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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한국 파견에 이르는 과정과 한

국의 활동 내용을 고찰한다. 이러한 관점은 196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

이 내포하는 문화 냉전(Cultural Cold War)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 시기는 1961년부터 1981년까지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 군사적·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주한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 Korea)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주요 통로였다. 본고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조직과 

활동의 전체상을 해명하고, 특히 왜 한국이 미 평화봉사단의 파견을 간

청했는지, 미 평화봉사단의 파견이 한미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국에 투입된 미국인 단원들의 활동과 인식은 파견 전후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본다. 

  미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냉전전략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제3세계 원조 및 선전기구로 출범했다. 미국은 평화봉사단

의 활동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첫째, 미국은 ‘어글리 아

메리칸’으로 대표되는 제3세계의 비우호적인 대미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했다. 미국이 제3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미국은 소비에트 블록의 확장을 

견제하고자 했다. 평화봉사단은 제3세계에 침투하여 소비에트 개발모델

에 대항할 미국발 근대화론의 문화·심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전

략기관이었다. 평화봉사단은 기존의 사회주의 진영이 선점했던 ‘평화’ 담

론을 단체명과 단체 목표설정에 전유하여 취사선택을 했으며 초창기부터 

강조했던 ‘세계평화와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비(非)냉전적인 목표를 내세

워 ‘냉전적 도구’로 인식되기를 거부하면서도 냉전적 프레임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에서 활동도 냉전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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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평화봉사단은 영어교육과 공중보건 분야에 치중했으나 활동이 가

져다주는 물질적인 효과보다 한미관계의 외교적 상징효과가 더 부각되었

다. 실제 활동은 과도기적이며 시운전적인 성격을 띠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1961~1962년의 1차 파견교섭에서 다른 제3세계국가

로 파견과 활동을 우선시하고 5·16 쿠데타 이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

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에 따라 파견이 보류되었다. 초기 

평화봉사단이 한국에서 가졌던 선전효과는 1차 파견교섭이 보류되면서 

약해졌지만, 1964~1965년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파병요청을 수락하면서 

반공 제휴를 강화하는 효과를 회복했다. 요컨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파견은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차이나 개입을 개시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여 미국과 반공제휴를 맺은 한국 정부의 충실한 협조에 보답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활동에 한계에 직면

했고 평화봉사단과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조직적인 비판을 이어

갔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활동 내내 자신의 인종과 

젠더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반미’ 현상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와 갈등

했다. 평화봉사단은 1960년대 말부터 단원들의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

로 억압하면서 ‘조용하며 순종적인’ 단원 상을 강요했고, ‘풀뿌리’ 정신과 

상반되는 미국 정부의 구조를 반영하여 위계화·정치화되어갔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단원들뿐 아니라 서울본부·한국 정부 간의 운영문

제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결국 1981년에 철수하며 종결되었다.

  평화봉사단은 제3세계에서 증식되는 ‘어글리 아메리칸’ 담론을 해체하

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한국에서의 사례는 실제 단원들의 활동이 미국의 

대외활동뿐 아니라 미국인에 대한 제3세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평화봉사단이 제창하는 ‘평화’가 미국 

대외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했으며, 실제 활동과 활동

구상이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 평화봉사단은 다른 제3세계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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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부터 1981년까지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1960년대 한

미관계가 강화되는 맥락 속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요어 : 주한 미 평화봉사단, 미 평화봉사단, 미국, 한국, 문화 냉전, 

 제3세계 전략, 어글리 아메리칸(ugly american)

학 번 : 2016-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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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소 냉전의 시작으로 한미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미·소 대

립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관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미국은 자유세계

(free world)의 영역을 강화시키고자 했으며, 한국은 탈식민화

(decolonization) 이후 자국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미국

의 대외정책은 냉전적인 성격을 더해갔으며 한국의 문화영역까지 침투를 

모색했다.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제3세계 저개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 이들 국가들에서 미국의 이

해관철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미국적 

이상과 가치관을 전파하고 사회·문화적 영향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기

관이 필요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이러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1961년 3월 1일 미국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 하에

