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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이 소 라

본고는 6 25전쟁 과정에서 설립된 비공식원조기관인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1952년부터 1955년까지 가

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한미재단은 원조기관의 성격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독특한 기관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미재단의 구호활동을 비

롯해 설립 주체들의 의도, 재단의 모금 활동과 구호활동이 한미 양

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미재단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6 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비공식원조기관들에게 한국을 위한

구호활동을 요청했고 한미재단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서 설

립되었다. 그런데 재단의 설립이 구상되던 시점에 미국 정부와 이승

만은 비공식기관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투영하려는 의도를 갖

고 있었다. 한미재단은 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비공식원조기관

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한미 양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놓이

게 되었다. 양 정부는 한미재단의 조직 과정에도 깊이 관련했는데,

특히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미국 측 인사가

조직 구성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한미재단은 한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

를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미국

내에서 기부 받은 물품 및 기금은 한국의 보건, 사회복지, 교육 영

역에 사용되었다. 한미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민구호활동이 최

소한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관련 분야의 인력

을 양성함으로써 그 질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재단은 인력 양성 사



업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당시 공식원조기관이 수행하지 못

한 사업의 틈을 메꿨다. 그러나 그 수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기금

을 사용하거나 기금 사용처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는 이르

지 못했다.

한미재단은 주로 한국 내 구호활동에 종사했지만 아이젠하워 행

정부와 이승만에게 선전활동의 소재 및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하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캠페인

을 선전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자국 대중에게 냉전 질서 속에서 자

유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된 미국의 위상을 인식시키고 한미재

단에 기부함으로써 냉전에 직접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캠페인은 미국 내 냉전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하나

의 요인이었다.

한편, 이승만은 대외적으로 미국 대중에게 한국을 각인시키고자

어린이 합창단의 방미를 추진했다. 합창단의 활동은 국내 신문에서

도 대대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이승만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

고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수습하는데 이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

었다. 또한 국내 언론들은 한미재단의 활동을 시종일관 긍정적인 논

조로 보도, 평가 하면서 시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비공식원조기관을 통해 수혜국에

심어주고자 했던 대미관이 관철된 결과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이승만이 한미재단을 매개로 수행했던 선전

활동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대중

에게 냉전 질서를 인식, 강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의 선전활동은 궁극적으로 양국이 냉전 질서를 강화하

고 한국을 이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어: 한미재단, 비공식원조기관, 냉전문화, 선전, 이승만,

아이젠하워 행정부

학번: 2012-2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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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었던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였다. 연합국의 승리로 한국이 해방된

후 남북한에 각각 분단 정부가 수립되고 6 25전쟁을 거치는 과정에

서 한국은 줄곧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1) 6 25전

쟁 이후에도 한국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

치는 미국의 대한‘원조’를 기반으로 국가를 유지하다시피 했다. 더불

어 미국 정부가 ‘선전’하려 했던 미국식 제도 및 가치 또한 한국 사

회에 깊게 구축되었다.2) 이러한 한미관계는 냉전 질서가 고착 되면

서 더욱 공고화 되었다. 이와 같이 냉전기 한미관계를 연구 대상으

로 할 때 원조와 선전이라는 두 영역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

은 6 25전쟁기와 전후, 대민구호를 위해 활동했던 비공식원조기관이

었다. 그런데 한미재단은 원조기관이라는 성격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독특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에 활동했던 대다수의 비

공식원조기관들이 종교적 색채를 띠었던 것과 달리 한미재단은 비

공식원조기관을 표방하면서도 양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더

불어 재단의 설립 과정과 그 활동이 미국과 한국에서 전개되는 양

상을 살펴보면 한미재단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흥미로운 사

실이 드러난다. 한미재단은 활동영역의 측면에서는 정치, 경제와 사

회, 교육과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활동주체의 측면에서는

민간과 정부 양쪽에 걸쳐 있었다. 이러한 한미재단에 대한 분석은

전후 한미관계가 냉전 질서 하에서 원조와 선전을 매개로 어떻게

1)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p.374.

2)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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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일찍부터 경제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졌고, 주로 미국의 공식원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를 토대로 한미 경제관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3) 그런데 미국

의 원조는 공식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

공식원조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4) 비공식원조기관은 6 25전쟁

기와 전쟁 직후 공식원조기관의 원조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던 보

건, 사회복지, 교육 영역 등의 대민구호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다.

기존에 비공식원조기관을 다룬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진

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한국에서 활동한 모든 비공식원조기관을 대

상으로 각 기관의 대체적인 성격과 사업 내용을 분석했다.5) 그러나

연구대상이 방대한 만큼 각 기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각 기관의 성격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배경이나 목표만으로는 온

전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을 분석해서 기관의

3)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로 洪性囿, 1962 《韓國經濟와 美

國援助》 博英社; 이대근, 2002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 -工業化의 史的 背景

硏究》 삼성경제연구소;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戰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

出版会;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참고.

4) 본고에서 ‘비공식원조기관’으로 지칭하는 것은 기관의 본부가 소재한 본국 정부

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성금에 따라 한국에서 원조활동을 수행한 기관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약칭 외원

단체)’이며, 그 정의는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

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밖의 사

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사업단체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외국인인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본고

에서는 공식원조기관과의 대비를 부각시켜 ‘비공식원조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자 한다. 이는 한미재단이 ‘민간’의 성격을 표방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한미재단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 KAVA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95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외국민간원조기

관한국연합회40년사》 홍익재; 최원규, 1996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

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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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나 원조의 성격을 밝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별, 분야별 비공식원조기관들을 다룬 연구는 주로 종교계에서

이루어졌다.6) 한국에서 활동한 비공식원조기관들의 대다수가 종교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은 종교계의 원조활동은 충분히

밝혀냈지만 시대적인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그 활동들이 갖는

의미는 드러내지 못했다.

한미재단은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비

공식원조기관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재단 스스로가 표명한 성격은 분명 비공식원조기관이었다. 한미

재단은 인적 구성과 물적 규모 면에서 당시에 활동하던 다른 기관

들을 압도했고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 따라서 전시와 전후 비공식원

조기관의 활동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연

구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 냉전이 사회 문화 영역에 미친 현상과 영향을 밝히

고자 하는 대민외교(public diplomacy), 냉전문화 또는 냉전기 선전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7) 이 연구들은 기존

에 국제관계나 외교정책 위주로 이루어졌던 냉전연구를 사회 문화

6) 장정란, 2001 〈한국전쟁과 외국 가톨릭교회의 전재 복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2; 성백걸, 2001 〈류형기의 한국전쟁 인식

과 교회복구·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15; 김흥수, 2005 〈한국전쟁 시

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23; 최원규, 2006 〈한

국 전쟁기 가톨릭 外援 기관의 원조 활동과 그 영향〉 《敎會史硏究》26; 김흥

수, 2010 〈기독교연합봉사회: 1950년대의 기독교 연합사업 연구〉 《한국기독

교와 역사》33; 황미숙, 2014 〈내한 미국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사회복지사업 연

구, 1885-1960〉 목원대학교 신학과 박사논문.

7)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냉전문화’ 혹은 ‘문화냉전’ 연구로 지칭된다. Stephen

J. Whitfield, 1996 《The Culture of the Cold Wa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rances S. Saunders, 2000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The New Press; Christina Klein,

2003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土屋由香, 2011 《親美日本の構築》 明石書

店;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2008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1940~1950

년대》, 현실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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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냉전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

켰다.8) 본고는 한미재단이라는 원조기관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냉전기 선전활동과 그것이 냉전문화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냉전기 선전활동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냉전문화와 냉전기 선전활동을 다루는 연구는 국내학계보다 해외

학계에서 활발한 편이지만 허은과 김학재는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

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이 기구가 대민원조와 선전을 결합

했음을 지적했다.9) 이들은 UNCACK이 수행한 미국의 대민구호활동

이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시혜자 위상’ 혹은 ‘구원자’의 이미지

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미재단과 관련해 몇몇 연구에서

보건과 교육 분야의 활동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들은 공식원조

기관과 함께 한미재단과 같은 비공식원조기관이 진행한 인적 교류

사업이 미국의 이념을 전파하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

다.10)

이들의 연구는 원조와 선전의 상관성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의

미가 있으나 사실은 원조가 결과적으로 선전의 역할을 했을 따름이

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대민원조 활동이 선전과 어떻게 결합하

는지 그 기제와 구체적 전개양상을 해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한미재단의 구호활동, 설립 주체들의 의도, 재단의 모금활동과 구호

활동이 한미 양국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8) 마루카와 데쓰시 지음; 장세진 옮김, 2010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p.24.

9) 허은, 2008, 앞의 책, 4장; 김학재, 2009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북한점령기 주한유엔비공식원조사령부의 창설과정과 성격〉 《史林》

10) 허은, 2008, 위의 책, p.164, 214, 221.;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 나종남 옮김, 2011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책과 함께,

p.16, 87; 이주영, 2014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파〉 《미국사연구》

39.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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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단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James Sang Chi의 연구가

유일하다.11) 이 연구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냉

전선전정책의 맥락에서 한미재단을 분석했다. 그는 한미재단을 이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진행하는 ‘피플투피플(People-to-People) 프로

그램’의 前身으로 파악하고,12) 재단이 대기업 및 정부와 제휴해서

미국의 냉전정책을 대변하는 동시에 대중들이 정부정책에 일조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재단이 미국의 냉전문화 활동을 주

도한 하나의 주체라고 보았고, 그런 면에서 재단에 적극적인 위상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한미재단의 미국 내 활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미재단의 활동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한

계가 있다. 한미재단은 냉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배

경에서 만들어진 비공식 ‘원조’기관 중 하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한 원조 활동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그 활동을 온전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한미재단 활동 무대의 한 축인 한국에서는 재단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한미재단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한미재단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제공했지만 재단 활동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해명되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다. 첫째, 한미재단의 설립 구상

을 해명하고, 그 조직 과정 및 운영 방식을 밝히는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 진행된 한미재단의 구호활동 양상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냉전기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행정

11) James Sang Chi, 2008 〈Teaching Korea: Modernization, Model Minorities,

and American Internationalism in the Cold War Er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2) 피플투피플 프로그램은 대외 원조 프로그램 및 전반적인 냉전 국제주의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5년 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가 기획해서 1956년에 출범한 아이젠하워 정부의 문화냉전

프로그램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문화와 가치, 사상을 퍼뜨리

기 위해 고안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미국 대중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이 감

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느끼게 만듦으로써 대중들을 정부의 자유세계 통합정책

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다. Christina Klein, 2003, 앞의 책,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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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갖고 있던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이 목표들이 한미재단을 매개

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었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미재단의 설립 구상이 태

동한 1952년부터 기금 모금을 통해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55년까지의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자 한다. 한미재단은 1990년대까지 존속했지만 한국에서 진행한 실

질적인 활동은 1970년대 중반에 거의 마무리 되었다. 재단은 1956년

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구호와 재건사업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문화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고, 1956년 이후 활동 영역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2기에 들어서

대한민간원조를 매개로 한 미국 내 선전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기금 모금 역시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재단의 활동을 규

명하기 위해 미 해외원조문서군(RG 469)에 포함된 한미재단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13) RG 469,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Operations (1953-61)의 Korea Subject Files, 1953-1961, Entry 422

의 Box18, 22, 42, 65에는 한미재단이 생산한 각종 보고서 및 재단

과 대외원조처(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 경제조정

관 등이 주고받은 서신이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올리버문서’ 내의 ‘American-Korean Foundation 관련’ 자료에서도

한미재단의 구상과 초기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The New

York Times》는 한미재단이 자신의 활동을 선전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활용했던 신문이다. 따라서 이 신문은 재단의 활동과 선전 내

13)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가 미국

국립문서관(NARA)에서 수집한 RG 469 자료들이다. 국편은 NARA의 분류체계

에 따라 문서군(Record Group)-Box번호-개별문서제목 순으로 문서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순서대로 출처를 밝혔다. RG 469 자료는 국립중앙

도서관(이하 국중)에서도 일부 수집되었는데 국중에서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자

료를 분류한다. 따라서 국중을 통해 들어온 자료를 인용할 때는 문서군(RG), 시

리즈, 문서제목(국중)의 양식으로 출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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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한미재단의 활동은 정부와도 연계가 있었

던 바, 한미재단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활동 양상은

아이젠하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 중

Eisenhower, Dwight D.: Records as President, WHCF(Confidential

File), 1953-1961, Official File Series, Box879에는 한미재단과 관련

한 백악관의 각종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재단의 설립에 관여한 이승만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

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大韓民國史資料集: 李承晩關係書翰資料

集》을 활용했다.14) 이 자료는 195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한

미관계, 한국과 유엔의 관계 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나 기존 연구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재단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동아일

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및 《서울신문》을

활용했다. 이 밖에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제공하는 ‘이승만 문

서’ 내의 한미재단 관련 문서 및 국가기록원이 미국 국립문서관(NA

II)에서 수집해 제공하는 한미재단 관련 문서들도 참고했다.15)

14) 이 자료집은 ‘올리버문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맥아더기념관(MacArthur

Memorial)에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프란체스카의 서한·문서,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Archives, Stanford University)의 굿펠로우 콜렉

션(Milard Preston Goodfellow Collection)에 들어있는 이승만 관련 문서, 유엔문

서보관소(U.N. Archives, New York)에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 관련 문서 등을

정리·편집한 자료집이다. 정병준, 〈李承晩大統領 書翰 자료 해제〉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le.html

15) 이승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각 문서에 PDF파일번호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서내용-생산일자-PDF파일번호(이승만연구

원) 순서로 자료를 인용했다. 국가기록원이 미국 국립문서관(NA Ⅱ)에서 수집해

제공하는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철 제목과 문서 제목

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철제목-문서제목-날짜(국가기록원) 순

서로 자료를 인용했고, 국가기록원의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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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한미재단의 설립 주체와 운영

1. 한미재단의 설립 주체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은 6·25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엔의 구호 방식과 미국 정부, 이승만의 복합적인 구상이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6·25전쟁은 한반도에 막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전쟁 기간과 전후 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

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도 힘든 처지에 놓였다. 1952년 말, 피

난민 숫자는 261만 7,629명, 전재민은 341만 9,996명에 이르렀고, 구

호 대상은 902만 명이 넘었다.16)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취약한 영

양 상태로 인해 여러 가지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했으며, 아동

교육과 관련된 피해 상황도 막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7월 31일의 결의에서 유엔군사령부

에 한국을 위한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해 줄 것을 요

구했다. 더불어 유엔 회원국과 비공식기관에 전재민 구호를 위한 도

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비공식원조기관들이 한국으로 진

출했다. 유엔군사령관은 모든 비공식원조 활동에 책임을 지고 그 책

임을 대행시키기 위해 1950년 12월에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

를 설치했다. UNCACK이 설치되면서 전투지역 내 민간원조는 각

군단 및 사단의 민간원조처가, 기타 지역의 민간원조는 UNCACK이

담당하게 되었다.17)

16) 《동아일보》 1952.12.27.

17) 김흥수, 2005, 앞의 논문,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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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 새롭게 내한한 비공식원조기관은 55개에 달했다. 이

들은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피난민 응급구호를 위해 UN의 요청에

응하여 내한했거나 일부는 한국에서 조직되기도 했고, 또는 자체 판

단으로 진출하기도 했다.18) 전쟁기간 동안 비공식원조기관들은 UN

군의 통제를 받았는데, 1953년 7월 8일자 한국민사원조처(Korean

Civil Assistance Corporation; KCAC) 각서 2호에 규정된 "민간원조

단체의 구호물품도입" 규정에 따라 한국에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비

공식원조기관이나 장차 구호물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KCAC에 등록해야 했다.19)

전쟁 초기에 비공식원조기관들은 주로 전시응급구호를 위한 활동

을 전개해서 각 기관의 본부에서 기부 받은 식량과 의복, 의약품 등

을 한국에 보냈다. 1950년 9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비공식원조기관

은 2,945만 3천 달러 가치의 구호품을 한국에 원조했다.20) 현금보다

는 물품이 월등히 많았고, 도입물품 가운데 식량이 90%에 가까웠다.

이 구호품은 비공식원조기관이 사회복지,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전쟁고아를 위

한 시설 지원, 아동 후원, 전쟁미망인 구호 등의 사회복지 분야와

병·의원의 설립, 나환자와 결핵 구호사업, 상이용사 재활 등의 보건

분야, 교육 시설의 복구 및 신축, 학교 물품 지원 등의 교육 분야,

피난민 정착사업 등 다양한 구호사업을 진행했다.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에는 공식원조기관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협조했고, 일부 소규모

나 비정기적 사업들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한미재단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시 구호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서 설립되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좀 더 복합적인 구상을 갖

18) 최원규, 1996, 앞의 논문, p.117.

19) RG 469, Office of the Dir: Geographic Files of the Director, 1948-55,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Directory of Foreign Voluntary Agencies

in Korea”, 1955. p.129.(국중)

20) 위의 문서, p.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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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첫째, 6·25전쟁으로 냉전이 고착됨에 따라 미국은 전 세

계에 자유세계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길이 인도적 질

서로 향하는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명분이 필요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보건, 사회복지 및 재건사업을 선

전하는 활동이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대미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선전을 한국 사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21)

미국은 그 이전부터 대외원조활동에 민간자원봉사기관(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PVO)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PVO의

활동은 길게는 16세기부터 이루어진 선교사 활동에 기반을 두었는

데, 이들과 정부 간 파트너 관계의 유용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

럽에서 진행된 엄청난 재건 활동을 거치면서 입증되었다. 1946년 트

루먼 대통령은 대외 구호영역에서 정부와 민간 프로그램을 연계시

키기 위해 국무부 산하에 대외자원원조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 ACVFA)를 신설해 PVO의

활동을 관리했다. 이들의 활동은 195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에

서 구호와 기술원조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946년 PVO의 해외 지원이 유럽 지역에 85%가 집중되었

던 것에 반해, 1960년에는 52%가 아시아에 집중되면서 유럽(31%)이

나 라틴 아메리카(11%), 아프리카(6%)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증

가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냉전 기간 동안 군사적 안보는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PVO들의 영역

인 복지 분야의 활동이 수혜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

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

21) 허은, 2008, 앞의 책,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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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둘째, 미국 정부는 미국 대중에게도 냉전 질서를 인식시키고자 했

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패권국가로서 도덕적·정신적 헤게모니를 구

축하기 위해서 미국 대중들이 기존에 품었던 고립주의적 감성을 탈

피하고 냉전 질서를 인식하며, 그것을 개인적 영역으로 치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23) 미국 정부는 정부 주도의

선전보다는 비공식원조기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

되는 선전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

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강한 연계를 갖는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

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승만은 상이한 성격의 비공식로비단체를 구상

중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은 한국 문제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한국인과 미국인 연합기구(Korean-American Society)를

재개시키고자 했다. 앞서 태평양전쟁기에 그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 학자와 언론인, 정치가, 선교사 등

으로 구성된 ‘한미협회(Korean-American Council)24)’와 재한 선교사

출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25)를 조직한 경험이 있었다. 이 두 단체는 미국 내에서 선전

22) Brian H. Smith, 1990, 《More than altruism : the politics of private foreign

ai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53-54.

