 중에서도 도자기 유리 완구 등. , , 대량생산의 가능성 

행중이던 개국의 실제 프로젝트 목록과 규모를 상세하게 다룬 이 보고서28
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원조의 이상이 이러한 기간 시80% 
설 확충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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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생산품목은 경공업 프로젝트로 분류하여 기술적 지원과 리서

치 실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매달 진행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여러 , , 

회사의 기술자들을 초대하여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예시범소의 . 

활동에 녹아 있는 현대적 생산방식 대량생산 에 대한 이해와 광고 마( ) , 

케팅 수출지원 등과 같은 개념은 한국의 산업환경에 디자인이 도입될 ,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는 공예시범소를 통해 대학에서 산업. ICA

디자인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상공부에서 추천받은 인재의 미국 유학, 

을 지원함으로써 직접 산업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

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문교육 활동은 한국과 더불어 대만 터키 이스. , , 

라엘 등 미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긴 한 관계에 놓인 소수의 국가들에

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전문 디자이너에 대한 산업디자인 교육

과 더불어 문화공보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개최한 여러 디자인 전, 

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까지 일상적인 맥락에서의 디자인 경험을 제

공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전문인력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구미, 

의 최신 디자인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한국공예시. 

범소에서 전국 순회전을 기획하기도 하였으나 전시의 내용은 수출을 , 

위해 개발한 공예품만을 다루고 있어 동시대 산업디자인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된 영화. 

나 잡지 등을 통해 미국적 삶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중들이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는 서구, 

의 생활방식 속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디자인과의 연결고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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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강한 수출지향성은 당시 미국, 

의 대외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인 것이었다 원조의 성. ICA 

격은 개발도상국에 선진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진영을 보호할 수 , 

있는 방위선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은 이러한 . 

목적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공예 및 , 

경공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산업체를 육성하고 수출 시장을 개

척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다 이러한 . 

이해 속에 탄생한 한국공예시범소는 따라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 

단으로서의 디자인의 성격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은 이후 한국디자인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예시범소의 교육 기능은 년에 활동을 종료했지만 서울. 1960 , 

대학교 미술대학으로 공예 및 산업디자인 진흥의 기능은 년 한국, 1966 ‘

공예디자인연구소 이후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편 와 년 디자인( )’ 1970 ‘

포장센터 현 한국디자인진흥원 으로 이전되어 한국 디자인 제도 구축( )’

의 기반이 되었다 경제 발전을 국가의 제 목표로 삼았던 년대. 1 1960

와 년대를 거치면서 공예시범소의 활동에서 잉태된 수출 증진의 도70 , ‘

구로서의 디자인 개념은 정부 차원의 디자인 진흥 활동 속에서 점차 ’ 

강화되었다 이는 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의 배경을 설명한 . 1970

디자인 포장 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 』

대통령께서는 상품이나 포장의 디자인이 외국의 것에 비해서 너무 뒤떨“

어져 있으니 어찌 우리 나라의 상품이 팔릴 수 있으며 수출이 잘 되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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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하시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시고 시급한 연구와 개선을 직접 관계” , 

부서에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주무부인 상공부에서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을 위한 핵심체로써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중략. ( )…… ……

후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디자인 포장 품질이 상품입니다. + + .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더욱 융성해지는 데에 그 밑거름이 됨으로써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137)

 

상공부와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 기관인 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 ICA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인 한국공예시범소는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 상

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외교 활동의 일환이었다, ‘ ’ . 

동시대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 시행한 디자인외교의 전체 흐름과 비교

하여 볼 때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에서 디자인의 문화적 역할과 기능, 

에 대한 모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냉전기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이나 공산주의에 깊숙이 , 

물들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문화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미국적 가

치를 선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디자인 또한 문화 냉전의 , 

무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공산진영과 인접해 있으면서. 

도 빈곤에 취약했던 한국에서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디자인 역시 이러한 목적에 종사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년대 말. 1950

에 이미 뿌리 내린 경제적 이윤 창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인식

13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포장 년 월호 , · , 1971 8『 』



- 90 -

은 년대에 이르러 그동안 디자인을 지나치게 도구적으로만 파악, 1990

해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디자인을 문화적 상징으로 이해하자는 목소

리가 등장할 때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했다.138) 

이처럼 냉전기 미국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설립된 한국 최초의 디자인 진흥 기관인 공예시범소는 한국 

사회에 산업디자인 개념의 씨앗을 퍼뜨린 선구적 역할을 했음에도 동, 

시대 디자인의 전체 맥락 중 일부만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전개에서 태생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 

138) 김민수 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 문화 상징의 변증법 서, 21 : · · , 『 』
울 솔: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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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지금까지 냉전기 미국의 외교의 두 축이었던 대외원조와 문화공보정

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외교 의 사, ‘ ’

례들을 시기와 특성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본 뒤 한국에서의 , 

디자인외교 사례인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시대

의 흐름과 비교하여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2

두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경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재래식 무기와는 .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개발은 두 진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보 상의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 

군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에 있었던 경제와 문화를 외

교정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시켰다 예술적 창의성의 산물로서 문. 