서 창단되었다. 창단 이후 미국의 제3세계 냉전전략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던 평화봉사단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해관철을 위한 

활동을 시도했으며, 1966년부터 한국으로 파견되어 활동했다. 1966년에

서 1981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평화봉사단은 이전에 미국 정부가 주도

한 기술·교육 교류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으나 1960년대 한국의 기술·

인력개발을 위한 원조 사업뿐 아니라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냉전

전략 수행을 위한 선전기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의 제3세계 정책의 단계별 전환, 전략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본고는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채용된 주한 미 평화봉

사단의 파견과 활동, 단원들의 인식을 고찰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는 워싱턴에서의 정책결정이 한국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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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실체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

적했다.1)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 역시 한국 현지에 적용되기까지 일

정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주한 미 평화봉사단을 포함하는 일련의 기술

원조·문화정책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근 국내 학계는 제3세계 저개발국에서 영향력을 구축·확장하려는 미

국의 대외 정책을 ‘문화냉전’ 또는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파악한다. 이

에 따라 대한정책의 문화적 차원에 집중하여 미국 헤게모니 확장에 대한 

비판을 내세운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2) 이중에서도 허은의 연구

가 주목된다.3) 냉전기 한미관계는 반공적 체제와 정책의 틀에서 작동했

다. 한국 사회는 친미 엘리트와 주한 미군 등 대한원조를 동반한 미국의 

문화적 개입에 영향을 받아 미국을 이상적인 근대국가의 모델로 삼는 경

향을 보였으며 반공주의에 따른 미국의 강한 통제를 받았다. 냉전기 문

화는 반공주의가 동원된 정치적 결정에 따라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냉전 속에서 활동한 단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제창하는 구

호와 단체가 실행하는 실제 활동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미 평화

봉사단도 ‘상징’과 ‘기능’이 항시 공존했으며, 경우에 따라 ‘상징’ 또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초청국에 미국식 문화와 가치관을 

이식하고 미국이 초청국을 공산권의 공세로부터 방어한다는 반공 제휴의 

의미를 가졌다. 미 평화봉사단은 제3세계 사회에 침투하여 ‘피플-투-피

플(people-to-people)’의 풀뿌리(grassroots) 원조방식을 취했으며, 문

화사절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소프트 파워’ 차원의 냉전전략으로 기능하

1) 李鍾元, 1996 《東アジア冷戰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8~9쪽.  
2) 임대식, 1998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김정인, 2003 〈해방 이후 미국식 대학
모델의 이식과 학문종속〉,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 학문 속의 미국-미국적 학문 패
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아카데미 ; 이주영, 2014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파 – 해외공보정책의 개혁과 대한 교육사절단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 참조.

3)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011 〈냉전시대 미국의 민족국가 
형성 개입과 헤게모니 구축의 최전선〉 《한국사연구회》 1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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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4) 요컨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한미관계의 반공적 협력체를 

강화한다는 의미와 기존의 대외원조 방식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해외의 연구들도 미 평화봉사단이 미국 냉전전략에서 연성권력(soft 

power)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 평화봉사

단 연구는 타국에서 활동한 평화봉사단에 치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활동을 조명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5) 김선미의 논문을 비롯한 

몇몇 국내 연구는 평화봉사단의 특정 사업에 주목하여 그 활동을 분석했

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피상적인 분석에 

머문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주한 미 평화봉사단 전반의 내용에 대한 제

대로 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평화봉사단을 미국의 자유주의적 근대화 기획을 이행하는 기구

로 평가하는 연구다.6) 김선미의 연구는 개발주의와 근대화론의 계보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미·소 대립의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식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과 개발주의적 발상이 대내·대외적 요소들과 결부되

어 19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의 ‘뉴프런티어 정책(New Frontier 

4) 미 평화봉사단이 추구한 ‘피플-투-피플’(people-to-people) 원조방식은 ‘풀뿌리 민주주
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테네시 강 유역공사 사업(TVA)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뉴딜 정책 하에 파시즘과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직업윤리로, 미
국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였던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을 제시했다. ‘풀
뿌리’ 참여는 개인의 자발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을 창출하고 개
인의 자아실현이 공동체의 공익과 연결될 때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었다. 포인트 포 사
업은 이와 같은 윤리적 접근법을 강조했으며 미 평화봉사단의 ‘피플-투-피플’ 접근은 
포인트 포의 ‘풀뿌리’ 참여정신을 계승했다. 한봉석, 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
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1~2쪽.