23) 아이젠하워 정권기 미국의 냉전문화 정책에 관해서는 Christina Klein, 2003, 앞

의 책, 1장 참고.

24) 한미협회는 1942년 1월 16일 창설되었다. 협회의 사업은 “한국의 독립과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미국인들의 동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43년 현재, 구성원은 36명인데 중국인 2명, 한국인은 이승만 1명, 나머지는 모

두 미국인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외교관, 목사, 대학총장

과 교수, 출판사 회장, 잡지 편집인, 언론인, 작가, 사회사업가, 현직 군인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인물들로는 회장 크롬웰(J. H. Cromwell, 캐나다 대사역임), 이

사장 해리스(Fredrick B. Harris, 상원 원목) 스태거스(J. W. Staggers, 변호사),

윌리암스(Jay Jerime Williams, 통신사 운영) 등이 있다. 고정휴, 2009 《한국독

립운동의 역사54: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pp.210-212.

25) 이승만은 이 단체를 “한미협회가 단순한 정치를 목적한 조직이므로 교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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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 이승만의

후원 조직이었다. 이승만은 6·25전쟁 과정에서 이들과 비슷한 로비

단체의 조직을 구상했다.

이승만은 전 세계가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갖게 된 큰 관심을 유

지시키길 원했고 이를 목표로 활동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자 했

다. 특정 사설 조직을 활용해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이른 시기부터

수행되어 온 이승만 외교 활동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남한에 공식정

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경향이 사라졌다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승만은 다시금 사설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26) 이승만이

기대했던 것은 한미협회의 확대판으로, 그는 한국에 호의적인 인물

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해서 미국 여론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통로

를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자신의 오랜 정치적 지지자인 로버트 올

리버(Robert T. Oliver)에게 가능한 모든 경로를 열고 한국에 우호

적인 뉴스와 잡지 편집자, 영향력 있는 개인, 조직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27) 더불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확보해 새로운 단체를 만

들고자 시도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만들어질 단체에 제한 사항을 두었다. 한국 정부

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급자족(self-supporting)’의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승만은 초기 자금으로 천 달러 정도를 지원 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 단체가 정부 단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비

용마저도 최대한 지원하지 않으려했다. 또한 천 달러를 준다 해도

이것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 있는 재미동포들이 기부한 돈이어야

혹은 참가하기에 주저하는 자가 있음으로 특별히 교인 중에서 많은 회원을 얻

기 위하여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3년 2월 현재,

주요 인물로 회장 더글라스(Paul F. Douglass, 아메리칸대학 총장), 서기 겸 재

무로 애비슨(O. R. Avison), 서기 피치(George A. Fitch) 등이 있다. 고정휴,

2009, 위의 책, p.213.

26) 정부 수립 이전 이승만의 외교·선전활동에 관해서는 정병준, 2005 《우남 이승

만 연구》 역사비평사, 2부 참고.

27) “프란체스카가 올리버에게 1950.7.20.” 국사편찬위원회편, 1997 《대한민국사자

료집37: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0(1961~1965·기타)》,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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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단정 지었다.28) 이승만은 초기 자본 없이도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조직 구성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러나 조직을 만들려는 이승만의 시도는 1951년 초까지 기금과 인물

을 확보하지 못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29) 이에 따라 이승만이 초

기 설립 비용으로 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미국에 있는 주

미한국대사 양유찬이 이승만과 협의 해 재단 설립을 진행하는 것으

로 정리되었다.

이렇듯 새로운 비공식기관의 설립을 대하는 양측 정부의 의도는

매우 상이했다. 미국 정부는 6·25전쟁으로 냉전이 고착화 되는 시점

에서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투영하고 선전할 수 있는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기관을 필요로 했다. 반면 이승만은

한국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지속시키고 한국문제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된 로비단체를 조직하길 원했다.

한미재단은 이러한 양측 구상의 접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설립 가능

했다.

후술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가와 전

문가로 구성된 한미재단 인사들은 재단 기부금을 끌어 모으고 그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었으며, 이승만에게

미국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친한파 인사가 될 수 있

는 인맥이었다. 결국 이러한 구상 속에서 설립된 한미재단이 순수한

비공식원조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미재단은

양쪽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한미 양국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2년 4

월이었다. 한국 측 양유찬은 비공식기관의 설립을 위한 책임을 맡아

서 베비스(Palmer Bevis)라는 인물을 끌어들여 재단을 설립하기 위

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30) 베비스는 당시 한국구제협회

28)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1951.2.7.” 국사편찬위원회편 37권, p.69.

29) “프란체스카가 올리버부부에게 1951.2.9.” 국사편찬위원회편 37권,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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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Relief for Korea; ARK) 홍보국장이었고 이 활동을 통해

양유찬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ARK는 1950년대 초반 한국에서 활

동한 다양한 비공식원조기관 전체를 결집시킨 조직이었고, 대부분은

교회 단체로 구성되었다. 한국을 위한 실질적인 원조 활동은 작은

규모의 의복 지원으로 그쳐서 한국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

나 이후 한미재단과 같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비공식원조

기관의 설립 기반이 되었다.31) 양유찬은 주미대사로서 ARK의 명예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때 베비스가 담당한 홍보 활동에 한국의 유

력인사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베비스는 ARK에서 활동하기 이

전부터 선교단체,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인물이었다.32)

선교사 유산과 홍보 경험에 토대를 둔 그의 개인적인 관심은 ARK

를 통해 한국과 결합되었고, 이 활동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는 새로

운 비공식원조기관의 설립에 참여했다.

베비스는 1952년 5월 한미재단 설립 제안서를 작성했다. 이 제안

서는 향후 한미재단의 성격과 활동 방향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제안서에 명시된 한미재단의 성격은 “민간의, 비정치

적·비당파적·전국적 구호(relief)와 부흥(rehabilitation) 기관”이었다.

더불어 한미재단은 초기의 구호활동이 발전적 단계로 들어서면 부

흥과 문화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활동의 궁극

30) James A. Van Fleet Papers, Box 77, Folder 8-11, 15: Syngman Rhee

General, 1953-1963; Folder 16-18: Syngman Rhee Visit to U. S. “이승만이 밴

플리트에게” 1953.12.10.

31) ARK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James Sang Chi, 2008, 앞의 논문, 3장 참고.

32) 예일 대학교 출신인 그는 1920년대 후반 예일대학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해외

선교사 단체이자 교육 사절단인 Yale-in-China의 비서실장 겸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 시절부터 베비스는 장기간 홍보 자문위원으로 경험을 쌓

았는데, 1931-1941년 뉴욕에서 홍보 상담(Public Relations Counsel)을 위해 일

했고, 1940-1941년에는 민간방공국(the Office of Civilian Defense) 특별상담가

로, 1947-1950년에는 전미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홍보 담당자로 일했다. 1940년대 초반에는 보이스카우트, Y.M.C.A., A.F.L.(미국

노동총연맹)을 포함하는 30개의 전국적 민간조직 연합체인 공민교육서비스

(Citizenship Educational Service)의 이사이자 비서로 재직했다. James Sang

Chi, 2008, 앞의 책, pp.125-127.



- 15 -

적 목적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하며 지속

적인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안서에 재단의 광

범위한 활동 영역이 제시되었는데 그 범위는 “① 의료와 교육을 위

한 물자와 설비, ② 의복과 식료품, ③ 고아와 노인 및 상이용사를

위한 관리와 준비, ④ 개별 가족 단위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

한 필수적인 원자재 및 도구의 공급과 분배, ⑤ 미국 산업과의 연

계, ⑥ 한국 내 무역 및 기술학교의 설립, ⑦ 미국 대학의 장학금”

등을 아울렀다.33)

이당시 대다수 비공식원조기관들은 소비재로 구성된 구호품을 한

국으로 운송하고 소규모 대민구호사업을 지원했다. 반면 제안서에

드러나는 한미재단의 목표는 대민구호사업 영역을 광범위하게 아우

르면서 대민구호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

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한미재단은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

해 한국을 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고, 그것이 한미 간의 강한 결속력

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34)

그런데 이러한 재단의 성격은 이승만이 구상하던 로비단체와는

거리가 있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이승만은 구호 단체(relief

society)의 성격을 띤 한미재단과 이승만의 사설조직 역할을 하던

‘한미협회’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인식하여 양유찬이 한미

재단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35) 그러나 기

본적으로 로비 활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가 단체의 운영

조건으로 제시했던 자급자족 형식으로는 사실상 단체의 설립이 불

33) 올리버문서, 양유찬 서신: 이승만, 임병직, 기타요인, “Proposal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1952.5.16.

34) RG 469,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Operations(1953-61),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Entry 422, Korea Subject Files, 1953-59, 1953-54,

Publications-Relief: American Korean FD, Box 18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What It Is…What It Does”

35) “이승만이 양유찬에게 1952.8.1.” 국사편찬위원회편, 1996 《대한민국사자료집

31: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4(1952)》,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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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 따라서 자체적인 기금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진행

되는 기금 모금 활동이 필요했고, 모금을 위해서는 한국의 구호활동

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승만은 이후 한미재단의 한국 측

인사를 자신의 사적 고문들로 채우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후술하겠지만 1952년 후반,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였던 아이젠

하워 측은 한미재단이라는 비공식기관의 설립 아이디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의도를 내비쳤다. 이 때 재단 이사회가 본격적으로 꾸려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측은 조직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

했다. 이로써 한미재단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원조기관의 성격을

확고하게 띠게 되었다. 반면, 이승만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미재단은 재단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국정부의 워싱턴 공보기관인 합동통

신(Korean Pacific Press)에서 한국을 홍보했던 올리버가 재단 이사

회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36)

설립 단계부터 주도권을 잃은 한국은 그 조직에서도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한미재단의 색채는 조직구성

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2. 한미재단의 조직과 운영 방식

한미재단은 1952년 11월에 들어서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

했다.37) 이때부터 재단의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이사장이 선출되었

으며 한국으로 보낼 1, 2차 사절단이 계획되기 시작했다. 로비단체

36) “올리버가 이승만부부에게 1953.3.13” 국사편찬위원회편, 1996 《대한민국사자

료집32: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5(1953)》, p.56.

37) 올리버문서, American-Korean Foundation 관련, “Letter from Norman A.

Sugarman to R. S. Gayton” 195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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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상했던 한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한국 측 인사들이 이승만의

측근으로 채워졌던 반면, 미국 측 인사는 재단의 기부를 이끌고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업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아래는 한미재단의 조직도이다.

〈그림 1〉 한미재단 조직 구조

한미재단은 뉴욕에 본부를 두었고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한국사무소를 두었다. 본부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와 자문위원

회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산하에 보건, 사회복지, 교육, 특별

자문위원회를 두었고, 비정기적인 총회에서 이사회에 사업을 보고했

다. 한미재단의 실무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주축이 되어 한국사

무소와 긴밀한 연계 하에 진행했다.

1954년 4월 기준으로, 한미재단 이사회에는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과 대표이사(President) 각 1명, 명예 이사장(Honorary

chairman) 3명, 운영담당 부이사장(Executive Vice chairman) 1명,

부이사장(Vice chairman) 3명, 재무담당관(Treasurer) 및 총무

(Secretary)가 각 1명씩 있었고, 총 48명의 이사(Director)가 있었

다.38) 인적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8)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 – 1963,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Entry1276, Relief - A.K.F. (American-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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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General James a. Van Fleet 前주한미8군사령관

대표 이사(President)

Howard A. Rusk M.D.
뉴욕대학 의료 연구소 소장;

뉴욕타임스 편집장

명예이사장(Honorary chairman)

Dr. Milton S. Eisenhower 펜실베니아 주립대 총장

HON. Ellis O. Briggs 주한미대사

HON. Dr. You Chan Yang 주미한국대사

운영담당 부이사장(Executive Vice chairman)

DR. Roland R. De Marco 뉴욕 핀치 대학 총장

부이사장(Vice chairman)

O. Roy Chalk 트랜스 카리브 항공사 사장

Nathan Cummings Consolidated Grocers Corp 이사장

Forrest Tancer Sutro and Company

재무담당관(Treasurer)

David Rockefeller Chase National Bank 상무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Palmer Bevis 한미재단 상임이사

총무(Secretary)

Emil. Rogers 변호사

이사(Directors)

Riley H. Allen M. M. Anderson

The Honolulu Star Bulletin 편집장
Aluminum Company of America

부사장

Elmer H. Bobst HON. William G. Bray

Warner Hudnut Inc. 회장 인디아나주 하원 의원

Harry A. Bullis Dr. William G. Carr

제너럴 밀즈(General Mills) 이사장 전미교육협회 회장

Robert K. Christenberry General Lucius D. Clay

Hotel Astor 사장 퇴역군인

William E. Cotter Mrs. Ambrose N. Diehl

Union Carbide and Carbon Co.

변호사

전미여성협회 회장; 여성클럽총연합;

전미비지니스연합 등

Hon. James A. Farley Mrs. Crystal Bird Fauset

코카콜라 수출 회사 이사장 필라델피아/니그로 클럽 대표

〈표 1〉 한미재단 이사회(1954.4.20. 현재)

Foundation),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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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ence Francis Mrs. Bernard F. Gimbel

General Foods Corporation 회장 자선사업가

Dr. Henry T. Heald General John H. Hilldring

뉴욕대학교 총장 General Aniline and Film Corp.

Paul G. Hoffman Charles R. Hook

Studebaker Corporation 이사장 ARMCO Steel Corp. 이사장

Hon. Herbert Hoover George Killion

前미국대통령 American President Lines, Ltd 회장

Robert C. Jackson Hon. Robert L. Johnson

미국면업조합 부회장 템플대학교 총장

Madison H. Lewis Colonel Ben C. Limb

The Borden Company 이사장 주유엔대사

Edward Longstreth Henry R. Luce

Time, Inc. 출판인

J. Wesley McAfee Leonard W. Mayo

Union Electric Company of

Missouri 회장
뉴욕불구아구호회장

Dr. George Fox Mott David Y. Namkoong

Mott of Washington and Associates 한국영사

Dr. Robert T. Oliver Edgar M. Queeny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언어학과 교수 몬산토 화학회사 이사장

Richard S. Reynolds, Jr Mrs. Anna M. Rosenberg

Reynolds Metals 회장 前국방차관보

Mrs. Howard A. Rusk Philip T. Sharples

사회복지사 Sharples Corporation 회장

Spyros P. Skouras John W. Staggers

20th Century Fox 사장 한미협회

Arthur Hays Sulzberger Juan T. Trippe

뉴욕타임스 발행인 Pan American Airline 설립자

Mrs. Charles L. Tutt Cloud Wampler

Carrier Corporation CEO

Thomas J. Watson Dr. Morrise Willia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BM) 이사장

Robert E. Wood Robert R. Young

Sears and Roebuck & Co. 회장 Alleghany Corporation

William Zeckendorf James David Zellerbach

Webb and Knapp, Inc. 사장 Crown Zellerbach Corporatio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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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RG 469, Entry 1276, Relief-A.K.F.(American-Korean Foundation),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pp.1-4.

**음영 표시가 한국 측 인사

이사회는 다수의 미국 측 인사와 소수의 한국 측 인사로 구성되

었으며 그 비율은 9:1이었다. 구성 비율만 보아도 한미재단은 미국

인이 주도하는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사회는 비정기적으로 총

회를 열어 실무진으로부터 재단의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활동, 회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기금 모금과 같은 재단의 핵심적인 사업

의 수행 여부를 결정했다. 이사들은 한미재단의 실제 운영에는 참여

하지 않았지만 이사회 명단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

로도 대중에게 재단의 신뢰성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이사회에서 한국 측 인사 구성은 양유찬을 중심으로 두고 이승만

의 다른 측근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승만은 한미재단의 설립 구상을 듣고 올리버에게 양유찬을 도울 것

을 요청했으며39) 베비스는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임병직과도 접촉했

다.40)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미국인인 올리버와 한

미협회의 일원이었던 스태거즈(John W. Staggers), 한국인으로는 주

미한국대사 양유찬, 주유엔대사 임병직(Ben C. Limb), 뉴욕총영사

남궁염(David Y. Namkoong)이 있었다. 양유찬과 올리버, 임병직이

주로 이승만에게 재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이승만은

하워드 러스크(Howard A. Rusk), 베비스와 같은 한미재단 실무진들

과 직접 서신을 주고받으며 재단의 활동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 시기 이승만이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은 한미재단에 ‘반정

부·반이승만파’의 가입을 막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측근 외에

39) “프란체스카가 올리버부부에게 1952.5.30.” 국사편찬위원회 31권, p.115.

40) 올리버문서, American-Korean Foundation 관련, “Letter from Palmer Bevis to

Ben C. Limb” 19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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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단의 가입이 외국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했는데, 이는 여러 차례 올리버와 양유찬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난

다.41) 결정적으로 이승만은 그와 매우 가까웠던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에게 직접 한미재단에 가입해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권고하기까지 했다.42) 이승만의 경계심은 밀튼 아이젠하워 박사가

명예이사직으로 물러나고 이승만의 권유로 재단에 참여한 밴 플리

트가 새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한 때가 되어서야 약해진 것으로 보인

다.

한미재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1952년 12월 밀튼 아이젠하워(Milton

S. Eisenhower) 박사가 공식적으로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을 때 시

작되었다.43) 아이젠하워 박사는 미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의 동생으로, 당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총

장이었다. 재단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밀튼 아이젠

하워에게 보낸 서신에서, 재단은 그의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지명도

를 필요로 하며 그와의 연계를 통해 추후 한미재단의 활동에 대통

령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44)

밀튼 아이젠하워 박사가 한미재단 이사직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

유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하게 되는 덜레스

(John F. Dulles)의 권유 때문이었다.45) 덜레스는 한미재단이 구상

41)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1953.2.19.” 국사편찬위원회편 37권, p.257;

“Memorandum, 1953.3.10.”;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1953.3.25.”; “이승만이 양유찬

에게 1953.4.9.” 국사편찬위원회 32권, p.40, 97, 151.