화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의 순환 고리 속

에 깊숙하게 위치한 디자인은 냉전에 딱 어울리는 무기였으며 이 시기 , 

미국의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냉전기 미국의 디자인외교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정치 상의 변화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의 , . 

주요 관심사가 서유럽의 경재 재건에 있었던 년부터 년까지는 1948 52

마셜플랜 하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구로 디자인이 활용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으로는 서유럽 디자이너들에 대한 디자인 교육과, 

유럽 상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미국에서의 박람회 개최 등이 있었다. 

마셜플랜의 성공으로 서유럽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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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규모의 경제원조보다는 각종 문화 활동을 통한 이데올로기 경

쟁이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한 년대에는 디자인 또한 문화냉1950

전의 무기로 활용되었다 주로 해외에서의 전시회에 활용된 디자인은. ,  

때로는 미국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미국, 

식 소비생활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프로파간다로 활용되었다. 

년대 중반에는 제 세계의 신생독립국들이 미국 외교의 전략적 1950 3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가 실시되었다 원. 

조 자금의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쓰였는데 그 , 

일환으로 는 미국 내의 유망한 산업디자인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개ICA

발도상국에서의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의 강. ICA 

조점은 무엇보다 단기간에 수출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었으

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 

였다. 

확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년부터 년까지 시행된 일, 1948 1960

련의 디자인외교 활동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디자인은 대

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조정책에서 디자인. 

은 주로 생산논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수단

으로 활용되었다면 공보선전정책에서는 디자인이 미국의 문화적 우수, 

성과 생활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활용되었다. 

의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ICA

의 사례에서 디자인은 일상 문화의 구성물보다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 

성격이 강조되었다.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강한 경제지

향성은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인 것이었다. 



- 93 -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한은 자유진영의 방위

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으므로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 역시 수공예 및 경공업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소규모 산업체를 육성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안정

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에 수렴하는 것이었다. 

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는 

한국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으로서 한국 사회에 산업디자인 개념이 뿌

리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전개해 . 

나가는 데 있어 동시대 미국 디자인이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특성들 

중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제쳐 두고 경제적 수단

으로서의 면모만을 받아들임으로써 훗날 한국디자인이 문화적으로 성, 

장하는 데에는 오히려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디자인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

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국가정책 상에서 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은 , 

여전히 경제적 목적에 종속된 형태로 나타난다 년부터 한국디자. 2010

인진흥원에서 한국디자인정체성의 원형 발굴 을 모토로 진행해 온 한‘ ’

국디자인 발굴 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DNA 

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디자인의 문화적 정체성 찾기를 .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 한국 고유의 디자인적 가치가 반영된 ‘

디자인상품의 개발을 유도하고 한국 고유의 프리미엄 상품이 개발될 , 

수 있는 기반을 제공139) 함으로써 기업의 상품 가치 증대는 물론 국가’

139) 사업 소개 홈페이지 ‘K-Design DNA ’, K-Design DNA 
 (http://kddna.designdb.com/03_etc/work.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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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고까지 노리는 다분히 경제적인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이다.140) 수출주도 산업화 시대의 낡은 디자인 관념에서 벗어나 진정 , 

한 의미에서 일상의 삶을 반영하는 디자인문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지나온 궤적에 대한 면 한 이해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 

특히 국가정책 차원에서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인 한국공예

시범소의 설립 배경과 활동을 미국의 디자인외교라는 동시대의 국제정, 

치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경제중심주의적 인식의 

기원을 발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조작적으로 사용된 . 

용어인 디자인외교 의 경우 본문에서는 디자인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 ’ , ‘

외교 정책 이라는 현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그쳐 하나의 학술적인 ’

개념어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례. 

들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와 비교를 넘어서 각각이 지니는 정치경제적 , 

맥락을 철저히 파악한 가운데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귀납적 사고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 밝힌 한국공예시범소의 의의와 한계. 

가 동시대의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들이 , 

향후 한국디자인 제도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

되지 않았다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과 이후 전개되는 디자인교육 및 . 