5) 주목되는 해외 평화봉사단 연구는 다음과 같다. P. David Searles, The Peace Corps 
Experience : Challenge and Change 1969-1976,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7) ; Fritz Fischer, Making Them Like Us : Peace Corps Volunteers in the 
1960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8) ; Molly Geidel, Peace Corps 
Fantasies: How Development Shaped the Global Six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6) 김선미, 2016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국 평화봉사단: 재한 미국평화봉사단(K1~K51) 활
동과 의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야기》 13호.



- 4 -

Policy)’과 미국 사회과학계의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으로 정

책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7) 

  둘째, 평화봉사단을 미국 대외정책의 문화적 가치와 제도를 주입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비판을 하는 연구들이다. 이기석과 이

지혜는 평화봉사단의 활동 중 영어교육이 ‘언어적 제국주의’를 실천하는 

침략적인 공간이었다고 주장한다.8) 다른 한편으로 민중문화운동의 관점

에서 미 평화봉사단을 문화공간에 침투하는 새로운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침략양식이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9) 반면, 김선미의 경우, 미 평화

봉사단의 ‘3대 목표’를 중요한 척도로 세워 평화봉사단이 미국에서 설립

된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다.   

  셋째,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

가하는 연구들이다.10) 강후동과 자루브(Zarub)는 영어교육에 주목하여 

평화봉사단의 영향력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측정하며, 김대규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졌던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7) 이외에 주한 평화봉사단을 단독으로 다루진 않지만 평화봉사단의 전반을 미국의 대외정
책과 같이 사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Latham, Michael, “Chapter 2 : Take-Off: 
Modernization and Cold War America”, The Right Kind of Evolutio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US Foreign Policy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 Ekbladh, David,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Brazinsky, Gregg, “Chapter 7 : 
Molding South Korean Youth,”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8) 이기석, 2014 〈The impact of the US Peace Corps Program on English 
Education in Korea〉, 《英語英文學》 19 (4), 537-560쪽. ; 2016 〈The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1966-1981〉,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자료집》. ; 이지혜, 2016 
〈Aspects of English Linguistic Imperialism in the U. S. Peace Corps Korea, 
1966-1981〉, 《영어영문학》 21 (4).

9) 五十嵐良雄, 1985 〈문화사상면에 있어서 신식민지주의와 평화부대에 관한 노트〉, 루카
치 외., 김정환‧백원담 편역, 《민중문화운동의 실천론》, 도서출판 화다.

10) 강후동, 2017 〈평화봉사단의 영어교육적 함의와 사회·교육적 영향 분석 : 정부기관 공
식 문서를 중심으로〉, 《English Language Teaching》 29 (4). ; Zarub, Ross, 1997 
〈Peace Corps TESOL Training in Korea〉, 《명지대학교 예체능연구소 藝體能論集》. 
; 김대규, 1996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활동 - 농촌 보건소 결핵관리에 뛰어든 이방인의 
애환〉, 《대한결핵협회》, 4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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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선미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평

화봉사단이 ‘친선’과 ‘우정’을 내세운 공공외교의 수단이었으며 한·미간 

문화교류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11)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조직과 구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

이다. 기존 연구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전체 활동기간을 다루었지만 

피상적인 사실관계만 밝히거나 한국의 국내 정치·사회적 맥락을 생략하

여 심도 있는 분석이 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조직적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전

체 활동 시기를 다루며, 당시 미국 대한정책의 정책자료 및 보고서 내

용, 한국 정부 보고서와 단원들의 구술자료, 한국에서 단원들이 자체적

으로 생산한 월간지를 조합하여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과 그 내용을 

구성해내고자 한다. 