42) James A. Van Fleet Papers, Box 77, Folder 3-5: Mattew B. Ridgway;

Folder 5-7: Francesca Rhee, “이승만이 밴플리트에게” 1953.3.16

43) Howard A. Rusk, 1972 《A world to care for : the autobiography of

Howard A. Rusk, M.D.》 Random House, p.200.; 《The New York Times》

1952.12.15.

44) 올리버문서, American-Korean Foundation 관련, “Letter from Palmer Bevis to

Milton S. Eisenhower” 1952.11.19.

45)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덜레스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아이젠하워는 집권하자마자

덜레스를 국무장관으로 발탁했고, 공식적인 국가안보 구조에 대해 그에게 상당

히 의존했다. 덜레스는 관직에 있으면서 외교정책에 관한 한 제일의 보좌관이자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다. 권오신, 2005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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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있을 때부터 한국을 위한 비공식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활동에 비견할 만한,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46)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재단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47) 덜레스는 밀튼 아이젠하워를 통해 정부와 재단

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이사장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이후 밀

튼이 초대 이사장직을 수락하면서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러

한 덜레스의 관심은 한미재단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

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박사는 한미재단 일에 관한 조언을 주로 올리버에게

얻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측 인사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 올리버만

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올리버는 재단

활동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하는데 깊게 관여했고 프로그램 시리즈

를 계획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48)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한미재단의 이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 받았고, 올리버는

한국정부의 워싱턴 공보기관인 합동통신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재단 일에서 물러나게 되었다.49)

미국 측 이사회 인사 구성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밀튼

아이젠하워를 통해 한미재단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관심을 받게

된 이후로 재단의 주요 인사 임명은 양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1956년까지 한미재단 주요 인사의 변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연구》21, p.154.

46) Howard A. Rusk, 1972, 앞의 책, p.200.

47) 올리버문서, American-Korean Foundation 관련, “Letter from Palmer Bevis to

Ben C. Limb” 1952.7.23.

48) “올리버가 이승만부부에게 1953.3.13.” 국사편찬위원회 32권, pp.56-57.

49) “리치몬드가 이승만부부에게 1953.3.24.” 국사편찬위원회 32권,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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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1952.12.15. 1953.9.17. 1954.10.

밀튼 아이젠하워 밴 플리트 하워드 러스크

대표이사
- - 1954.1.27 1954.7.1.

- - 하워드 러스크 크리슨베리

한국사무

소장

- 1953.9.3. 1954.2.8.

- 이기붕 브룩스

〈표 2〉 한미재단 주요직 인사 (~1956)

*출전: 《The New York Times》 1952.12.15.; 1954.1.27.; 1954.7.1.;

1954.2.8. 《동아일보》 1953.9.3.; 1953.9.20

1953년 9월, 이사회는 밴 플리트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이었다. 밴 플리트는 1951년부터 한

국에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하는 동안 이승만과 가깝게 교류했고,

한국인의 존경을 받는 가장 영향력 있는 친한파 인사 중 한명이었

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는 장기간 군에 근속했고 1954년 4월

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극동지역의 조사를 맡은 사절단을 이끌

만큼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한미재단이 한미 양국의 친선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대표로

임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밴 플리트는 여기에 적임자였다.

한국에서 밴 플리트가 차지하는 위상만큼 그의 행보는 국내 신문의

주목을 받았고, 이것은 한미재단의 국내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1954년 7월부로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직을 맡게

된 크리슨베리(Charles W. Christenberry)는 밴 플리트와 테일러

(Maxwell D. Taylor) 장군 아래에서 미8군 행정관(administrative

supervision) 임무를 맡은 인물이었다.50) 그는 한국에서 이승만과 한

국정부를 자주 상대한 경험이 있었다. 재단은 그가 한국의 상황과

요구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것

이 그가 대표이사로 임명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50) 《The New York Times》 19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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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4년 1월 대표이사(President)로 선출된 러스크는51) 한미

재단 활동 이전에는 한국과 특별한 연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기간 재단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이승만과 빈번히 교류하

였고, 한국문제를 홍보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다. 러스크 박사

는 당시 뉴욕대학 의료연구소 소장이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의료 분야에서 영

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임명 이전에 1, 2차 사절

단의 단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러스크는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재

단의 의료 분야 활동을 이끌었으며, 《뉴욕타임스》의 직위를 이용

해 신문광고를 통해 한미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둘째, 이사회의 미국 측 인사는 대부분 기업의 최고위직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은 식품, 제약, 해운, 건축, 화학, 항

공, 전기, 제지,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다양했다. 다양한 사

업 영역만큼이나 이들이 재단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는

어려웠다.52) 단지 열명 남짓한 인사만이 한미재단의 사업 영역과 직

접적인 관련을 갖고 활동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

는 일부 구성원은 사절단으로 방한했고, 실무를 담당하는 각 자문위

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서 활동했다. 재단의 홍보 사업과 관련된 인

물도 있었다. 20세기 폭스 사장인 스파이로스 스커러스(Spyros P.

Skouras)의 전폭적인 지원은 러스크의 《뉴욕타임스》와 더불어 한

미재단의 홍보 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미재단은 1953년과

51) 《The New York Times》 1954.1.27.

52) 이사회 인사 중 일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단을 지원하기도 했다. 트립

(Juan T. Trippe)의 팬 아메리카 항공은 한국으로 보내는 한미재단의 항생제를

무료로 운송했으며, 제켄도프(William Zeckendorf)의 건축회사는 1956년 이후

한미재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이끌기도 했다. 2차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산

업과 상업 시찰을 담당한 퀴니(Edgar M. Queeny)는 기업가로서 한국인 기술자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James Sang Chi, 2008, 앞의 논문, p.159.;

RG 469, Entry 422, Korea Subject Files, 1953-59, 1953-54, Reports:

Notification-UNKRA Projects, Box 22, Report-(Rusk), “Report of the Second

Mission to KOREA, August 20-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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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두 차례 대규모 영화모금운동을 벌였는데, 이 때 각각 100만

달러의 현금 기부금을 모았다. 이 운동은 재단의 기금 모금에 큰 도

움이 되었고, 홍보 효과도 막대했다.

셋째, 미국 측 이사진 중에 한미재단 참여 이전에 한국과 인연을

맺었던 인물은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인디아나주 하원의원인 윌리

엄 브레이(William G. Bray)가 미군정기에 5개월 동안 재산관리과

부과장(deputy property custodian)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이었

다.53) 나머지 미국 측 이사들은 한국과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이것은 자문 위원회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들은 재단 활

동 초기에 한국 측 인사들의 정보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다가 재단

이 꾸려지자마자 직접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에 보낼

사절단을 계획했다.

넷째, 미국 측 인사들은 미국 정부의 권유로 한미재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다수 이사진은 한국과 관련한 사전 지식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재단에 참여했는데 이 사실은 미국 측

인사들의 참여에 외부의 영향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사 중 적지 않은 인물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측근

이었다는 점이다. 장군 직함을 달고 있는 인사들은 모두 2차대전기

에 군인으로서 활약했는데, 이 가운데 클레이(Lucius D. Clay) 장군

은 아이젠하워의 부관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최측근이었다.54) 이

밖에 일부 기업가들도 친정부적 성격을 띠었고, 기업에서 은퇴한 뒤

직접 행정부에 참여한 인물도 있었다. 이것은 한미재단이 정부와 연

계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이들의 이사직

53) 윌리엄 브레이는 미군정에서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재산관리과(Office of

the Property Custodian) 부과장으로 재직했다. 중령 직함으로 1945년 11월 17일

에 파견되어 1946년 4월 30일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The Library of Conres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art I

I)》 The Library of Conress p.67.

54) http://en.wikipedia.org/wiki/Lucius_D._Clay(검색일 2015.3.7. 검색어 Lucius D.

Clay)



- 26 -

참여에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덜레스가 초기에 한미재단과 미국 정부의

유착이 강화되도록 재단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후에도 한미재단은 상원의원이나 백악관 인사 등 미국 정부와 관

련된 인사들을 이사진으로 포섭하기 위해 직접 이사직을 제안하거

나 추천을 받으면서 정부와의 연계를 이어 나갔다.55)

한미재단 이사회는 소수의 한국 측 인사를 제외하고 ‘대기업-비공

식기관-미국 정부 간의 연합체’ 성격을 가졌다. 실제로 한미재단에

참여한 기업가들의 대부분은 이후 아이젠하워 정권의 ‘피플투피플

(people-to-people)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기도 했다.56) 이러한

인사 구성은 한미재단에게 가치 있는 재원이 되어 주었다. 이들의

부와 힘, 영향력은 이후 기금 모금 활동에서 개인적 기부, 기업의

기부, 대중적 신뢰로 쉽게 결집되었다.57)

한미재단의 사업 방향은 총 네 개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를 통

해 결정되었다. 이사회의 일부 멤버가 위원회에 속하기도 했지만 이

사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자문 위원회에는 교육, 의

료, 사회복지, 특별 프로젝트 총 네 개 위원회가 있었다. 이들은 재

단의 사절단 방한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다른 원조 기관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한국의 실정을 파악하고 한미재단의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한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한국

55) Eisenhower, Dwight D.: Records as President, WHCF(Confidential File),

1953-1961, Official File Series, Box 879, OF 196-C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3) “Chriestenberry to James C. Hagerty” 1954.8.31.

56) 피플투피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희망(Hope) 프로젝트는 해군함선에

800개 병상의 병원을 구축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의료 직원을 갖춘 해상 병원

을 보내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이사진은 제약회사인 Smith, Kline &

French와 힐튼 호텔, 미국영화협회(Mothe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American President Line, Pan American Airway, 제너럴 밀즈, 코카콜라, IBM,

Sears and Roebuck 등의 기업 중역들로 구성되었다. James Sang Chi, 2008, 앞

의 논문, p.157.

57) James Sang Chi, 2008, 위의 논문,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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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성명 경력

교육

자문

위원회

Dr. Hollis Caswell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학과장

Dr. David Henry 뉴욕 대학교 총장

Dr. William G. Carr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회장 [이사회 멤버]

Mrs. Crystal. Bird

Fauset

필라델피아 니그로 클럽 대표 [이사회

멤버]

Dr. Roland R.

DeMarco, [위원장]
핀치대학 총장 [이사회 멤버]

의료

자문

위원회

Robert L. Levy, M.D.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 임상의학 교수

Morris Fishbein, M.D.
익셉타 메디카 (Excerpta Medica)

편집장

Donald Sheehan, M.D.
뉴욕대학교 벨뷰(Bellevue) 의료 센터

국장 대리

William P. Shepard,

M.D.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사회복지, 제2

부위원장

Colonel James P.

Pappas, M.C.

주한민사원조사령부(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 공중보건담당관

Frank E. Wilson, M.D. 미국 메디칼 협회, 워싱턴 지부장

Howard A. Rusk,

[위원장]

뉴욕대학 의료연구소 소장/

한미재단 대표이사

사회

복지

자문

위원회

Miss Katherine

Kendall

사회사업교육협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교육 비서

Frederick I. Daniels

사회복지사업과 아동지원협회(Social

Service and Children’s Aid Society)

브루클린 부서 이사

Stanley P. Davis
지역사회봉사회(Community Service

Society) 총재

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

이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한 것이 한미

재단 활동의 특징이었다. 각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표 3〉 한미재단 자문 위원회 (1954.4.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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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Ryan
전미의료협회(National Health Council)

이사

Mrs. Howard A. Rusk 사회복지사

Donald V. Wilson 불구자복지를 위한 국제단체 사무장

Leonard W. Mayo,

[위원장]
뉴욕불구아구호회장

Miss Helen Wilson UNKRA 자원기관 연락 담당관

Mrs. Susan Pettiss

입양과 현지 서비스, 국제 현지 서비스

조정관 (Adoption and Field Service,

International Field Service)

특별

프로젝

트

위원회

Mrs. Anna M.

Rosenberg
前국방차관보[이사회 멤버]

Leonard W. Mayo

뉴욕불구아구호협회(Association for the

Aid of Crippled Children)회장 [이사회

멤버]

O. Roy Chalk
뉴욕 트랜스 카리브 항공사 사장

[이사회 멤버]

Howard A. Rusk, M.D. [이사회 멤버]

* 출전: RG 469, Entry1276, Relief - A.K.F. (American-Korean

Foundation),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재구성.

한미재단 자문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

성되었다. 특히 캐서린 켄들(Katherine Kendall)과 프레드릭 다니엘

(Frederick I. Daniels), 필립 라이언(Philip Ryan)은 유엔과 적십자에

속해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다루는데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58)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 역

시 주한민사원조사령부에서 공중보건을 담당하던 제임스 파파스

(James P. Pappas)와 주한미군 민사원조 프로그램에서 의료, 복지,

교육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필립 라이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미재

58) 《The New York Times》 1984.12.11.; 《The Gettysburg Times》 1955.5.9.

http://www.cswe.org/CentersInitiatives/KAKI/AboutKAKI/KatherineKendal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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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전에 한국과 연계를 갖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다.59)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한 명 이상의 인물이 한미재단의 1, 2차 사절단에 직

접 참여해서 한국의 사정을 살폈다.

각 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Basic Plan)’ 시리즈를 개발했다. 이 기본계획은 재단의 사업 방향

을 드러내며 향후 재단의 프로젝트 선정에 지침이 되었다. 각 위원

회는 재단의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에 원조를 수행하는 FOA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대외원조처),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엔한국재건단), AFAK

(American Forces Assistance to Korea; 미군대한원조), KCAC 및

다른 비공식원조기관의 프로그램 및 목표 또한 고려해서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장기 기부와 긴급·단기 기부로 구분되었다. 장기 기부

기본계획은 현재까지 다른 기관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것이며, 긴급·단기 기부 기본계획은 다른 기관에 의해 계획은 되었

지만 긴급하게 시행되지 않은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재단은 기본적

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활동을 피했기 때문에 이들과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영역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에 따른 기부금이 할당되

었다. 이후 위원회는 이 기본계획을 한국사무소로 보냈고, 한국사무

소는 적절한 기관과 상의 후에 각 기본계획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

젝트를 고안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각 자문 위원회에

서 한국사무소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

치면 프로그램이 수행 될 수 있었다.60)

한미재단은 현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1953년 8월 2차 사절단

59) 《The Gettysburg Times》 1955.5.9.

60) RG 469, Entry 422, Box 18, “Report on Program Planing and Methods of

Fund Alloca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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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시 한미재단 한국사무소를 설치했다.61) 초대 사무소장은 서울

시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이기붕이 맡았고 1954년 2월에는 하워

드 브룩스(Howard L. Brooks)가 새롭게 임명되었다.62) 브룩스는

1947년부터 유니테리언 봉사위원회(Unitarian Service Committee)의

해외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이승만에게 뉴욕

에서 결정되는 한미재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하며 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사무소 직원으로는 1955년 기

준으로 외국인 10명, 한국인 11명이 있었다.63)

61) 《조선일보》 1953.8.29.

62) 《The New York Times》 1954.2.8.

63) 소장 1명(미국 국적), 사회복지부장 1명(미국), 행정 보조 1명(영국), 비서 2명

(미국), 아동사회복지사 4명(미국, KCAC으로 파견 근무 보내짐), 물리치료사 1

명(캐나다, UNKRA로 파견 근무 보내짐), 사무원 4명(한국), 운전기사 4명(한

국), 아동복지상담사 3명(한국), “Directory of Foreign Voluntary Agencies in

Korea”,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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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한미재단의 구호활동

한미재단의 사업이 구상되고 실행되기까지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

다. 일차적으로 한미재단은 1953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절

단을 파견해 직접 한국의 상황을 살피고 한국에서 활동하던 다른

원조기관들로부터 한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네 분야의 자

문 위원회가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미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인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

은 현금을 기반으로 한 장기프로젝트 중심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를 진행하기 위한 기금 모금이 필요했다. 재단은 1차 사절단 방한

이후와 1954년 4월 두 차례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한미재

단은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각 분야의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된

프로젝트에 기금을 할당하고 한국에서 원조를 수행했다. 본 장에서

는 이 수행 과정 가운데 다음 장에서 후술할 미국 정부의 선전활동

과 결합한 모금 운동을 제외하고, 구호활동과 관련된 한미재단의 사

업을 살펴보겠다.

1. 한미재단의 현지조사와 구호 계획 입안

한미재단은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현지조사를 시행하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953년 3월과 8월 두

차례 한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이후 구호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때 재단은 한미 양 정부의 지지를 얻는 선에서 단체의

목적에 맞게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했다. 1차 사절단은 재단이 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보건과 사회사업을 시찰하고



- 32 -

이름 직업/직위 담당 분야

Howard A. Rusk 뉴욕대학 의료연구소/한미재단 대표이사 보건과 의료

Leonard W. Mayo 뉴욕불구아구호회장 사회복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2차 사절단은 그 활동을 본격화 하면

서 한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폭넓게 살피고 상당한 양의 기부금을

한국에 즉시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방문했다.

1차 사절단의 파견은 이른 시기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

술했듯이 한미재단 인사들 중에 한국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

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초기 재단의 방향 설정은 한국 측 인사들에

게 상당히 의존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단은 직

접적인 방한을 향후 사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상정했다.

러스크를 단장으로 하는 1차 사절단은 1953년 3월 10일 한국에

도착했다. 1차 사절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덜레스 국무장관, 브래

들리 국방장관 등 워싱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아이젠하워 대

통령은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에

게 사절단을 위한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64) 더불어 한국 각계에

서도 1차 사절단의 방문을 크게 환영했다. 이승만은 사절단의 방문

소식을 듣고 “40년 간 죽었던 국가가 살아났고, 정상급 인물들이 온

다는 소식에 꿈만 같다”며 최대한 환대하겠다고 약속했다.65) 국내

신문에서도 사절단을 ‘일류급 인사들’이라고 표현하며 사절단이 시

찰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행할 원조사업에 큰 기대감을 드러

내며 그 활동을 자세하게 보도했다.66)

사절단은 총 여섯 명이었고 인물 구성으로 보았을 때 재단은 초

기 사업으로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1차 사절단 구성원

64) “올리버가 이승만부부에게 1953.3.1.” 국사편찬위원회 32권, p.20.

65)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1953.2.13.” 국사편찬위원회 37권, p.256.

66) 《동아일보》 19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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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J. Taylor 뉴욕타임스/지체부자유자 문제 전문가 사회복지

Mrs. Bernard F.