정책 간의 충분한 비교분석이 선행되어만 한국디자인사에서 공예시범

소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한 진정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140) 한국디자인 란 홈페이지 ‘ DNA ?’, K-design DNA 
   (http://kddna.designdb.com/03_etc/dna.asp)



- 95 -

참고 문헌

단행본

기시 도시히코 쓰치야 유카 편 김려실 역 문화냉전과 아시아· , , : 『

냉전연구를 탈중심화하기 서울 소명출판, : , 2012.』

김민수 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 문화 상징의 변증법, 21 : · · , 『 』

서울 솔: , 1997

김윤수 외 인 한국미술 년 한길사57 , 100 1 , , 2006.『 – 』

김진웅 냉전의 역사 서울 비봉출판사, , 1945-1991 , : , 1999『 』

마이클 케리건 박수민 역 냉전 시대의 미실행 작전 , , 1945-91 , 『 』

서울 시그마북스: , 2013

박암종 한국디자인진흥 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30 , , 2002『 』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역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 , : 『

서울 역사비평사1945~1991 , : , 2008 』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서울 혜안, 1948~1960 , : , 2009『 』

조지 케넌 유강은 역 미국외교 년 서울 가람기획F. , , 50 , : , 2013『 』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냉전시대, : (1945-1965) 『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서울 고려대학교 , : 』

민족문화연구소, 2008

약진 미국공보처, (USIS), 1959『 』

Ball, S.J. The Cold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1947-1991, 

London; NewYork: Arnold, 1998 

Boel, Bent. The European Productivity Agency and Transatlatic 



- 96 -

Relations, 1953-61, Museum Tusculanum Press, 2003

Castillo, Greg. Cold War on the Home Front: The Soft Power of 

Midcentury Desig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Hasegawa, Tsuyoshi, ed.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1

Hixon, Walter L.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Masey, Jack. Cold War confrontations: US exhibitions and their 

role in the cultural Cold War, Baden: Lars M ller Publishers, ü
2008.

Mason, John W. The Cold war, 1945-1991, London: Routledge, 

1996

Osgood, Kenneth.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Lawrence: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Pulos, Arthur J. The American Design Adventure, 1940-1975, 

Cambridge, Mass.: MIT Press, 1988

Rogers, Meyric R, eds. Italy at Work: Her Renaissance in Design 

Today, Exhibition Handbook, Rome:the Compagnia nazionale 

artigiana, 1950, pp.25-39.

Saunders, Frances S.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New York: The New Press, 1999

Schurmann, Franz. The Logic of World Power, An Inquiry into 

Origins, Currents, and Contradictions of World Politics,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Smith, Joseph. The Cold War, Oxford: Blackwell, 2007



- 97 -

학위논문

정경원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 「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0

Lai, Chien-Tu Jeff. “An Oral History Study of Foreign Design 

Experts’ Influence on Taiwanese Early Design Education from 

1963 to 1966”, Ph. D. Dissertation in Art Education, The 

Pe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3, p. 44. 

학술논문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 「 」

한국언론학보 제 권 호44 3 , 2000『 』

김려실 댄스 부채춤 영화 문화냉전과 년대 의 , , , USIS : 1950 USIS「

문화공보 현대문학의 연구 제 집, 49 , 2013」 『 』

김민수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년대, , 1930-60 , 造形 「 」 『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FORM Vol.18, , 1995 』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공예교육 년사, · 50 : 「

년 서울대학교 개교 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1946 1996 , 50– 」 『

논문집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1996』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 」

조형 아카이브 제 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_ 3 , , 2011『 』

고광만 훌브라이트 플랜의 이념과 내용 사상계 호, 1960, , 89「 」 『 』

남궁곤 이서영 년대 미국의 대외원조 확대론 연구· , 1950 , 「 」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51 4 , 2011『 』



- 98 -

장영민 정부수립이후 미국의 선전정책, (1948~1950) , 「 」

한국근현대사연구 집31 , 2004『 』 

허은 년대 주한 미공보원 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1950 ‘ (USIS)’ , 「 」

한국사학보 제 호 년 월15 , 2003 9『 』 

Carew, Anthony. “The Anglo-American Council on Productivity 

(1948-52): The Ideological Roots of the Post-War Debate on 

Productivity in Brita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6, No. 1, Jan., 1991

Er, H. Alpay, Korkut, Fatma and Er, zlem. “U.S. Involvement in Ö
the Development of Design in the Periphery: The Case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Education in Turkey, 1950s-1970s”, 

Design Issues, Vol. 19, No. 2, Spring, 2003

Lippincott, J. Gordon. “Industrial Design as a Profession”, College 

Art Journal, Vol. 4, No. 3, March, 1945

MacDonald, Gay. “The Modern American Home as Soft Power: 

Finland, MoMA and the ‘American Home 1953’ Exhibition”,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3 No. 4, 2010.