  둘째,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파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간과된

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는 파견과정을 조명함으로써 본고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와 시기를 한국의 국외·국내적 

맥락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이 평화봉사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게 된 계기 및 한국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평화봉사단 파견은 

왜 연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본고는 한미 정부 간의 교환문서뿐 아니라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문서자료, 한국 사회의 인

식을 보여줄 수 있는 신문자료를 기반으로 파견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셋째, 주한 미 평화봉사단을 단순히 미국의 박애주의적인 원조로 파악

한다는 점이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평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기존

의 미국 대외원조방식과 외양적으로 다른 활동양상을 보이지만 활동기반

11) 이외에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설명·평가하는 글도 있
다. Finn, John, 2009 〈Volunteerism, Curiosity and an Open Mind How Peace 
Corps Korea Required All Three〉, 《北美州學硏究》 18호 ; Keeton, Jon, 2011 
〈THE U.S. PEACE CORPS AND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Asia Foundation Center for U.S.-Korea Policy, U.S.-Korea Dialogue on 
Strategi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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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구조가 미국 대외원조체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본고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정치적 성격을 미국의 대한원조체계 재편

과정과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당시 활동한 단원들의 자기 인식과 한국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평화봉사단의 배경 및 설립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

문서관(NARA II) 소장 미 평화봉사단문서군(RG 490)12)과 미 국제개발

처문서군(RG 286), 미 국무부 재외공관문서군(RG 84)에 포함된 평화봉

사단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13) 또한 평화봉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적 의도와 양상은 미국의 대외정책문서14)와 미 국무부문서군(RG 

59)과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Kennedy Presidential Library), 존슨 대통

령 도서관(Johnson Presidential Library)에 소장된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생산한 자료는 한국 정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

여주지 못한다. 미국 정부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소

장 문서군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6》을 활용했다.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분산되어있는 평화봉사단 관련 자료를 필자가 선

별·수합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인식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보

고서 및 서신자료가 있다. 이 자료와 더불어서 1981년 문교부에서 발행

한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와 2016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미국 평화봉사단 50주년 기념특별전 〈아름다운 여정, 영원한 우정〉을 

12) 해당 문서군에 있는 평화봉사단 문서들은 주로 평화봉사단 본부의 의회연보 및 회계연
보 등 보고서 자료들로 미국 국립문서관(NARA) RG 490, Records of the Peace 
Corps, 1961-2000, Congressional Hearings Files, 1961 – 1989 소장 자료들이다.  

13) RG 286 및 RG 84 문서군은 서울주재 미대사관, 미 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 국제협조
처(ICA) 및 유솜(USOM), 국제개발처(AID)에서 주고받은 서신 및 보고서 문서가 있다. 
해당 문서군은 한미 정부 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교섭과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초기 교섭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내용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미국 원조기관 관료들의 
인식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RG 286, Korea Subject Files, FY61-63, Program: 
Peace Corps, 1961~1962 ; PEC(Peace Corps), 1963 ; RG 84, Korea, Seoul 
Embassy, General Records, 1952-63, 500, Peace Corps, 1961~63.

1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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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발행된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억: 미국 평화봉사단 구술모음

집》은 각각 한국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의 정책, 현장 활동과 인식의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15) 

  이밖에도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과 인식을 살펴보는데 남가주대학

(USC) 소장 Peace Corps Korea Collection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했

다. 이 자료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 관련 평가 보고서 및 활동요약 문서

들(TESOL·TEFL보고서, CIA 월간현장보고서(monthly field report), 기

타 프로그램보고서), 단원들의 이력(biographies), 수업계획서(syllabus)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담은 K-시리즈 소책자, 단원들이 자체적

으로 발간한 월간지《여보세요》 등으로 구성되어 파견 단원들의 활동과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16) 평화봉사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는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매일경제》등의 신문자료와《사상계》및 《청맥》 등 지식인 월간지를 

활용했다.   