Gimbel
자선사업가/한미재단 이사

Mrs. Rusk 사회복지사/한미재단 이사 사회복지

Palmer Bevis 한미재단 상임이사

*출천: RG 59, Entry 78, American-Korean Foundation/UNKRA,

895b.49/4-1353, “Visit to Korea of Rusk Mission, Representing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이들의 방한 목적은 직접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UNKRA, KCAC,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미국 정부, 다른 비공식

원조기관 등으로부터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

조직과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만들고자 했다.

1차 사절단은 방문 기간 동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지역의 미군

및 한국군 병원, 모자원, 고아원 등을 방문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

관료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첫날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접견했

고, 15일에는 백두진 국무총리서리와 공보처장 및 경남지사를, 16일

에는 UNKRA 관계자들과 보건·사회부 양 장관, 손영수 부산시장과

각각 회담을 진행했다. 사절단은 특히 보건·사회부 장관들과 회담에

서 상이군경원호와 고아, 전쟁미망인 등의 실태와 관련된 자세한 자

료를 수집했다. 이때 보건부 장관은 원조 희망사항 10개 조항을 구

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 연구 및 보건요원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원의 설립, 농촌 보건사업의 중심이 될 모범

보건소의 설치, 고등간호교육을 위한 간호대학의 설립, 국내 약품

생산을 충족할 때까지 약품 공급 등을 포함했다. 보건부는 긴급하게

필요한 약품의 공급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보건교육과

보건기관의 설립도 요청했다.67)

67) 《동아일보》 1953.3.14., 1953.3.17.; 《경향신문》 1953.3.17., 19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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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을 마치고 돌아온 사절단 구성원들은 한국 문제에 보다 전문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스라엘,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른

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비교 조사했다. 이 과정을 통해 1차 사절단이

이사회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긴급 구호의 첫 단계는 구호를 위한 제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UNCACK, 한국 정부, 다른 비공식원조기관의 활동을 통한 지원이다.

한미재단은 전면적으로 구호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지는 않지만, 정력적

인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중들이 이러한 조직을 직간접적

으로 지원하는 것을 늘리고자 한다.

(2) 한미재단이 직접 개입하는 구호활동은 시도하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설 고아원, 학교, 전쟁미망인과 노인을 위한 기관, 신체 장애인

을 위한 시설, 청소년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협동 그룹이나 조직, 민간

조직, 동업 조합, 재단, 학교, 개인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야 한다.

(3) 한미재단의 주된 역점은 한국의 대외구호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감

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놓여있다. 이들 사

업은 한국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4) 한미재단의 프로그램은 현재의 구호와 재건 문제가 충족될 때 한미

양국민 간의 경제, 문화, 사회적 관계를 위한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프로

그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5) 사절단은 한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기

금 모금, 대중 교육,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재단의

미국 운영진을 확장하게 되었다. 우리는 상황의 긴급성과 즉각적인 행

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68)

사절단의 권고 사항은 향후 한미재단 활동의 몇 가지 특징을 드

러낸다. 첫째, 한미재단은 재단이 직접 개입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사

전에 활동하고 있던 원조기관이나 관련 조직, 시설과의 적극적인 협

력을 통한 간접 지원을 선호했다. 이것은 기존에 무차별적인 진행으

68) RG 469, Entry1276, Relief - A.K.F. (American-Korean Foundation),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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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판 받던 구호 사업의 중복되는 분야를 피하고 긴급한 한국 상

황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재단은 한국을 위한 원조 활동에 미국 대중들의 참여를 확

보하고자 했다. 이것은 미래의 대대적인 선전과 홍보활동을 암시한

다. 특징적인 점은 사절단이 미국인의 참여를 위해서 ‘대중 교육

(public education)’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냉전과 국

제 통합의 원칙을 교육하기 위해 진행된 문화 사업의 맥락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었다. 당시 냉전의 도래와 함께 미국이 맡게 될 새로

운 역할에 대해 대중들을 교육 시킬 임무는 정부가 아닌 언론과 문

화계와 같은 사적 영역이 담당했다.69) 한미재단 또한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미국 대중에게 한국을 알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원조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미재단은 당면한 구호사업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또한 구상했다. 한미재단의 사업 목표 중에 하나

는 한국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고 이러한 산업 지원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

질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 권고 사항을 통해 보다 확대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사절단이 파견될 수 있었다.

1953년 8월에 파견된 2차 사절단은 1차 사절단에 비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인력이 보강되었다. 보건과 복지 분야에 집중했던 1차 사

절단과 달리 2차 사절단은 재단의 활발한 기금 모금 활동에 탄력을

받아 향후 있을지 모르는 여러 산업 프로젝트에도 대비하고자 했다.

따라서 재단은 이사회의 기업가 중 몇몇에게 한국의 산업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차 사절단은 보건과 의료, 교육, 직물산

69) Christina Klein, 2003, 앞의 책,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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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업/직위 담당 분야

James A.

Van Fleet
한미재단 이사장

Howard A. Rusk 뉴욕대학 의료연구소/한미재단 대표이사 보건과 의료

Dr. William G.

Carr
전미교육협회 회장 교육

Robert C. Jackson 미국면업조합부회장 직물산업

Leonard W. Mayo 뉴욕불구아구호회장 아동복지

Eugene J. Taylor 뉴욕타임스/지체부자유자 문제 전문가 장애인

Edgar M. Queeny 몬산토 화학회사 이사장 산업과 상업

John S. Zinsser 샤프돔 제약회사 부회장 산업과 상업

William

Zeckendorf
건축회사 웹앤넵 사장 주택 건설

John Price Bell 건축회사 웹앤넵 부사장 주택 건설

Palmer Bevis 한미재단 상임이사 행정

업, 아동복지, 장애인, 산업과 상업, 주택 건설 총 7개 분야,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5〉 2차 사절단 구성원

*출전: RG 469, Entry 422, Box 22, Report-(Rusk), “Report of the

Second Mission to KOREA, August 20-27, 1953”

사절단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 도쿄를 방문해 해리슨 장군(William

K. Harrison Jr.), 경제조정관 타일러 우드(C. Tyler Wood),

UNKRA 단장 콜터 장군(John B. Coulter), 주일본대표부 공사 김용

식 등과 회담을 가졌다.70) 한국에 도착해서는 8월 20일부터 27일까

지 8일 간 머무르면서 약 150개의 학교, 병원, 고아원, 복지협회, 병

동, 주택단지, 난민촌, 산업 회사 등을 방문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

내외, 주한미대사 브리그스(Ellis O. Briggs), 미8군사령관 테일러 장

군(Maxwell D. Taylor), 한국정부의 장관들, 미육군, 유엔, KCAC,

UNKRA, UNCURK(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70) RG 469, Entry 422, Box 22, Report-(Rusk), “Report of the Second Mission

to KOREA, August 20-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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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프로그램과 기부금 액수 총액수

교육

교사 훈련 프로그램 지원 20,000

94,000교육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17,500

도서관과 과학 실험실 향상 등 9개 분야74) 30,000

보건

질병 예방을 위한 전국 협회 지원 19,000

143,000
세브란스 병원 및 의대, 서울대 의대, 이화여

대 의대, 광주 의대 일반 지원 및 펠로우십

등 21개 분야75)

59,000

사회복지

부모와 아이들의 재결합을 위한 프로젝트 20,000

156,000
고아원 관리인의 훈련을 위한 프로젝트 35,000

전쟁 미망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설립 20,000

자원봉사기관의 활동 협력 등 33개 분야76) 15,000

장애인

불구 아동과 성인을 위한 한국인 단체 지원 5,000

40,950
국립 시각, 청각 학교의 지원 5,000

기독교세계봉사회의 절단환자 재활 등 13개

분야77)
5,000

기타
국가 유적지(shrines)과 아카이브의 보존과 복

구를 위한 프로젝트
25,000 66,000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

회), 여타 자원봉사단체의 직원들과 만났다.71)

2차 사절단은 1차 사절단의 방한 이후에 진행되었던 500만 달러

기금모금운동으로 확보된 기금 중 일부인 현금 약 50만 달러를 한

국 정부와 각 기관에 기부했다.72) 분야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장

애인, 기타 서비스로 크게 구분되며 총 86개의 프로그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86개 항목을 모

두 나열 하는 등 기부금 목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73) 주요 프로

그램과 할당 액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한미재단 2차 사절단 기부금 내역 (단위: 달러)

71) RG 469, Entry 422, Box 22, Report-(Rusk), “Report of the Second Mission

to KOREA, August 20-27, 1953”

72) 《동아일보》 1953.8.24.

73) 《조선일보》 19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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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교 학부생 연구비 지원 10,000

프란체스카 기금 등 8개 분야78) 10,000

총계 479,950

* 출전: RG 469, Entry 422, Box 22, Report-(Rusk), “Report of the

Second Mission to KOREA, August 20-27, 1953, Administrative

Services –Palmer Bevis”

이 기부금의 사용처는 향후 한미재단의 활동 방향을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다. 우선 기부금

의 사용처는 1차 사절단의 관심 영역이기도 했던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새롭게 할당되었다. 또한 재단은 각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 한미재단은 네

개 대학 의대에 총 5만 9천 달러를 지출했는데, 대학 지원은 비공식

74) 이밖에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시청각 지원(2,500달러), 교육적 기구와 보급품

(5,000달러), 한국 학교 음악 교육 발전(10,000달러), 교사를 위한 현직 교육

(2,500달러), 영어 교육 프로젝트(2,500달러), 한국어 성인교육(4,000달러)

75) 세브란스 병원과 의대, 서울대학 의대, 광주의대 지원(각 10,000달러), 이화여대

의대(5,000달러), 세브란스 병원과 의대, 서울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광주 의대

장학금(각 6,000달러). 이밖에 결핵 통제, 나병 치료(각 10,000달러) 공공 의료

학교 설립, 간호 교육(각 10,000달러) 서울병원간호학교, 서울위생병원, 세브란스

병원 간호학교(각 3,000달러), 장로교 교인 병원 간호학교, 적십자간호병원, 공주

장로교 교인병원 간호학교, 장로교 교인 병원 산파교육 (각 2,000달러), 부산국립

대학의대 병원간호학교(1,000달러), 간호교육 지도자 프로그램 장학금(7,000달러)

76) 이밖에 고아원 보호 수준 향상 프로젝트(5,000달러), 시범 아동보호기관 설립

(15,000), 밴플리트 장학금(10,000달러), 기독교세계봉사회 프로그램(10,000달러),

안양 나환자 수용소(1,000달러), 서울 골롬바 고아원, 부산 베네딕트 수녀 클리닉

(각 1,000달러) 군산 고아원, 대구 양로원(각 500달러) 부산 매리놀 클리닉 정형

외과(1,000달러), 포항, 합덕, 공주 고아원(각 500달러), 청주 고아원(750달러), 용

소막 초등학교(1,000달러) 충북 육아원, 성애원, 송죽원, 오류동 고아원, 이리 애

육원, 광주시 고아원(각 250달러), 언더우드기념의집(2,500달러), 한국적십자, 한

국 보이스카우트(각 5,000달러), 한국 YMCA, YWCA(각 1,000달러)

77) 이밖에 삼육장애아의집(1,200달러), 대구 시각청각장애인 기관(1,000달러), 목포

청각장애인학교, 이리 시각청각장애인학교(각 500달러) 점자 출판(1,000달러) 서

울 장애절단환자의 집, 전주 박인회 장애아동의 집, 대구 안식원 장애아동의 집,

부산 신애 장애인의 집(각 250달러), 부산 한국 개신교 시각장애 복지시설(500달

러), 거제도 자생원 장애아동의 집(250달러)

78) 이밖에 목화생산 농업연구(2,000달러), 면역접종기록 제공(1,000달러), 의료 프로

젝트 직원 수송(3,000달러), 서울 소년의 거리 수송(3,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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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기관 중 한미재단만이 유일하게 실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

등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해와 상당한 수준의 재원을 필요로 하

며 한미재단만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재단은 간호학교에도 3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서 고아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원 훈련 프로젝트에 3만 5

천달러를 지원했다. 교사의 낮은 질이 지적 되면서 교육 종사자 훈

련 프로그램에 3만 7,500달러가 지원되었고 도서관과 과학 실험실

등 교육 시설을 위해서도 3만 달러가 기부되었다. 이러한 인력 양성

의 방향은 한미재단이 단기적 구호사업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민구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

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재단은 국가 유적지 및 아카이브의 보존과 복구를 위해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것 또한 재단의 장기적인 활동 방향

이 드러난 것이었다. 재단 스스로도 이 지원은 부차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부금을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한

국의 미래에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들이 큰 의욕을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당면한 구호 프

로그램이 마무리 된 후에 재단이 진행하고자 하는 문화 교류에 선

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 돈은 이후 궁

궐 3개소를 긴급히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국 신문에서는 고적

보존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한미재단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

동을 주었다고 강조했는데, 한미재단의 지원 의도가 성공적으로 전

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9)

사절단은 한국 방문 뒤 각자 담당했던 분야의 보고서를 제출했

다.80) 이 보고서는 각 분야의 미국 전문가들이 전쟁에서 갓 벗어난

79) 《동아일보》 1953.10.2.

80) RG 469, Entry 422, Box 22, Report-(Rusk), “Report of the Second Mission

to KOREA, August 20-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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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보

건 분야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의료 상황과 함께, 결핵과 나병 환자

의 통제, 의대와 간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는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실태와 군에 점령된 대학, 교사와 교수의

낮은 질, 파괴된 시설 상황 등이 자세히 보고되었다. 또한 기본적으

로 한국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의 농업, 광업, 어업

과 산업의 재건을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

고했다. 아동복지 분야를 담당한 레너드 마요(Leonard W. Mayo)는

1차 사절단에도 참여한 인물로 1차 사절단이 방문한 뒤 구호품의

빠른 배분을 통해 아동 복지 분야의 현저한 개선이 있다고 평가했

다. 그는 2차 사절단으로 머문 기간 동안 UNKRA와 KCAC, 다른

비공식원조기관 대표들과 논의를 거쳤고 그들이 한미재단에 제안한

사항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체된 가족의 결합을 위한 국

가적 시스템의 설치, 고아원 감독자의 훈련 시스템, 비공식원조기관

간의 협조 강화 등이 그것이었고 첫해 아동복지 분야에 예상되는

비용은 14만 5천 달러였다.

한국의 주택과 산업 및 상업 실태를 파악한 사절단 단원들은 미

국 대중들로부터 모은 기부금으로 이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자금

규모 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절단 방문을 통해

재단이 이 분야를 위한 기술원조, 기금과 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수

행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의 많은 공장을 방

문한 퀴니(Edgar M. Queeny)와 진서(John S. Zinsser)는 기업의 상

황은 어렵지만 한국인들의 기계 작동 소질과 재주는 매우 뛰어나다

고 강조하며 한미재단은 미국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2차 사절단이 한국 산업

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추후 재단의 물품 모금에 기계, 장비류의 비

중을 늘리고 인력 양성에 보다 관심을 쏟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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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본계획 할당액

보건

1. 한국의 의료 교육 지원 104,000

2. 미국 내 보건 지도자 훈련 26,000

3. 공공의료교육 28,000

4. 간호 교육 54,250

5. 의료 활동, 조직과 협회 지원 104,500

6. 장애인 재활 서비스 98,300

7. 특별 의료 프로젝트 30,000

사회복지

1. 아동복지기관 지원 98,600

2. 한국복지기관과 프로그램 지원 57,500

3. 전쟁미망인 시범 수업 프로젝트 개발 50,000

4. 미국 내 사회복지 지도자 훈련 15,000

5. 한국 내 사회복지 훈련 70,000

6.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관 지원 37,550

7. 고아의 양부모 지원 20,000

8. 한국복지기관의 수준 향상과 시범센터의 설립 40,000

교육

1. 한국교육기관과 조직 지원 115,000

2. 미국 내 지도자 훈련 67,750

3. 한국 내 지도자 훈련 109,500

4. 한국의 교육 문제 연구 30,000

5. 교육 센터 발전 20,000

6. 미국 유학생 장학금 65,000

7. 다양한 교육 기부금 3,500

두 차례의 사절단 파견을 통해 한미재단은 한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재단의 네 개 자문 위원회는 사절단의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각 계획에 일차적인 할당액을 분배

했다.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기본계획과 현금 할당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표 7〉 기본계획 내용과 현금 할당액 (단위: 달러)

* 출전: RG 469, Entry 422, Box 18, “Report of the Medical Advisory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Report of the Social Welfare

Advisory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Report of the

Educational Advisory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각 분야에는 약 40만 달러의 현금 할당액이 분배되었다. 세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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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을 보면 1, 2차 사절단의 권고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각 분야 모두 인력 양성을 우선순위에 두어 가장

많은 비용을 할당했다. 또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활동하던 국내 기관들에게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간접 지원

에도 많은 액수가 할당 되었다. 결국 앞서 드러났던 특징과 마찬가

지로 한미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민구호사업이 최소한의 수준

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인력 양성을 통해 그 질을 높

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재단 사업 영역의 특징은 다른 비공식원조기관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 비공식원조기관들은 제한된 자

원 때문에 주로 구호사업과 보건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그

러나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진 기관은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대부분 물품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현금 지원

도 특정 분야의 소수 기관에 적은 돈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그런데 한미재단과 사업 영역이 비교적 비슷한 기관이 있었는데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CWS)이다. CWS는 2차대

전 이후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

로 1946년 북미외국선교협회, 미국연방기독교교회협의회와 더불어

설립을 준비 중이던 세계교회협의회의 미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한 구호단체였다. 6·25전쟁 중에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루터세계

구제회, 세계교회협의회, 기독교농촌해외프로그램(Christian Rural

Overseas Program), 하이퍼 프로젝트(Heiper Project, Inc.)의 한국

내 대행기관 역할을 맡았다. 1946년부터 한국 내의 구호 및 복구를

지원했으며, 6·25전쟁 이후에는 미국 교회와 더불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 남미의 교회가 세계기독교봉사회 뉴욕본부를

통해서 의류, 곡물류, 부식물류, 현금 등을 보냈다.81) 주로 현물 기

81) 김흥수, 2005, 앞의 논문,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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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CWS의 1954년 예산은 총 45만 3천 달러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많

은 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물품 분배에 12만 달러, 아동 구호에 7

만 달러, 행정에 6만 달러, 산업 복구와 결핵퇴치, 대부에 각각 5만

달러, 전쟁미망인 시설에 4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었다. CWS 또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활동을 집중했지만 그때그때 한국에 긴급

한 문제를 다루고자 했고 종교를 기반으로 한만큼 특별히 전문성을

띠고 계획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한미재단의 사업 계획은 〈표 7〉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설정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했다. 전체 120만 달러가 넘는 현

금이 사업에 할당된 만큼 많은 모금액이 확보되어야 했다. 이에 따

라 한미재단은 1953년과 54년에 두 차례 대대적인 기금 모금 운동

을 벌였다. 그 결과로 재단은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

고, 사업 방향에 맞게 한국에서 구호활동을 수행했다.