McDonald, Gay. “Selling the American Dream: MoMA, Industrial 

Design, and Post-War France”,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17, No. 4, 2004

Stokes, Josehp M.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World Affairs, Vol. 119, No. 2, Summer, 1956

Way, Jennifer. ‘‘A Bazaar in the Coliseum’: Southeast Asian 

Handicrafts in New York 1956’, Open Arts Journal, Issue 2, 

Winter 2013-2014

Yuko, Kikuchi. “Russel Wright’s Asian Project and Japanese 



- 99 -

Post-War Design”, in Connecting Conference, International 

Committee of Design History and Studies(ICDHS) 5th 

Conference, 2006

신문 및 잡지 기사

내외동정 경향신문‘ ’, , 1958. 1. 29.『 』

공예품 순회전시 해외수출을 권장 동아일보‘ ’, , 1959. 3. 27.– 『 』

나들이 단장하는 민속공예 한국일보‘ ’, , 1959. 3. 27.『 』

가구전시회 대한뉴스‘ ’, , 1959.5.5.『 』

국제무역박람회에 육백점을 출품 동아일보‘ ’, , 1959. 5. 23.『 』

미국인 맥씨가 상공부에 건의 조선일보‘ ’, , 1959. 7. 10.『 』

Salisbury, Harrison E. “Nixon and Khrushchev Argue in Public as 

U.S. Exhibition Opens; Accuse Each Other of Threats”, The 

New York Times, 24 July 1959.

Fleishman, Avrom. “Design as a Political Force Part 2”, Industrial 

Design 4, April 1957

Fleishman, Avrom. “The designer as economic diplomat: The 

government applies the designer’s approach to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Industrial Design 3, August, 1956

“U.S. Gives Design Aid to Israel,” Industrial Design 3, February 

1956



- 100 -

보고서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Point Four Background and 

Program”, July 1949,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on. Allen J. Ellender (United States Senator from the State of 

Louisiana), “Report on Overseas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rch 4, 1957.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Congressional 

Presentation: major ”open“ projects for which funds are 

requested in FY 1959”, March 28, 1958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Five Years of Mutual 

Endeavor:USOM/Israel”, 1956

Scherr and McDermott Inc., “Korean Handicrafts: Summary Report 

of Craft and Small Scale Industr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957-1961”, 1961

웹문서

서울디자인재단 세계인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코드 디자인 외교가 , “ , 

시작된다 년 월호”,  Design Seoul 2010 4 . 『 』

<https://www.seouldesign.or.kr/webzine/201004/view.jsp?seq=256>

Berg, Nate. “Diplomacy by Design”, Foreign Policy, September 5, 

2014. 

    <http://foreignpolicy.com/2014/09/05/diplomacy-by-design>

Marshall, George C. “Transcript of Marshall Plan”, 5 June 1947 

<http://www.ourdocuments.gov/doc.php?flash=true&doc=82&page=tr



- 101 -

anscript>

Sibley, Katherine A. S. “Foreign Aid The cold war foreign aid – 

program, 1947 1953”, Encyclopedia of the New American –
Nation,

<http://www.americanforeignrelations.com/E-N/Foreign-Aid-The-col

d-war-foreign-aid-program-1947-1953.html#ixzz3Gbs6WFtq>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Marshall Plan, 

1948” from Milestones: 1945-1952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marshall-plan>

“360 F. 2d 966 Scherr and McDermott Inc v. United States”, –
<http://openjurist.org/360/f2d/966/scherr and mcdermott inc v unit– – – – –

ed states#fn8_ref>–

“About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Office of 

the Historian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about-frus>

“F. Eugene Smith”, Industrial Design History Website 

<http://www.industrialdesignhistory.com/node/841>

“The Kitchen Debate Transcript”, 24 July 1959, – Vice President 

Richard Nixon and Soviet Premier Nikita Khrushchev, U.S. 