2. 한국 내 구호활동

한미재단의 원조는 물품과 현금 원조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한미재단은 당시 물품 원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다른 비공식원조

기관들과는 달리 증여할 수 있는 기부금을 상당수 보유했다는 점에

서 그 활동 범위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재단은 1957년

5월까지 현금 509만 3,393달러와 물품 가치 761만 9,602달러, 총

1,270만 5,995달러를 한국에 원조했다.82)

82) 한미재단의 활동은 1955년 중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해서 1956-57회계연도 기간

에는 총 91만 달러가 원조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액수의 대부분은 1955

년까지의 활동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다. “Annual Report, May 1956-1957” PDF

우남B-171-002(이승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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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단이 원조한 물품의 목록은 미국 시민과 기업에서 기부 받

은 식량, 의류, 의약품, 문구류 등에서부터 재봉틀, 가축, 버스, 농업

기계, 석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다른 비공식원조기관과

는 달리 소비재 이외에 기업으로부터 차량, 기계류 등을 적극적으로

기부 받아 한국에 원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재단이

기부를 요청하는 대상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량의 원조가 가능한

미국 기업이기도 했다는 점, 재단의 목표 중 하나가 한국의 산업을

위한 기술원조, 기금과 장비 지원에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예를 들

면, 포드(Ford Motor Company)사는 한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서 75,000달러 가치의 농업용 트랙터 20대와 그 부속품을 기증했고,

인터내셔널하비스트컴퍼니(International Harvest Company)도 보행

용 경운기, 옥수수 점파기 등 수 백대의 농업 장비를 기증했으며,

철도회사인 씨앤오(C·and·O)사는 기관차 21대를 기증했다.83)

한미재단이 기부한 물품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KCAC의 관리를 받았다.84) 따라서 그 사용처에 대해 한미재단이 관

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KCAC이 우선 구호품의 사용처를 배정

하면 이후 구호품은 한국 관계 부처로 이관되어 각 지역에 할당되

었다. 때로는 그 사용처를 한국 정부가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KCAC은 한미재단을 통해 들어온 건설 자재를 공민학교 및

각 학교 건축에 배정해서 최종적으로 문교부를 통해서 할당했고, 사

83) 《서울신문》 1954.7.11.; RG 469, Entry 422, Box 18, FOATO “AKF

Donation” 1954.10.1.; 《경향신문》 1954.9.21.

84) 비공식원조기관은 구호물자의 도입을 위해서 한국민사원조처(KCAC)에 등록해

야 했다. 기관들은 미군정기에 군정당국의 통제를 받았고, 6·25전쟁 중에는 유엔

군의 통제를 받았다. KCAC은 1953년 7월 8일자로 KCAC 각서 제2호로써 "비

공식원조단체의 구호물품도입" 규정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기존 프로그램

이 있는 외원단체나 장차 구호물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외원단체들은 KCAC에

등록하게 되었다. 1955년 1월 현재 KCAC에 등록되어 있는 외원단체는 한미재

단을 비롯하여 모두 49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최원규, 앞의 논문, pp.117-118.;

RG 469, Entry 422, Box 65, “PROGRAM ACTIVITIES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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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는 트랙터 20여대를 난민정착사업 및 농민시험소에 사용하기

위해 대여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85)

한미재단은 기본적으로 단기 구호활동보다는 장기 프로그램을 선

호했기 때문에 식량이나 의복과 같은 소비재 구호품 프로그램에는

관여하지 않고자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1953년 11월 말

부산화재사건을 위한 구호품 모금 때였다. 이 화재로 인한 이재민은

3만 여명, 재산 피해는 1조 7700억 원에 이르렀다. 우선적으로 미8

군이 화재의 수습과 재건 사업을 담당했다. 미8군은 군이 비축한 구

호물자를 일차적으로 이재민에게 배분했지만 수요를 맞추기엔 턱없

이 부족했다.86) 이러한 사정을 접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직접 나서

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한 미국인들이 부산 이재민구호를 위해

기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그리고 한미재단과 같은 비공

식원조기관을 통해서 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7) 재

단은 테일러 장군과 한미재단 한국사무소장인 이기붕의 긴급한 요

청에 따라 12월 15일 뉴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구호운동을 전개했

다. 그 결과로 한미재단은 의약품, 식량, 의복, 담요 등 약 133만 달

러 가치의 구호품을 부산화재 희생자들에게 전달했다.88)

그런데 이 구호운동이 진행되었을 때에도 재단은 장기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하며 소비재 구호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재

단의 기본 방침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 밴 플리트

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일차적인 구호품 모금이 끝나면 재

단은 현금 기부만 받을 것이라고 언명했다.89)

85) 《경향신문》 1954.10.31.; 1954.11.5.

86) 《경향신문》 1953.12.3.; 《서울신문》 1953.12.28.

87) Eisenhower, Dwight D.: Records as President, WHCF(Confidential File),

1953-1961, Official File Series, Box 880, OF 196-E Pusan fire Disaster, etc.

“IMMEDIATE RELEASE,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THE

PRESIDENT” 1953.12.11.; 《동아일보》 1953.12.13.; 《서울신문》 1953.12.14.

88) RG 469, Entry 422, Box 65, “PROGRAM ACTIVITIES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4.1.26.

89) 《The New York Times》 195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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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주요 프로젝트와 기부금 액수 액수

1. 한국의 의료

교육 지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이화여대, 광주

전남 의대 지원
74,000

182,700

중앙대 약학대학 지원 등 12개 분야 100,000

한미재단의 현금 기부금은 한국 방문 시 즉시 전달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재단의 각 위원회에서 만든 기본 계획에 맞춰 장기 프로젝

트를 실시하는 데 활용되었다. 따라서 현금 기부는 물품 기부와 비

교했을 때 한미재단의 원조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 준다. 재단

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내 기관이 있다면 기부금을 직

접 전달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부, 보건부, 농림부, 문교

부 등 정부 부처에 기금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한미재단은 결핵사

업 프로젝트 기금을 기본적으로 보건부에 지원했지만 대한결핵협회

에 직접 기부하기도 했다.90) 때로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한국사무

소가 한국 정부 부처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리 논의한 뒤 재단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 기금을 할당받기도 했다.91)

전술했듯 한미재단은 크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기본 계

획을 세우고 각 계획에 따라 분배된 할당량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

행했다.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작성되었을 때는 각 분야에 약 40만

달러씩의 기금이 할당되었는데 이후 추가 계획을 거쳐 1955년 5월

까지 사용된 액수는 분야 당 60~70만 달러 수준이었다.92) 보건 프

로젝트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보건 프로젝트 기부금 (~1955.5.31.) (단위: 달러)

90) 《경향신문》 1954.1.28.

91) 《경향신문》 1954.7.14.

92) 한미재단의 연례 보고서는 1956년 회계연도부터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이전까

지의 회계 내역은 재단의 필요에 의해 지정된 날짜까지를 다룬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확보한 자료 중에 1955년 5월 31일까지를 다룬 회계 내

역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와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분야의 표를 작성했다. 더불어 자료상의 한계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세

부 프로젝트 액수는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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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내 보건

지도자 훈련

의사 해외 장학금 36,450
75,798

재활 인력 훈련 등 5개 분야 14,400

3. 공공의료교육 공공의료 학교 설립 35,155 35,155

4. 간호 교육

한국 내 간호교육 지원 19,687

101,697

다양한 간호학교 지원 23,800

간호 장학금(해외, 국내) 26,105

산파 협회 지원 10,300

간호 대학원 지원 등 22개 분야 13,000

5. 의료 활동,

조직과 협회 지

원

결핵 억제 프로젝트 21,425

134,761

나병 통제 프로젝트 11,500

국립 질병예방기관 지원 32,000

국립 참전용사 나병요양소 지원 14,000

부산 일신여성병원 지원 등 17개 분야 17,000

6. 장애인 재활

서비스

국립 재활 센터, 동래 48,800
136,300

메리놀수녀회 병원 지원 등 3개 분야 80,000

7. 특별 의료 프

로젝트
한국 의사 유니폼 지원 등 3개 분야 40,766 46,766

8. 치과 교육
치과교육 2,870

11,865
치과의사 해외 장학금 등 4개 분야 5,000

총액 725,042

* 출전: 한국-구호-한미재단, “H. A. Rusk가 J. Williams에게 보낸 서신:

1955. 5. 31부터 시작된 한미재단 개입 프로젝트 보고서” 1955.7.22. (국가기

록원) 재구성. 관리번호: CTA0000976

한미재단은 활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1955년 5월 31일까지 보건

분야에 총 72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93) 한미재단은 처음의 계획 단

계보다 보건 교육 분야에 상당한 양의 기금을 추가로 할당했다. 의

료 교육 분야에는 8만 달러가, 보건 지도자 훈련과 간호 교육에는

각각 5만 달러 이상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한미재단이 보건 인력 양

93) 같은 시기 공식원조의 보건 분야 지원액과 비교해 보자면, FOA원조는 수도시

설 복구에 195만 달러, UNKRA원조는 1955년까지 대구의대 및 병원과 국립중

앙의료원 등에 129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정된 프로젝트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공식원조기관과는 달리 한미재단의 활동은 보건 교육이나 질병 통제 프로젝트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출처: 한국은행.(대한

민국 부흥부, 1957 《부흥백서》, p.206 재인용; 洪性囿, 1962, 앞의 책, pp.60-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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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방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단은 한국의 보건부를 통

해 보건 분야 장학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 지원 조건은 “국민 보

건 상 긴급하고 중요한 과목을 전공코자하는 자나 교육기관 및 공

공기관 재직자로서 귀국 후 계속 복무할 자 및 특수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제한되었다.94) 재단은 한국의 긴급한

의료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보건 분야에 지속

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또한 한미재단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1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이 기금은 약대

의 재건립과 재장비, 교과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사용되었다.

한미재단은 전염병인 결핵과 나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한국의 질병 상황과 열악한 의료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

원하기도 했다.95) 당시 남한의 결핵환자는 103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6%에 달하는 숫자였고 나병환자는 6만 명으로 해마다 6%씩

늘어나는 실정이었다.96)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부족한 수의 병원조차

환자를 치료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한미재단은 보건부와

한국결핵협회 등에 전염병 퇴치를 위해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며 기

부금을 전달했다.

한미재단은 다른 비공식원조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던 비공식원조기관들은 대부분 직

접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대표적인 병원으로는 카톨릭 수도회

중 하나인 메리놀회 수녀들이 설립한 부산의 메리놀 병원과 오스트

레일리아 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설립한 부산의 일신 병원 등이 있었

94) 《경향신문》 1954.5.13.

95) 한미재단과 KCAC이 공동 지원한 ‘한국의 나병’연구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G 469, Entry 422, Korea Subject Files, 1953-59, 1957, Funds:

Refunds-Industry: Production, Box 74, Health-Diseases-Leprosy; “LEPROSY

IN KOREA –R. G. Cochrane” 1955.4.21.

96) 《동아일보》 19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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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프로젝트 예시 액수

1. 아동복지기관

지원

-자애원, 삼육원, 혜명 고아원 등 지원

-아동복지사 고용

-아동구호연맹 지원 등

108,600

2. 한국복지기관과

프로그램 지원

-YMCA, YWCA, 적십자사 등 지원

-불구 아동과 성인을 위한 기관 등
77,500

3. 전쟁미망인

지도 교육 수업

프로젝트 개발

-한국여성기관 위원회

-한국군 해군과 해병대 부인 클럽 등
70,000

4. 미국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

지도자 훈련

-고아원 관리자 연구비 지원

-국립기관 직원 훈련

-장애인 시설(Handicapped Home) 관리자 훈

련 등

85,000

5. 국내 사회복지

훈련
-고아원의 보호 수준 향상 등 70,000

6.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관 지원

-안식원 장애아의 집 등 노인과 장애인 기관

지원

-정신박애아의 재활 지원

-한글 점자책 인쇄 지원

-세브란스 병원 장애인 숙소 설립 지원 등

43,550

7. 고아의 양부모

지원

-한국 아동 양호회 지원

-기독교 세계봉사회 고아해외입양 서비스 지

원 등

30,000

다. 특히 메리놀 병원은 전시와 전쟁 직후 무료 진료를 통해 빈민

구제 사업의 일익을 담당한 모범이 되는 병원이었다. 그러나 수녀 7

명이 하루 평균 2,000-2,5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폭주하는 환자

수에 비해 시설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병원의 증축이 필요했다.97)

따라서 한미재단은 이를 위해 8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재단은 일

신 병원에도 무료 진료와 간호 교육을 위해 17,000달러를 지원하는

등 기존 시설에도 상당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표 9〉 사회복지 프로젝트 할당액 (~1955.5.31.)

97) 장정란, 2001, 앞의 논문,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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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복지기관의

수준 향상과

시범센터의 설립

65,000

9. 특별 프로젝트 -자원복지활동 협조 9,996

총액 559,646

* 출전: RG 469, Entry 422, Box 18, “Report of the Social Welfare

Advisory 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RG 469,

Entry 422, Box 65, Adm.-American-Korean Foundation, “BUDGET

RECOMMENDATIONS NOVEMBER 1, 1954, TO MAY 31, 1955”

한미재단은 사회복지 분야에 약 56만 달러를 할당했다.98) 재단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한국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기존 기관들에 운영비용을 지원

하고자 했다. 특히 재단은 아동 복지에 가장 많은 기금을 사용했다.

당시 한국의 인구수는 2천만 명이었는데 이 중 15세 이하의 아동은

800만 명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고아는 6만 명, 전

쟁미망인 자녀는 50만 명에 달했고, 따라서 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99)

1952년 8월, 280개였던 고아원이 1955년에는 480개까지 대폭 증가되

었다. 그러나 고아원들은 한국 정부의 미미한 지원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국제기구나 비공식원조기관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 한미재단은 일부 고아원에 월 100달러씩 운영비를 지원

했는데, 이 돈은 당시 한국 실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100) 이러

98) 같은 시기 공식원조인 FOA원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쓰인 원조액은 거의 없

었다. UNKRA원조는 1956년까지 아동과 불구자 지원을 위해 85만 달러를 투입

했다.

99) 《서울신문》 1954.5.6.

100) 한미재단의 홍보물에 따르면, 당시 미국 돈 50센트로 한국에서는 하루 동안

고아 한명을 돌볼 수 있었고, 4달러로는 아동 한명의 1년 교육비를 댈 수 있었

으며, 1000달러로는 한 학생에게 4년 간 의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RG

469, Entry 422, Box 18, “So MUCH for So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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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프로젝트 예시 액수

1. 한국교육기관과

조직 지원

-기초 교육 도서관 지원

-국립박물관에 시청각 교육 장비 지원

-남산 국립과학관 신축

-대학에 과학 실험 장비와 과학 교재 제공 등

83,614

2. 지도자 훈련

-미국과 한국에서 지도자 훈련비용 제공

-한국 교사 훈련 기관과 연계된 미국 교육 지

도자 팀 지원 등

105,490

3. 한국의 교육 문

제 연구
-중앙교육연구소 지원 등 30,000

4. 교육 센터 발전 -서울대학교 내 영어 센터 설립 105,448

5. 미국 유학생 장

학금
-수업료와 생활비 지원 등 237,927

6. 특별 교육 활동 -성인을 위한 한글 교육 기금과 장비 제공 등 27,500

총액 589,979

한 정기적 지원은 한미재단과 같이 재정적 여유가 많은 기관이 아

니면 수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다른 비공식원조기관

들이 정기적 지원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101) 같은 취지에

서 한미재단은 대표적인 종교계 비공식원조기관인 CWS 및 카톨릭

구제위원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NCWC)와 함께

고아해외입양사업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재단은 미국 시민들이

한국고아를 입양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처리하는 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제공했다.102)

보건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도 지도자 훈련, 특히 미국

내 훈련 지원액이 처음 계획보다 7만 달러나 늘어났다. 재단이 일관

되게 인력 양성에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교

육 분야의 할당액을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표 10〉 교육 프로젝트 비용 (~1955.5.31)

* 출전: RG 469, Entry 422, Box 18, “Report of the Educational Advisory

101) 최원규, 1996, 앞의 논문, pp.138-141.

102) 최원규, 1996, 위의 논문,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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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RG 469, Entry 422,

Box 65, “PROGRAM ACTIVITIES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4.1.26.; James Sang Chi, 2008, 앞의 논문, p.175.

한미재단은 교육 분야에도 약 6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했다. 재단

은 자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는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시청각 교육

장비나 과학 실험 장비, 교재 제공 등과 같이 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부금이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양질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고등 교육에 지원되었다. 즉, 한국의 교육연구소 및 학교와 대

학, 중앙교육연구소(Centr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등이 한

국의 교육 문제를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지도자를 훈련시킨 것이었다.

한편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 유학생 장학금이 처음 계획했던 6만 5

천 달러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미

재단은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미국 유학 지원에 가장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재단 교육 프로젝트의 특징은 당시 공식원조기관이 수행하던

교육 영역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한미재단이 활동

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공식원조는 미국의 FOA원조와103) 유엔의

UNKRA원조였다.104) 이 가운데 교육 분야의 원조는 주로 UNKRA

103) FOA원조는 미국이 한국의 휴전상황에 따라 경제부흥 및 방위지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원조였다. 경제재건보다는 재정안

정에 역점을 두었고, 민간구호적 원조 성격과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원조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이대근, 2002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 -工業化의

史的 背景硏究》 삼성경제연구소, p.316.

104) UNKRA는 195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한국경제를 전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자 전후 재건을 담당한 기구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긴급한 상황에 따라 본연

의 역할보다는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유엔한국민사처)을 도와 긴급구호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UNKRA

원조는 휴전 이후야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회원국들의 재정

지원에 의한 기금마련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당초 2억 5천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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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서 담당했고, 1955년까지 9천만 달러 가까운 비용이 교육 분

야에 투자되었다. 한미재단의 60만 달러와 비교하면 이는 대단한 수

치였다. UNKRA의 교육 분야 원조를 시설원조와 기술원조로 분류

했을 때, 양자의 비율은 9:1정도로, 그 대부분은 교실과 학교 연구시

설 및 도서관 건축 등의 시설원조사업이었다. 이 중 교실 신축은 국

민학교가 63%, 중·고교가 29%, 사범학교가 4%, 대학이 5%의 비율

로 국민학교 복구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졌다.105) 기술원조로는 외국

교육전문가와 기술자의 내한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한미재단이

주로 진행했던 한국인의 해외 파견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106)

같은 시기 FOA원조액은 8천 달러로, 교육 분야에 극히 미미한 수

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FOA는 중·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 집중 투

자하는 교육 사업을 시작해서 실업 고등학교를 강화하기 위한 전국

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실업 교육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했

으며 서울대학교 공대·농대·의대를 지원하기 위해 미네소타와 계약

을 체결했다.107)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원조의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본격적인 지원은 FOA원조를 잇는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조처)원조가 시작된 1955년부터

진행되었다.

한미재단의 교육 지원은 단지 교육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

다. 보건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가장 많은 기부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지원하기로 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금규모는 매우 축소되었다.

결국 UNKRA원조액은 1억 2200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노중기, 1998 〈1950년

대 한국사회에 미친 원조의 영향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

위 논문, p.44.

105) 이창익, 2005 〈1950年代 美國의 對韓敎育援助와 敎育界의 動向〉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논문, p.30.

106) 김명진, 2009 〈1950년대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연구 : 서울대-미네소타대 프

로젝트 사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p.24.

107) 한진금, 2010 〈1950년대 美國 원조 기관의 對韓 技術援助訓練計劃 연구〉, 서

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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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5년 6월 현재 한미재단이 지원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은 283

명에 달했다.108) 재단은 전문 훈련 및 의학, 치의학, 공중보건학, 경

제학, 농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유학비용을 지원했다. 따라서 공식원조기관의 활동을 고려했을

때,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재단의 교육 지원은 1955년 이후 본격화

된 공식원조기관의 교육원조나 기술원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식원조기관이 수행했던 교육교환계획의 목표는 대상자가 미국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수용하게 하려

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109) 한편, 기술원조훈련계획은 미국식 엘리

트 양성을 목표로 했다.110)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한미재단도 이러

한 공식원조기관의 활동 목표를 공유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네 가지 측면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당시 후진국에서 유엔의

‘기술원조’ 프로그램 및 미국의 ‘포인트 포(Point Ⅳ)’ 프로그램이 수

행되었는데111) 한미재단은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 목표가 이들 프로

그램과 유사하다고 인식했다.112) 둘째, 당시 미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에서 활동하는 비공식원조기관에게 구호뿐만 아니라 기술원조 활동

또한 장려했다. 셋째, 한미재단은 비공식원조기관임에도 미국 정부

와 유착이 강했다. 넷째, 한미재단은 세부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한

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공식원조기관들과 논의를 거쳤다.

108) “Press release (by Maj. Gen. Charles W. Christenberry)” 1955.6.28. PDF우

남B-169-012(이승만연구원)

109) 허은, 2008, 앞의 책, p.214.

110) 한진금, 2010, 앞의 논문, p.30.

111)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한 계획으로, 저개발지역의 경

제부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원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으로 아시아에 대한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의 원조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

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p.111.

112) RG 469, Entry 422, Box 18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What It I

s…What I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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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들을 염두에 둔다면, 한미재단은 미국 정부가 수행하

는 교육·기술원조에 영향을 받아서 해외 유학생 지원과 인력 양성에

많은 기금을 할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기술·교육원조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전쟁 직후부터 공식원조기관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의 시기를 기술·교육원조의 공백기

처럼 묘사했다. 6·25전쟁 발발 직전 스미스-문트법에 근거해 시작된

교육교환계획은 전쟁으로 중단 되었고, 전후 몇 년간 교육원조는 교

사 재건과 시설 공급에 주력하다가 1955년이 되어서야 한국인의 해

외 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고 보았다.113) 그러나 1955년

6월 현재 한미재단이 지원한 해외 유학 장학생은 283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다. 따라서 미국의 한국인 기술·교육원조는 한국전쟁

이후 몇 년 간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식원조기관이 아닌 한미

재단에 의해 그 공백이 메꿔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대민구호

사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았던 한미재단의 활동 방향은 미국

정부가 수행하려 했던 기술·교육원조의 목표인 미국식 가치의 선전

과 미국식 엘리트 양성 방향과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정리 할 수 있

다.

한미재단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재단이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한국에서 운영되는 기관에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

른 종교계 비공식원조기관들이 주로 한국의 부족한 시설을 위해 고

아원, 양로원, 병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등을 직접 세워 운영한

것과는 차별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었다. 비공식원조기관들이 직접

세운 시설들은 보통 설립 주체에 영향을 받아 종교적인 색채를 강

하게 띠었다. 반면, 한미재단은 각 기관에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맡

긴 채 비용만을 지원했다. 따라서 재단이 기관에 특별한 이념을 투

영하기 어려웠고, 재단 또한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 이것은 다

113) 한진금, 2010, 앞의 논문, 1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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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관과 협력해서 원조를 수행하겠다는 한미재단의 사업 방침에

서 기인한 것이었다. 더불어 재단은 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각 기관들이 그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도 따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기금의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

다. 이러한 경향은 직접 시설을 세워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비공

식원조기관의 활동에서 흔히 드러나는 문제점이기도 했다.114)

한편, 비공식원조기관과 한국 정부의 마찰은 한미재단의 활동에서

도 반복되는 문제였다. 한국 정부가 한미재단에 요청한 사안 중 하

나는 한미재단의 원조 활동에 대해 한국 측과 사전에 조율을 해달

라는 것이었다.115) 한국 정부 내에서는 원조기관의 원조 운영 과정

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존재했다. 그러

나 이 문제는 한미재단도 쉽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승만은 1954년 2

월 러스크에게 보낸 서신에서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는 베비스의 교

체를 요청했다. 이승만이 한미재단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한국사무소장이었던 이기붕이 한미재

단이 보낸 구호품과 관련해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사실 때문이

었다.116) 결과적으로는 이기붕은 한국사무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한미재단의 물품과 기금 분배와 관련한 모든 결정이 한국사무소와

114) 6·25전쟁 초기에 활동했던 비공식원조기관의 활동이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이

어서 전체적으로 낭비였다는 반성은 국제기구와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비공식원

조기관 측에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952년 3월 외국민

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y; KAVA)가

결성되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1954년 중순 이후에야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 신문에서도 민간의 지원금이 온전히 대상자들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단체 간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간부들이 단체의 이름을 팔아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벌어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 일도 있기 때문에

비공식원조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기관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카바사십년사

편찬위원회, 1995, 앞의 책, p.67.; 《경향신문》 1951.6.15.

115) “Memorandum sent to Rusk Mission by the Acting Prime Minister

1953.3.17.” 국사편찬위원회 32권, pp.67-69.

116) “Letter - his opinion about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Foundation”

1954.2.16. PDF우남B-168-185(이승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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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한미재단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불만을 표

출했다.117)

이러한 마찰 속에서 한미재단의 물자와 기금은 한국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기도 했다. 1954년 전국적 모금 캠페인 이후에 들어

온 물자는 4, 5개월째 외자관리청의 창고에 방치된 채 분배되지 못

했다. 또한 보건사회부는 한미재단에서 기부금 수백만환을 확보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용계획에 따르는 원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몇 달

째 원조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118) 이러한 문제점은 공식원조기관의

원조 진행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였고 한미재단의 활동에

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정리해 보면, 한미재단의 활동은 한국 내 보건, 사회복지, 교육 관

련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대민구호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이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집중되었다. 특히 인력 양성

사업은 1955년 이후 진행되는 공식원조기관의 교육·기술원조 사업에

앞서 6·25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인력 양성 사업의 공백을 메꾸는 역

할을 일정 정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수행 과

정에서 체계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수혜 기관을 사후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는 당시 한미재단이 비공식원조기관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원조 활동의 난맥상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드러

낸다.

117) “프란체스카가 임병직에게 1954.2.16.” 국사편찬위원회편, 1996 《대한민국사자

료집33: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6(1954)》, p.53.

118) 《동아일보》 1955.2.13.; 1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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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한미재단 활동의 정치·사회적 성격

한미재단은 비공식원조기관을 표방하면서 한국 내 구호활동에 종

사했지만 한미 양 정부가 재단의 설립에서부터 깊이 개입했음은 앞

에서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활동은 양 정부의 홍보정책이나 선

전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이하에서는 한미재단

기금 모금 활동에 나타난 미국 정부의 홍보정책과 선전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비공식원조가 미국 사회에서 냉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 한미재단의 모금활동이나 구호활동을 다

룬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한미재단의 활동이 한국 사회

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양자에 대한 분석은 한

미재단의 활동이 양국 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사회적 성격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기금모금운동을 통한 미국의 냉전 선전

미국에서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캠페인은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수행한 냉전정책의 홍보와 선전활동을 잘 보

여준다. 한미재단의 원조 계획은 현금을 기반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

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재단은 미국의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미재단의 기

금 모금 캠페인은 1차 사절단의 방한 이후인 1953년 6월과(1차) 제

네바 회담의 개시에 맞춘 1954년 4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

었다. 이 가운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차 전

국적 모금 캠페인인데, 이것은 1차 기금모금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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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한미재단의 기금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개

입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1953년 공

화당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최대 과제로 삼은

것은 앞선 민주당의 트루먼(Harry S. Truman)정권 하에서 엄청나

게 팽창한 군사비를 삭감하고, 위기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재정적자

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의 지역적 안전보장

체제 속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했고, 6·25전쟁 종결 뒤 주

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원조를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위협론’과 미국 군부 내 ‘롤백론’의 부상을 배경으

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아이젠

하워는 자신이 초기에 내세웠던 군사비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

워졌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당시 미 의회를 지배하던 재정

보수주의자들과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중요성을 계속 강

조하면서 미국 내의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119) 이 때 이들의

눈에 띤 것이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캠페인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

부는 이 캠페인의 규모를 확장시켜서 전국적인 선전활동을 펼친다

면 미국 대중들에게 위화감 없이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한미재단의 활동을 부분적

으로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치다가 이후에는 한국의 중요한 위상을

국내에 선전하려는 강한 목적의식에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둘째는 공산측과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선전하

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2차 전국적 모금 캠페인의 시작일과 관련 있

었다. 아이젠하워는 이 캠페인의 시작일을 제네바 회담 개시일과 맞

춘다면 선전의 효과가 한국과 공산측 모두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이

119) 아이젠하워 정부의 아시아 정책과 미국 내 상황에 관해서는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戰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会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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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예상했다.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동맹’인 한국에게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항상 그들을 지지하며 폐허가 된 한

국의 복구와 재건에 진심으로 협조한다는 의도를 알릴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120) 한편, 공산측에게는 일찍이 한국을 ‘동양의 쇼

윈도이자 민주주의의 전초기지’로서 선전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121) 특히 정부가 간접적으로 비공식기관을

이용해 미국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한미 간의 친선과

한국을 도우려는 미국의 평화적인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미재단의 첫 번째 기금모금운동은 한미재단이 이끌고 아이젠하

워 행정부가 지원하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1954년 6월 1

차 사절단의 보고가 있은 뒤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기금 모금의

목표는 물품과 현금 기부액을 합쳐 500만 달러였고 병원 및 학교

재건과 고아원을 위한 경비 지원 등으로 쓰일 예정이었다.122) 한미

재단은 대중에 기반을 둔 비공식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 시

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했다. 밀튼 아이젠하워의 호소에 따라 31개주

의 주지사들이 6월 7일부터 일주일간을 “한국 원조를 위한 주간”으

로 정하면서 모금활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되었다.123)

밀튼 아이젠하워에게 한미재단의 1차 사절단 방한 결과와 기금모

금운동에 관한 보고를 받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미재단의 활동에 큰 기대감

을 가졌다는 사실은 테일러 장군에게 보낸 서신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한국의 원조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위한 상호안전보장국

120) RG 469, Entry 422, Box 18, “Dwight D Eisenhower to Dr. Rusk” 1954.3.17.

121) Eisenhower, Dwight D.: Records as President, WHCF(Confidential File),

1953-1961, Official File Series, Box 879, OF 196-C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1), “Howard A. Rusk to President” 1954.4.12.

122) 《동아일보》 1953.5.7.

123) 《The New York Times》 1953.5.24.; 19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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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의회에 요청된 2억 달러가 마련되어 있고, 이외에 한미재단

이라고 알려진 비공식원조기관이 한국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다양

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124) 그는 정부가

모든 원조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대중이 공식원조를 도

와 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원조 목표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125)

한미재단의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낸 아이젠하워는 기금모금운동

의 하이라이트였던 영화모금운동인 ‘Give Them This Day’에 직접

참여해서 한미재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2주간

미국의 1만 4천여 개 극장에서는 영화조직협회(Council of Motion

Picture Organizations)의 지원을 받아 영화 시작 전 2분 동안 아이

젠하워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화 예고편이 상영되었다.126) 아이젠하

워는 한국의 끔찍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비심과 애국심을 가진 미

국인들이 한미재단에 기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예고편이 상영된

며칠 뒤부터는 한미재단 이사인 스커러스의 지원으로 20세기폭스

(20th Century Fox)사에서 촬영된 30분 분량의 영화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었다.127) 이 방송에는 아이젠하

워 대통령을 비롯해 러스크 박사와 한국을 방문했던 여러 영화배우

124) “Draft Memorandum by the President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Wilson), and the Mutual Security

Administrator(stassen), July 31, 1953” FRUS 1952~1954, vol.XV, Part 2,

pp.1457-1460.

125) Eisenhower, Dwight D.: Records as President, WHCF(Confidential File),

1953-1961, Official File Series, Box 879, OF 196-C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1) “Dwight D. Eisenhower to Mrs. Laing” 1953.7.30.

126) 영화조직협회(COMPO)는 1950년대 초에 조직되었다. 극장주와 배급업자들에

게서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재정을 운영했으며, 공산주의와 싸우고 할리우드를

위한 민간 기부를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화조직협회는 정부가 영화 산업

을 라디오나 신문 산업보다 격하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할리우드는 정

부와 파트너가 되어 전체주의를 물리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Stephen

Vaughn, 1994 《Ronald Reagan in Hollywood: Movies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01.

127) James Sang Chi, 2008, 앞의 논문,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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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했다. 이 영화모금운동은 대중의 좋은 반응을 얻어 100만

달러의 모금액을 달성했다.128) 최종적으로 한미재단은 500만 달러

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1954년 3월까지 총 3백만 달러의 물품 기부

와 2백만 달러의 현금 기부를 확보함으로써 첫 기금 모금운동을 성

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1차 기금모금운동에서 경험을 얻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미재

단의 2차 전국적 모금 캠페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출했다. 정

부에서 직접 개입한 만큼 이 캠페인은 기금 모금이라는 목표에 더

해 여론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기금모금운동의 책임자를 직접 임명할 정도

로 적극적이었다. 수장을 맡은 사람은 헨리 알렉산더(Henry C.

Alexander)로 당시 투자은행인 JP모건 앤 컴퍼니(J.P.Morgan and

Company)의 회장이었다.129) 여성부의 수장으로는 웬델 윌키

(Wendell Willkie) 부인이 임명되었다. 알렉산더는 캠페인을 홍보하

는 과정에서 한미재단은 한국의 복구, 주거, 교육 및 불구자들을 위

한 구제, 산업 지원 등 방대한 문제들과 관련 있는 장기적 관점을

우선한다고 강조했다.130)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구호열차’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으

로부터 열차의 협조 요청을 받은 미국열차협회가 약 백만 달러 규

모의 운송비를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131) 관련자 회의는 한미재단

128) 《동아일보》 1954.7.23.; 《The New York Times》 1953.7.26.

129) 알렉산더는 전쟁기에 육군성에서 근무했는데 전략폭격조사(Strategic Bombing

Survey)의 최고위자로 유럽과 태평양 양 지역에서 공중전의 결과를 계획하고

평가했다. 이후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존스 맨빌(Johns-Manville), 아

메리칸 비스코스(American Viscose)사 등의 이사직을 겸임했다. Eisenhower,

Dwight D.: Official File Series, Box 879, OF 196-C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1), “Glenn Glauser to James Hagerty, Press Secretary”

1954.3.2.

130) 《The New York Times》 1954.3.7.

131) RG 469, Entry 422, Box 18 “Walter B. Smith to Faricy” 1954.4.14.; “W. T.

Faricy to Walter B. Smith” 19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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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열차협회 관리들의 참석 하에 백악관 주도로 진행되었다. 국

무부, 국방부, 상공부, 육군부 G-4, FOA 등 캠페인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일정과 홍보활동, 물품 수송비용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132)

이 논의에 따라 FOA에서 한미재단이 기부 받은 물품 수송을 위

해 45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133) 이 과정에서 미국의 비

공식원조기관을 망라하는 조직인 대외자원원조자문위원회 위원장

맥케언(William H. McCahon)은 한미재단의 활동이 미국의 이해관

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송비용을 공식원조기관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재단의 캠페인을 통해 모이는 물자들은

공식원조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않는 공백을 채우는 것이며, 현 시점

에서 한국의 불만을 막고 한국인들의 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7년간 계속되었던 물자 수송이 중단된다면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선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국가적 혹은 안보적 이해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134) 그의 발언을 통해 당시 미

국 정부에게 한미재단의 원조 규모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미 본격적인 캠페인의 시작 전부터 화물차 150대 양의 물품이

산업체에 의해 기부되었다. 목표로 하는 물품 기부 양은 총 600대

분량으로, 약 천만 달러의 가치로 예상되었다.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19개의 주와 50개의 도시에서는 기부 받은 물품의 책임을 맡을 한

국구호열차위원회가 조직 되었다.135) 추가적으로 세부 분야와 조직

132) RG 59, Entry 78, American-Korean Foundation/UNKRA, “Andrew C.

Tychsen to John L. Thurston” 1954.3.11.

133) RG 469, Entry 422, Box 65, “ William H. McCohon to Howar A. Rusk”

1954.3.17.