Embassy, Moscow, Soviet Union 

<http://www.foia.cia.gov/sites/default/files/document_conversions/16/1

959-07-24.pdf>

“Nixon and Khrushchev have a “kitchen debate””, This Day in 

History of History.com 

<http://www.history.com/this-day-in-history/nixon-and-khrushchev-ha

ve-a-kitchen-debate>

“Oral history interview with Mary Ann Scherr”, Archives of 



- 102 -

American Arts, April 6-7, 2001 

<http://www.aaa.si.edu/collections/interviews/oral history– -interview-

mary-ann-scherr-12648>

“Speech Delivered by J. V. Stalin at a Meeting of Voters of the 

Stalin Electoral District, Moscow”, 9 February 1946.

<http://www.marx2mao.com/Stalin/SS46.html>

양원합의회에서의 연설“The Truman Doctrine”, , 12 March 1947 

<http://www.ourdocuments.gov/doc.php?doc=81>

“Truman's Inaugural Address”, 20 January, 1949 

<http://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50yr_archive/inagural20jan

1949.htm>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http://www.archives.gov/>

미 국무부 역사기록실 <https://history.state.gov/>

미국 국제개발처 <http://www.usaid.org>

트루먼 도서관 <http://www.trumanlibrary.org/>

브루클린 미술관 <http://www.brooklynmuseum.org>

뉴욕현대미술관 <http://www.moma.org>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 <https://www.kcdf.kr/>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g>

홈페이지K-Design DNA  <http://kddna.designdb.com>



- 103 -

Abstract

The Cold War U.S. Design 

Diplomcay and 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Choi, Jungwon

Design History and Cul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cate the 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KHDC), which has been perceived as an 

one-time event in Korean design history, inside the international 

background of Cold War Design Diplomacy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to reinterpret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organization within the context and by doing so, to discover the 

possibilities of constructing a new discourse on the matter.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collated the examples of 

U.S. foreign polices which utilized design from the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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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of the government, reports, and related studies; analyzed 

the expected role of design within the blueprint of U.S. cold war 

diplomacy, and compared the case of KHDC with the results. 

Born at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the Cold War was 

shown in the form of ideolo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 The newly invented nuclear weapon with 

uncomparable destructive power was worked as a buffer preventing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at the same time, it 

assigned huge threat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circumstances, economy and culture, which had had lower priorities 

compared to the military power in the history, emerged as the new 

hero of diplomacy. As a cultural product of artistic creativity and a 

linkage between the economic chai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design was the most suitable weapon of the cold 

war. The American government aggressively deployed this new 

weapon in its foreign policies.

With its close realtion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Cold War U.S. Design Diplomacy appeared in various 

ways. During 1948 to 1952, when the focus of U.S. was on the 

economic recovery of western europe, design worked as a tool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under the guidance of 

Marshall Plan. Examples of Design Diplomacy in this period 

includes sponsoring the design education for the european designers 

and hosting expositions inside the U.S. territory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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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the export of european product to America. 

As the economy of western europe became stable thanks to 

the success of Marshall Plan, ideologic contest through various 

cultural activities replaced the role of massive economic aid in 

1950s; design was also actively used as the weapon of the cultural 

cold war. Mainly employed in overseas exhibition, design was both 

the means of obtaining cultural pride and the propaganda 

representing the affluence of American consumer life. 

From the middle of 1950s, the strategic location of the U.S. 

foreign policy had moved to the third world; tremendous amount 

of economic aid was given to these countries. Most of the fund 

was allocated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newly-independent 

nations. For this purp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ICA) signed a contract with promising industrial 

design firms in the U. S. and implemented a product development 

project in third world countries. The emphasis of the ICA project 

was on developing a product adequate to expor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also offered professional industrial design education in a 

few selected countries. 

With a close examination on the activities of U.S. Design 

Diplomacy during 1948 to 1960, it can be inferred that design had 

two key roles. When combined with economic aid, design was 

utilized as the means of generating economic value; when engaged 

with information services, design functioned as a symbol of cultural 

superiority and affluence in Americ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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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KHDC, established as a part of ICA third 

world aid program, design was only an economic tool, not a 

cultural component of everyday life. Considering the basic 

conception of Cold War U.S. foreign policy, it was natural that the  

activities of KHDC had strong economic orientation. As a country 

neighboring the communist block, South Korea had to maintain the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in order to perform a role as a 

frontier defense nation. KHDC also served this purpose by fostering 

the handicrafts and small scale industries, and opening the export 

market for the craft products. 

Introduced as a part of the Cold War U.S. Design 

Diplomacy, KHDC, a pioneering organization of design promotion 

in Kore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anting the concept of 

industrial design to the Korea. Nevertheless, disregard for the 

potential of design as a cultural symbol, which was dated to its 

conception, has been an obstacle for the cultural growth of Kore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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