134) RG 469, Entry 422, Box 65, “Authorization for Additional Funds to Cover

Transportation Subsidy of Voluntary Agency Shipments –FY 1954”

135) 《조선일보》 19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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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특별스포츠위원회, 학교원조위원회, 현대예술위원회, 보이·

걸스카우트위원회, 간호사위원회, 치과위원회도 조직되었다.136)

4월 20일 뉴욕에서 ‘자유 열차(The Freedom Express)’라는 이름

의 화물열차가 샌프란시스코 해안을 향해 출발했다. 기차에 부착된

홍보물에는 “지금 기부하십시오(Give Today)”, “한국인들을 돕자

(Help Koreans to Help Themselves)”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

다. 이 열차는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지나면서 기부 받은 물품을 담

아 목적지에 다다를 예정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적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을 위한 행

군’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에는 미 재향군인회, 카톨릭 및 유대교 재

향군인회, 상이군인 재향군인회 등 미국의 200만 전재향군인 조직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한미재단 내에 각 조직의 지휘관들로 구성된 전

국 재향군인 위원회(National Veterans Committee)를 조직하여 운

동을 이끌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재향군인들이 동맹 간

의 강한 유대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진 집단이라

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다.137) 4월 30일, 그는

한국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첫 번째 서명을 했다. 그 뒤 백악

관에서 직접 ‘한국을 위한 행군’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두루마리는 한국박물관 미국부에 전시될 미육군 오성기와 함

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138) 6만개의 우편을 통해 운동의

136) RG 469, Entry1276, Relief - A.K.F. (American-Korean Foundation),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1954.4.20. p.8.

137) Eisenhower, Dwight D.: Official File Series, Box 879, OF 196-C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1), “Charles F. Willis, Jr. to Howard

Rusk” 1954.3.30.

138) 5월 7일-10일 간 한미재단의 전국 재향군인 위원회의 멤버들이 한국을 방문

해서 이승만을 만났다. 참여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Herbert L. Brickman(한

미재단 참전군인 위원장, 뉴욕 참전군인 서비스 센터 이사) Alfred English(상이

미군용사 대표) Henry J. Mahady(미국 재향 군인회 대표) Thomas J. Cuite(카

톨릭 참전용사 대표) Harry T. Madison(유대인 참전용사 대표) Tim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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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홍보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운동은 5월 23일부터 시작되었

다. 재향군인들은 10일 간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제복을 갖춰 입

고 미국 가정을 방문해 ‘Scroll of Salute’라는 이름의 명단에 사인을

받으며 한국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다.139) 동시에 이 시간 동안 모든

미디어가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총출동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이

때 연극, 영화, TV, 라디오,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라디오와 TV쇼

에 직접 등장해 한미재단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스크는 2차 전국적 모금 캠페인 기간에 현금 약 100만 달러와

물품 약 600만 달러가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당초 목표했던 천만 달

러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물품은 화물차 1150칸 분량으로 당초 예

상했던 600칸을 훨씬 뛰어 넘었다.140) 실제로 단기간의 이러한 결과

는 한미재단의 단독 캠페인이었다면 달성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한미재단-산업체-개인 모두가 냉전에서 자기 역할을 주조하고

인식하며 행동한 것이 하나의 캠페인으로 모아진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미재단의 기금모금운동을 통해 미국 대중

에게 한국을 반공의 최전선이라고 알리는 선전활동을 수행했다. 그

리고 이를 위해 재단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미국 대중

들이 직접 냉전에 참여하게끔 독려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수행되

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와 한미재단이 미국 산업체와 시민들의 전

방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선전 전략이 무엇이었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Murphy(해외 참전용사 대표) RG 469, Entry1276, Relief - A.K.F.

(American-Korean Foundation), “American-Korean Foundation KOREA

OFFICE to Mr. C. Tyler Wood” 1954.4.20.; 《경향신문》 1954.5.9.

139) RG 469, Entry 422, Box 18, “TWO MILLION AMERICAN WAR

VETERANS TO LAUNCH TEN-DAY VETERANS “MARCH FOR KOREA”

STARTING SUNDAY, MAY 23”

140) “A report regarding the resignation of Van Fleet as Chairman of the

AKF”, PDF우남B-168-010(이승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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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기금모금운동을 위해 총출동 된 미디어에서는 반복적

인 내용들이 노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의 이미지였다. 한미재단의 선전 포스터에는 항상 어린

아이들이 등장했다. 노인이나 부상자들보다는 집 앞에서 쭈그려 누

워 있는 아이들, 갓난 동생을 업고 있는 어린 누나, 배고픔에 굶주

린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비공식원조기

관들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고아, 미망인자녀 또는 빈곤가정 자녀

등 아동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구호활동의 우선순위도 항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두었다. 이것은 아동의 인권이 한국보다는 서구

에서 더 발달해 있었던 이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고통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인 아이들의 모습이 미

국 시민과 언론에게 그만큼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었다.141)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미지는 자유세계의 수호자

인 미국이 그들을 원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기에 충분했다.

둘째, 한국인들이 전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들이 등장했다. 신문에는 열악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

생들, 집 짓는 가족들, 방직 기계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사진이 실렸

다. 한미재단이 중요한 사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자립을 돕는 것인 만큼 재단은 한국인의 의지 또한 드러

낼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원조가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3년 8월 2차 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레너드 마요는 《뉴욕타임스》에 “한국을 도와야

하는 2백만 개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142) 그는 한국

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한국

에서 직접 접했던 몇 가지 예시를 들었다. 그는 동상에 걸려 군 병

원 침대에 누워 있는 여덟살 두진이의 모습을 통해서는 한국 어린

141) 최원규, 1996, 앞의 논문, p.139.

142) 《The New York Times》 19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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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냈다. 그러나 마요가 가장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한국인의 투지를 드러내는 김양 가족의 이야기였다. 김양의 12

살 언니는 부모님을 도와 논에서 일하면서도 지역의 미션 스쿨에

참여하는 동안 어린 동생들을 보살폈다. 그녀는 바느질과 수놓는 방

법을 배워서 마요에게 시범을 보였는데, 마요는 그 시범에서 기술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칭찬하며 그녀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투

지가 미국인들이 한국을 도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143)

셋째,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냉전 전략에서 갖는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 이것을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람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 그는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백악관

을 통해 직접 알리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한미재단에 기부함으로

써 공산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용감한 동맹인 한국에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한미재단의

대표이사인 크리슨베리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세력 투쟁에 전략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활과 재건은 미국과 아시아

의 자유, 안보,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한미재단을 통해 이 임무를 도울 것을 요청했다.144) 한미재단은 한

국구호열차 운동에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친선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것은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은

한국의 필요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

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여겨졌다.145) 한국을 위한 행군을

이끌었던 전국적 재향군인 위원회의 대표인 브릭만(Herbert L.

Brickman)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재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극동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을 지

143) James Sang Chi, 2008, 앞의 논문, pp.183-184.

144) 《The New York Times》 1953.9.22.

145) 한미재단 홍보물, “FILL A CAR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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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146)

이렇듯 모든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선전되는 한미재단의 기

금모금운동은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을 위한 원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에게 이제 막 공산측과 전쟁을 치른 한국이 냉전에서 갖는

전략적 위상을 선전하고 교육했다. 냉전은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새

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인식할 필요성을 만들었다. 아이젠하워 행정

부는 한미재단의 기금모금운동에 자신의 선전 목표를 결합시켜 대

중들에게 한국의 동맹이자 한국의 복구와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자

유세계 수호자로서의 미국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냉전을 미

국의 각 개인에게 체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한미재단에 기부

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듯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선전 목표와 결합된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활동은 종교적 배경을 갖지 않는 비공식원조

기관의 하나의 존재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2. 한미재단을 통한 이승만의 선전활동과 한국 사

회의 반응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미재단의 활동은 이승만

과 아이젠하워 행정부 각각의 정치적 의도와 결합되었다. 이것은 국

내 언론이 한미재단의 활동을 다루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이승만이 한미재단을 선전활동에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

을까. 이승만은 한미재단의 설립 구상 시점에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로비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관심을 유지

시키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로비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목표는

146) 《The New York Times》 1954.5.13.



- 69 -

달성되지 못했지만 그가 한미재단을 통해 한국을 미국에 선전하려

는 목표까지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미재단이 본격적으

로 활동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밖에 다른 이유도 작용했다.

대외적으로 이승만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아시아 국가라

는 사실을 미국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이승만

의 강한 불신과 경계심을 바탕으로 했다. 당시 이승만 외교의 궁극

적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일본보다 더 많은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획

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서 핵심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위를 일본보다 높이는 것

이 중요했다. 이승만은 한일관계를 다룰 때에도 일본이 아닌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다.147)

같은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일본회(Japan Society)’가 활동 중이었

다. 일본회는 20세기 초반 미일 양 국민 간 문화적 교류의 개척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시작된 단체였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일본 전시

지원, 일본학 촉진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40년대 전쟁으로 인해 미

일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문을 닫았다. 그러다가 1952년 미국의 점

령이 끝나는 시점에 회장 록펠러 3세(John D. Rockefeller)와 이사장

더글라스 오벌톤(Douglas Overton)의 지원을 통해 다시 활발한 활

동을 벌이게 되었다.148)

일본회의 표면적인 활동 목표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알리는 것

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한 것은 이 활동을 통해 영

향력 있는 미국인과 결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아시아에서

일본의 문화·정치·사회·경제·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었다.149)

이승만은 한미재단 설립 초기 시점부터 일본회의 활동을 경계했

147) 오제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14, pp.32-33.

148) 일본회 홈페이지 http://www.japansociety.org/page/about/brief_history

149) “임병직이 이승만에게 1956.12.20.” 국사편찬위원회편, 1996 《대한민국사자료

집35: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8(1956)》, 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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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50) 한미재단을 이들과 비슷한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가능한 범위에서 재단을 활용한 다른 방식의

선전을 진행 하고자 했다.

또 이승만은 대내적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활발한 외교 활동과 그

성과를 국내에 선전하고자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6·25전쟁 중 ‘국

민을 버린 정부’라는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태

였다. 이것은 전쟁 이전까지 國父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승만에게

도 큰 타격을 주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해서는 무언가를 연출할 필요가 있었다.151) 또한 이승만은 전쟁 직

후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전후 회복

의 의지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선전 목표는 실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발현

되었는지 살펴보자. 이승만의 대외적 선전 목표가 한미재단을 매개

로 드러난 결과물은 어린이합창단의 방미였다. 이승만은 한미재단

활동 초기부터 합창단의 방미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가 이렇게 적극

적이었던 이유는 합창단이 지닌 홍보가치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미

국인들에게 한국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문화를 소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어린 아이들이 한국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겼

다.152) 특히 이승만은 어린 아이들이 미국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하

는데 효과적인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다.

몇 번의 지연 끝에 어린이합창단의 방미가 한미재단의 2차 전국

적 모금 캠페인 시기에 맞춰 성사되었다. 캠페인 선전을 위해 합창

단을 활용하려는 한미재단의 의도와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을

150)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1953.4.22.” 국사편찬위원회편 32권, p.177.

151) 이화진, 2007 〈‘극장국가’로서 제1공화국과 기념의 균열〉 《한국근대문학연

구》15, p.206.

152) 《서울신문》 19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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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하고자 하는 이승만의 계획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1954년 4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25명의 어린이합창단은

주로 8-10세 사이의 전쟁고아들로 구성되었다. 합창단은 자유의 여

신상 앞에서 진행한 공연을 시작으로 백악관을 포함해 총 50개 도

시에 순회공연을 다녔으며 그 활동은 6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이

어졌다.153) 합창단은 미국의 각종 단체에 63차례 방문해 공연했고,

옥내 및 야외 공연도 51차례에 걸쳐 진행했다.154)

한미재단과 함께 어린이합창단의 미국 내 활동을 세밀하게 계획

한 인물은 양유찬이었다.155) 양유찬은 어린이합창단의 홍보 계획을

이승만에게 보고했는데, 합창단의 활동이 ‘셀 수 없는 홍보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합창단의 일거수일투족은 미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미국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

다. 예를 들어 라이프 매거진(LIFE Magazine)은 합창단이 아이젠하

워 대통령 내외와 행정부 관리들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 자유의 여

신상, 링컨 기념비, 조지 워싱턴 기념물 등 미국 주요 관광지를 방

문해서 공연하는 사진을 기사화 했다. 또한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사가 기부한 7만 5천 달러를 사용해 합창단 관련 영화가 촬

영되었고,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합창단은 양유찬, 밴

플리트와 함께 텔레비전 쇼에도 87회에 걸쳐 등장했다. 더불어 각

지역 내의 활동은 합창단이 방문한 여러 지역의 주지사, 시장들과

한미재단이 함께 세밀하게 계획해서 진행했다.156) 이는 합창단을 통

해 미국 대중에게 한국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이승만의 의도가 충분

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다.

153) 《동아일보》 1954.5.3.; 1954.5.6.; 1954.5.8.; 1954.6.30.

154) 《서울신문》 1954.7.9.

155) 합창단의 일정표 예시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G 469, Entry 422,

Box 65, Adm.-American-Korean Foundation, “LOG, Korean Children’s Choir

San Francisco, California April 9-11, 1954”

156) “Correspondence-Public Relations Department for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4.04.08. PDF우남B-208-126(이승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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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한미재단이 마련한 자리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미국

대중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미재단은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어진 이승만의 방미 기간을 맞아157) 이승만을 위한 대대

적인 만찬회를 마련했다.158) 만찬회는 1,400명의 인원이 참석해서 성

황을 이뤘는데, 뉴욕을 비롯한 여러 주의 주지사와 시장 20명, 산업·

교육·정부 등 여러 분야의 최고위 인물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한미

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 100명과 한미재단

의 주요 이사진, 그동안 재단의 국가적 캠페인에 기여한 인물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만찬회는 저녁 9시부터 TV와 각 지역의 라디오

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미국 국민들

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선전 기회를 제공

했다.159) 이승만은 한미재단의 활동과 한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며,

정부 차원의 원조로 이들 중 단지 일부분만이 충족될 것이라는 사실

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까다롭고 번잡한 절차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7) 이승만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네바회의가 6월 중순 실

패로 끝나자, 또다시 휴전협정의 무효화와 전쟁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

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난관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미국은 이승만과의 회담을 아이

젠하워 정권 발족 이래의 현안이었던 한일관계 정상화를 향한 높은 수준의 압

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반면 이승만은 이 회담을 계기로 자신의 지론인 공

산 측에 대한 적극 공세로의 전환을 실현하고자 했다. 李鍾元, 1996 《東アジア

冷戰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会, pp.192-193, 차상철, 2001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13, p.155.

158) 이 만찬회는 미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미국인

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이승만에게 표현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Eisenhower, Dwight D.: Records as President,

WHCF(Confidential File), 1953-1961, Official File Series, Box 879, OF 196-C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3), “C. W. Chriestenberry to James C.

Hagerty”;

159) 위의 문서; 1954.7.3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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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 놓은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미국의 민

간 원조 계획에 의해 제공된 재원, 상품, 식량은 엄청나게 중요합니

다. …그러나 나는 한미재단과 다른 기관들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간에 맺어 놓은 정신적인 유대가 더욱 위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남편·형제들을 한국에 파견해 준 미국 어머니들에게 마음속

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계곡과 산악에서 미국과 한

국의 영혼들이 함께 신의 품으로 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우리를 패퇴시킬 수 없다는 사

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함께 서 있으며, 항상 그대의 편입

니다.160)

이승만은 이 연설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그 기반이

되는 반공 정서를 강조했다. 이것은 한국의 전선에서 희생당한 미국

인과 한국인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원조기관인

한미재단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맺어 놓은 정신적 유대감을 강

조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이승만의 방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를 제쳐놓고 직접 미국의 일반 여론에 호소하

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161) 따라서 한미재단이 마련한

만찬회는 이승만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승만은 한미재단이 미

국 대중들에게 익숙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선전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 하에 재단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한편, 이승만의 대내적 선전 목표는 어린이합창단의 국내 언론 보

도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국내 언론은 미국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합창단은 한미재

단을 통해 만들어진 한미 간의 친선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로서 민간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

160)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지음; 갈홍기 기록; 이현표 옮김,

2011 《이승만대통령 방미일기》, 코러스, pp.167-211.

161) 로버트 T. 올리버, 2013 《건국과 나라 수호를 위한 이승만의 대미 투쟁》 비

봉출판사, pp.6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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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창단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 공연을 했는지, 어떤 파티

에 참석했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전부 기사화되었다.162) 국내

신문 기사들은 미국 정부와 한미재단이 어린이합창단에게 베푸는

친절을 한국인 전체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또한 어

린이합창단의 활동이 기금 모금 캠페인에서 갖는 의미를 최대한 추

켜세우면서 한미재단을 통한 미국의 원조에 한국도 일정 부분의 역

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163)

특히 당시 여당지였던 《서울신문》이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가

장 적극적으로 다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64) 《서울신문》

은 〈꼬마합창단〉이라는 연속 시리즈를 만들어 사진과 함께 합창

단의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165) 이 가운데 어린이합창단

이 이승만의 성과였다는 점은 합창단을 인솔했던 KBS어린이합창단

의 지휘자 안병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강조되었다.

어린이합창단이 도미케 되었던 것은 첫째, 이대통령 각하께서 우

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우리를 돕고 있는 우방미국에 소개하여 한국

을 더욱 인식시키려면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보내어 한국의 노래와

162) 《동아일보》 1954.5.3.; 1954.5.6.; 1954.5.8.; 1954.6.30.; 1954.7.8.; 1954.7.9.;

1954.7.10.; 1954.7.11.; 1955.1.26.; 《경향신문》 1954.4.19.; 1954.4.27.; 1954.5.6.;

1954.5.8.; 1954.5.15.; 1954.5.25.; 1954.6.4.; 1954.7.4.; 1954.7.8.; 1954.7.9. 《조선일

보》 1954.5.8.; 1954.6.30.; 1954.7.1.; 1954.7.8.; 1954.7.9.; 1954.7.10.

163) 다른 신문들이 보통 이러한 논조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일보》는 한미

재단 모금운동의 성공적인 결과를 마치 어린이합창단의 성과인 양 선전하는 것

은 아이들을 ‘구걸의 사절’로 미국에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합창단에

게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 1954.7.10.

164) 《서울신문》은 1949년 5월 15일 정간처분을 받은 이후 정부가 우익진영의 인

사로 편집권을 정비한 후 정부기관지로 탈바꿈해서 속간시킨 이후로 여당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서울신문》의 주식 중 48.8%에 달하는 귀속재산의 주주

권 행사 대행자로서의 정부와 다른 민간주주들은 명예회장으로 오세창, 사장에

박종화, 주필에 오종식, 편집국장에 우승규를 선출했다. 이로써 《서울신문》은

공보처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유일상, 1996 〈이승만 정권하의

한국 언론〉 《사회과학연구》6, p.157.

165) 《서울신문》 1954.4.15.; 1954.4.16.; 1954.5.11.; 1954.5.12.; 1954.5.13.;

1954.5.14.; 1954.6.3.; 1954.6.8.; 1954.6.9.; 1954.6.11.; 1954.6.13.; 1954.7.7.;

1954.7.9.; 19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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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보여줌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합창단을 도

미시키시려 주시하신 것이 수 3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그런데다가

미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두터운 밴 장군이 중히 여겨 노력을 아

끼지 않은 것도 수년전부터의 일이었다.166)

이렇게 이승만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사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

게 한국과 미국의 친선 관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이승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즉, 이승만이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합창단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이승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창단의 활동

은 한국인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호소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었

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사설이다.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은 그들이 예정하였던 현금 1

천만 달라 외에 예상치 않던 많은 물자를 획득하였다는 공리적인 것

보다 차라리 이처럼 정성스럽고 눈물겨운 순회를 하여 우방의 국민

들 앞에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직접 호소한데 있다 할 것이다 … 그

어버이 된 우리로서는 깊은 감회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 기회에 우

리의 자랑이요 힘인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좀 더 노력할 것을

명심할 따름이다.”167)

어린이의 모습은 미국에서만 호소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

설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대견함, 안쓰러움과

같은 감수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냈다. 더불어 이 아이들을 위한 복지

에 노력할 것을 독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하게 《동아일보》는 어린이합창단에 대해 ‘어린이

로선 너무나도 벅찬 운동의 전사가 되었다는 것에 어버이 된 마음

166) 《서울신문》 1954.7.29.

167) 《한국일보》 19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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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쓰리’다고 표현했다. 《경향신문》은 〈유쾌히 잘 지내고 있

지요〉라는 제목을 붙여 합창단 단원이 쓴 장문의 편지를 싣기도

했다.168)

어린이합창단을 다룬 신문 기사들은 단순히 합창단과 관련된 객

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독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

기에 충분했다. 전쟁 이후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국내 상황에서 어

린 아이들의 노력 및 그 성과를 다루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는 대

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후 회복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결국 전쟁을 겪으면서 추락한 정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의 정

서를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이승만의 의도가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의도 또한 영향을 미

쳤다. 한미재단의 설립 구상에서 드러나듯 미국 정부는 일찍이 비공

식원조기관의 활동을 통해 수혜국에 시혜적 인도주의적인 대미관을

심어주고자 했다. 전쟁을 거친 한국에는 많은 수의 비공식원조기관

이 활동했지만 미국 정부는 특히 한미재단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

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에 유리했다.

한미재단의 활동을 다루는 국내 언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69) 첫째, 언론은 한미재단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 한국인들이 미국을 시혜적인 국가로 인식하게끔 하는 역

할을 수행했다. 이것은 당시 언론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식원

조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

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아래 기사에서 공식원조와의 논조

168) 《동아일보》 1954.7.11.; 《경향신문》 1954.5.8.

169) 한미재단의 활동은 국내 언론의 보도 기사와 사설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보도 기사는 한미재단의 사절단이 방한했던 시점과 물자 및 기금이

분배 될 때 집중되었다. 한편, 사설은 한미재단에 대한 가치평가가 주를 이룬다

는 점에서 당시 한국 언론의 반응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본고는 이 사설을

주된 자료로 삼아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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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꼬마합창단이 미국각지에서 삼개월동안 순회공연으로 모금한 한미

재단의 대한 원조기금의 2200만불은 우연하게도 UNKRA에서 54년

도분으로 실제 한국부흥자금으로 원조한 2294만불과 근사한 액수!

… 꼬마합창단의 원조금 모집 활동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대신! UNKRA 54년도 대한원조가 순조롭지 못하고 지지부진

이었다는 것도 또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UNKRA의 한국

부흥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부흥 문제는 좀 더 신속성을

기할 것을 한국민은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불평 아닌 진언

한마디를 UNKRA에 진언한다.170)

이 기사는 1954년 한미재단의 국가적 모금운동의 결과와 UNKRA

원조의 수치를 비교했다. 그 과정에서 한미재단의 상당한 원조 규모

를 드러냄과 동시에 UNKRA원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

다. 그런데 여기서 밝힌 한미재단의 모금 액수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고, 실제로 공식원조에 비해 그 액수는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재단을 다룬 기사들의 논조는 시종

일관 긍정적이었다.

공식원조를 다루는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당시 공식

원조는 한미 양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주요한 사안으로, 한국 사

회 전반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171) 공식

원조를 다루는 언론의 논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170) 《동아일보》 1954.7.10.

171) 대표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元容奭, “FOA援助와 韓國經濟” 《現

代公論》12; 《경향신문》 1954.2.18. “주도적인 원조도입 태세의 확립”; 1954.4.3.

“예산의 부흥성을 발휘하라”; 1954.8.10. “원조의 증액을 요망한다”; 1954.11.11.

“미궁에 들어가는 한미경제외교”; 《동아일보》 1953.8.22. “부흥원조의 수용태세

(중)”; 1954.1.14. “산업부흥은 어디에 치중?”; 1954.10.5. “대한원조문제”;

1954.11.22. “경제안정으로의 전환계기”; 《조선일보》 1953.8.16. “2억불 원조 현

금으로 받자”; 1953.12.28. “원조증강의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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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원조 액수와 그 성격, 수행 문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 비판의

초점은 미국 정부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원조의 무계획성과 난맥상

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 비판은 원조를 집행하는 한국 정부를 대상

으로 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설을 각각 소개한다.

이 원조계획의 실시가 늦으면 늦을수록 원조의 효과가 감산될 뿐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불안정한 혼란상이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끼치

고 있는 것이다. 4,500만 불의 응급지불이라는 것은 大旱의 一適雨쯤

될지도 모르는 바 더욱 감질만 날 뿐이다.172)

외국원조의 전액을 전란 수습에만 몽땅 기울였다는 것은 전란수습

의 긴급성을 십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흥과 재건에 대한 기대를 신

년도 예산에 붙이고 있는 일반 국민은 예산 편성이나 통과에 있어서

정부나 국가가 예산의 기술면에만 拘泥하고 숫자적 타산에만 급급하

였다는 느낌에서 유감을 사게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173)

첫 번째 사설은 미국 정부의 원조가 더디게 수행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임을 지적했다. 두 번째 사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의 부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전란 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기사 내용으로 볼 때 공

식원조를 다루는 국내 언론들은 한미 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원조가 한국의 전후 상황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액

수와 성격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 언론들은 한미재단의 구호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비공식원조기관의 활동 또한 난맥상이 없는 것은 아

니었지만 이를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한미재단의 원조

는 미국 대중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172) 《경향신문》 1954.11.11.

173) 《경향신문》 1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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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여지를 갖기 어려웠다. 《경향신문》은 한미재단 2차 사절단

의 방한 당시, 한미재단은 “영리기관도 아니요, 정치적인 의미도 떠

나서 오직 인도적 입장에서 한국의 재건원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몇 억불의 거액 원조에 비한다면

그리 큰 것도 아니기도 하나 민간인들의 원조 재단으로서 활동의

손이 뻗쳐지는데서 더욱 위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치하했다.174)

《조선일보》는 1954년 모금운동으로 수집된 1차 구호물자가 한국

에 도착했을 때 한미재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설을 실었다. 이 사

설은 한미재단의 구호품에 대해 “전연 국가정책을 무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인의 “이해와 동정에서 나온 인류애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다”고 논하면서, 유용하게 써야 한다

고 주장했다.175)

이렇듯 공식원조와 한미재단의 활동을 다루는 국내 언론의 논조

차이는 분명했다. 이를 통해서 한미재단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평가

가 독자들에게 시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갖게 하

는 데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원조 수혜국에 공식원조와 별개로 비공식원조기

관의 활동을 장려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한미재단의 구호활동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돕는 미국인들을 위해 보답 할 수 있는 일을 적

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서울신문》 사설을 보

자.

우리 한국국민은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

는 이 미국민의 온정에 대하여 무엇으로써 갚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국민과 한국민 간에 연연하

174) 《경향신문》 1953.8.22.

175) 《조선일보》 19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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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끊임이 없는 이 국제애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우연의 산물

은 아니다. 거기에는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쌓인 역사가 오늘의 결과

를 맺게 된 것이며 피차의 사상과 이념이 엉킨 같이 살고 죽지 않으

면 안되는 정신 속에 합쳐지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틀어 바쳐서 붉은 적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만을 위함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

든 인류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숭고한 정신을 그 어느 나라 어느

국민보다도 미국과 미국 국민이 가장 잘 알고 동정하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

과 미국 국민의 따뜻한 선물에 대신할 선물은 오직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다.176)

이 사설은 양국 간의 친선을 드러내는 한미재단의 활동이 가능한

것은 미국과 혈맹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며, 미국이 한국을 돕는 이유

는 한국이 모든 것을 바쳐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해 싸우고 있

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미국 정

부가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선전하고자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이었다. 이 사설은 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인식하

는 과정 가운데 강조되었다.

둘째, 국내 언론들은 한미재단의 활동이 한미 간의 연대감을 강화

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미재단이 “미국민과 한

국민의 친선도를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177) 재단이 미

국 대중에게서 기부 받은 물품과 현금은 한국 내 대민구호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양 국민간의 직접적인 유대감을 가능하게 했다.

어린이합창단 또한 민간 외교 사절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크게 강조되었다.178)

176) 《서울신문》 1953.11.10.

177) 《경향신문》 1953.8.22.

178) 《동아일보》 1954.7.8.; 1954.7.11.; 《경향신문》 1954.5.8.; 1954.7.9. 《한국일

보》 19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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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린이 합창단은 한미친선의 가장 귀여운 사절단으로서 미국

사회 각계에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나 그중에서도 그들은 어린이

로서 앞으로 같이 자라서 같이 어깨를 겨누고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미국의 어린이들과 우리 어린이들과의 친선 관계를 더욱 깊고 굳게

맺고 돌아왔을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뻐한다.179)

한미 언론에서 다뤄지는 어린이합창단의 모습은 서로 다른 문화

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묘사되었다. 미국 어린이와 섞여서 공연을 관

람하는 한국 아이들, 한복을 입은 한국 아이들이 소시지를 먹으며

‘아리랑’과 ‘징글벨’을 함께 부르는 광경은 한미 간의 문화적 연대감

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어린이합창단이 미국에

서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한국인들은 생소한 미

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한미재단은 문화적 연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문화 활동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는데, 국내 언론은 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954년 7월에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극장에서는 미국인들에게 한국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최초의 한국미술 기

예품 전람회가 열렸다. 《동아일보》는 이 전시를 통해 “한국 예술

가들의 정교 및 예술적인 재간 그리고 교묘가 최고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180) 또한 1955년 말에는 한미재단이 20세

기 폭스사와 함께 “한국의 고유한 자연과 풍토 풍속 인정을 주로해

서 전쟁 중에 빚어진 미군과 유엔군과의 관련성 및 한미 양국 간의

협조 정신과 상호친선을 묘사하는 극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다. 이

영화의 극본은 한국인 작가들에게 공모 받았는데, 이때 언론의 적극

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181) 이러한 문화 활동은 한미재단이 1956년

179) 《조선일보》 1954.7.10.

180) 《동아일보》 1954.7.30.

181) 《동아일보》 1955.12.18.; 《경향신문》 195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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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지만 구호활동이 진행되는

시기에도 일부 진행되었다. 문화 활동은 한미인이 서로의 문화를 알

아가는 시작 단계로서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국내

언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한미재단이 한미 간 문화적 교

감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미재단을 다루는 국내 언론의 반응은 이승만과 미국 정부의 선

전,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당시 냉전 상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

아 나타난 결과였다. 이승만이 한미재단을 활용 하고자 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수습하

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 목표는 여당지였던 《서울신문》이 어린

이합창단을 다루는 논조에서 잘 드러났다. 한편 한미재단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간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국내 언론의 보

도 평가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시혜적 인도주의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냉전은 적과 우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시했다.

이때 한미재단을 매개로 진행된 한국 내 선전 활동은 국내 체제의

안정을 통해 우방 즉,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고화시켜 나

가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한미재단은 한국이 냉전 체제에 안정적으

로 편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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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으로 한미재단의 활동 및 그 역사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재단은 6 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의 구호 방식과 미국 정부 및

이승만의 복합적인 구상이 결합되는 과정 속에 설립된 비공식원조

기관이었다. 유엔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을 위해 비공식원조

기관의 구호활동을 요청했고 한미재단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속

에서 설립되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 25전쟁으로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비공식원조기관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투영하고자 했

다. 이승만은 한국 문제에 힘을 실어줄 로비단체를 설립해서 미국에

한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한미재단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

는 비공식원조기관을 표방했으나 양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

었기 때문에 순수한 비공식원조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립 단계에서 초기 과정을 이끈 것은 한국 측이었다. 그런데 아

이젠하워 행정부가 한미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그 인적 구성에서 미국 측 인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

다. 이로써 한미재단의 인적 구성은 소수의 한국 측 인사를 제외하

고 미국의 대기업-비공식기관(한미재단)-미국 정부 간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미재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사절

단을 파견했다. 이는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조사를 수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절단이 파악한 정보를 통해 자문 위원회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한미재단의 향후 활동 방

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민구호사업이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인력 양성을 통해 그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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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기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기부 받은 물품과 기금들은 한

국 내 보건, 사회복지, 교육 영역에 사용되었다. 특히 재단 자금의

상당한 양이 인력 양성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1955년 이후 진

행되는 공식원조기관의 교육·기술원조 사업에 앞서 6·25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인력 양성 사업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일정 정도 수

행했다. 그러나 그 수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기금 사용과 기금 사용

처의 사후 관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비공식

원조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했다.

비공식원조기관을 표방했던 한미재단은 한국에서 구호활동에 종

사했다. 그런데 한미재단의 설립 시점부터 개입했던 아이젠하워 행

정부와 이승만은 냉전이 고착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구체적

인 목표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한미재단이라는 매개체를 활

용해 그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했다. 이때 한미재단은 각 주체들에게

선전의 소재 자료 및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진행된 한미재단의 기

금 모금 캠페인과 결합되었다. 이 캠페인은 미국 내 냉전문화 형성

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요인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미국 대중에게 냉전 질서 속에서 자유세계 수호자 역할을 맡

은 미국의 위상을 인식시키고자 했고, 한미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직

접 냉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캠페인 과정에서 이승만은

어린이합창단의 방미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을 미국 대중에게 각인시

키고자 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 이승만의 목표는 한미재단의 활동을 다루는 국

내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한국인들은 냉전 상황 하에서

적과 우방을 명확하게 인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냉전 체

제에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선행되는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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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수습

하고자 어린이합창단의 방미 공연과 같은 한미재단의 활동을 적극

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국내 언론은 한미재단의 활동을 시종일관 긍

정적인 논조로 보도, 평가 하면서 시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한미 간의 연대감을 강조했다. 이것은 미국 정

부가 비공식원조기관을 통해 수혜국에 심어주고자 했던 대미관이

관철된 결과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이승만이 한미재단을 매개로 수행했던 선전

활동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 대중에게

냉전 질서를 인식,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들의 선전활동은 궁

극적으로 양국이 냉전 질서를 강화하고 한국을 이에 안정적으로 편

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한미재단의 설립부터 1955년까지의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미재단의 구호활동 및 재단을 둘러싼 설립주체들의 동향, 한

미재단을 매개로 한 선전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고에서 다룬 시기는 설립부터 1955년까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

미재단 활동의 특징과 그 영향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후

시기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2기에 들어서 이전 시기만큼 한국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 정책

을 유지시켜 나갔다. 동시에 미국 대중도 복잡한 국제정치보다는 미

국 내부의 문제로 눈을 돌리면서 한미재단의 기금 모금 사업이 어

려워졌다. 따라서 재단은 많은 돈이 필요한 구호사업보다는 문화 교

류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전후 한국에서 긴급한

구호활동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유도 작용했다. 한국 내의

언론들은 한미재단의 활동이 축소된 만큼 이전보다 적은 관심을 보

였으며, 이승만 또한 새로운 단체인 한국회(Korea Society)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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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한미재단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를 기

점으로 한미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한국

에 대한 모든 원조 활동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56년

이후에 진행된 4-H클럽에 대한 한미재단의 지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원조 활동은 한미재단이 농촌 지도자 인력을 양성하고 미국식

가치를 선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에서 앞선 시기의 활동과 뚜렷한 연속성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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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ity and Historical Role

of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2-1955)

Lee So Ra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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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the social campaign and historical role of

American-Korean Foundation, a non-governmental aid agency

founded during the Korean War era. The foundation was not just

a simple aid agency; it was an institution with complex and

unique characteristic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American-Korean Foundation by

studying its relief activities, intentions of its founders, and its in-

fluence t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oundation was established when the United Nations re-

quested non-governmental aid agencies to give aid to Korea as

the Korean War broke out. Although the foundation defined itself

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t was actually under the



- 93 -

political influences of both government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y were deeply concerned in the organizational struc-

ture of the foundation, and the Americans took a large part of its

staff because of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s initiative.

The foundation dispatched missions to Korea twice for

on-the-spot investigation and performed relief activ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missions. Goods and funds

prepared in the United States were used in many fields of Korea

such as health,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With the long-term

perspectives, the foundation reinforced the relief activities to sus-

tain at least the minimal level and educated its personnel to im-

prove the effect of the activities. Especially, the Foundation in-

vested enormous capital in educating its personnel supplement-

ing what governmental aid agencies did not do. However, the

Foundation did not use funds systematically and failed to

post-manage the usage of the funds.

A main role of the foundation was a relief activity in Korea,

but there was another important role; to provide both Eisenhower

and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with the materials and op-

portunities for propaganda. As the Cold War settled town, they

decided to aggressively use American-Korean Foundation to ac-

complish their political aims. Eisenhower Administration used

fund raising campaign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s a guardian of the Free World in the Cold War and requested

Americans to give donations for the foundation as direct partic-

ipation to the Cold War. Fund raising campaign of the

Foundation wa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mak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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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Culture.

Also, Syngman Rhee planned Korean Children’s Choir’s visit to

the United States to imprint Korea to Americans. Korean media

covered about the Choir’s activities many times, and Syngman

Rhee tried to use the Choir as political means to gain popularity

on his Administration and relieve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Korean media kept positively re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Foundation. As a result, the Foundation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favorable and humanitarian images of the United

States. These images were the results of whic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ried to implant in Korea through the activ-

ities of non-governmental agencies.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s propagating activities per-

formed by both Eisenhower administration and Syngman Rhee

engraved the order of the Cold War among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lthough the United States and Korea’s

propagating activities differed in some ways, both of their activ-

it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strengthen the order of Cold

War and stably hold Korea in that order.

Keywords: American-Korean Foundation, non-governmental aid

agency, Cold War Culture, propaganda, Syngman Rhee,

Eisenhower Administration

Student Number: 2012-2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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