  본고는 미 평화봉사단의 설립 시점부터 한국으로 파견과 활동을 개시

한 1966년, 이어서 활동을 마친 1981년까지 다룬다. 특히 평화봉사단의 

설립 계기와 한국으로 파견되는 경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1960년대 한미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

의 상이한 목표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파견주체인 미국, 파견수용국인 

한국의 의도가 평화봉사단의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파악하

고자 한다. 파견된 평화봉사단원들은 미국의 이해관철이라는 정치적인 

15)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 진행된 한국에서의 평화봉사단의 
조직과 구성, 활동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억: 미국 평화봉사단 
구술모음집》은 활동에 직접 참여한 파견 요원의 구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파견 요원
의 인식과 한국 사회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16) 해당 문서군에 소장된 《짬뽕》, 《Noodle》 도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에 의해 자체 
발행된 소식지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여보세요》의 내용보다 상당히 축약된 구성과 
규모로 자료적 활용가치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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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에 충실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현지인들에 의해 미국의 

대외활동에 대한 회의감 또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키우거나 강

한 반미감정에 동조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단원들의 경험은 미국의 

대외활동에 대한 엄격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본고에서는 평화봉사단의 

한국에서의 활동과 활동이 중단되는 계기를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

동 내용과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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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60년대 평화봉사단의 성립

1. ‘평화’를 둘러싼 미소 대결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3월 1일 미 의회에 미 평화봉사단의 발족을 

알렸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 의회에 공표한 평화봉사단 교서는 이른바 

‘평화봉사단의 3대 목표(the Three Goals of Peace Corps)’를 제시했

다. 미 평화봉사단의 ‘3대 목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3세계에서 미국

식 제도와 가치, 미국식 문화를 전파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세계 평화와 국제친선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미국의 주요 정

책으로 삼는 동시에 이것이 평화봉사단 활동의 기본 목표임을 선언한다. 

평화봉사단은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 남녀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세계 각 국에 자원해서 (1) 초청국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2) 초청국 국민들의 미국인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

우며 (3) 귀국 후에는 미국 시민들이 초청국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다.”(강조 필자)17)

미 평화봉사단이 호명하는 ‘평화’는 일차적으로 저개발국에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이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한 담론이었다. 평화봉사단은 ‘평화’를 내세워 초청국과 미국 

간의 친밀한 외교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으며, 제3세계로 확산하는 소비

에트 블록을 저지하기 위한 문화·심리적 형태의 원조방식을 취했다. 

  미 평화봉사단 성립 이전에 ‘평화’는 주로 사회주의권이 선점했던 담

론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미·소는 모두 평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

17)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 – 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Special Message on the Peace Corps –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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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블록의 ‘평화’는 전 세계적으로 

반제투쟁을 조직하는 중요한 투쟁 형식으로서 소련이 전개한 평화운동

(Peace Movement)으로 표현되었다.18) 평화는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서

면서부터 유럽 세력진영의 양분화로 인한 적극적인 군비확장 및 전쟁계

획으로 위협을 받았다.19) 이에 따라 소련은 ‘전쟁’을 자본주의 진영의 

제국주의적 단계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주의권을 확장

시키기 위해 ‘반전평화론’을 제창했다.20) 특히 1940년대 말은 사회주의

권의 ‘평화’ 담론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소련은 1947년 말 코민포름

(Cominform)을 창립하여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는 ‘양대진영론’

을 공표했으며 ‘마셜플랜’(Marshall Plan)과 같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

에 대응했다. 이때부터 소련이 내건 ‘반전평화’의 슬로건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경제경쟁을 개시한다는 본격적

인 ‘평화공세’를 의미했다.21) 

  1949년 하반기는 소련의 세계전략에서 ‘평화’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

는 시기였다. 이때 소련은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한창 주도했다. 반전·반

핵을 핵심내용으로 삼은 세계적 규모의 평화대회가 1949년 4월 파리와 

프라하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소련의 ‘평화’론을 알리는 중

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평화운동은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짧은 시

기에 급속도로 확장되어 비유럽 제3세계로 소비에트 블록의 확장을 염

려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견제를 받았다.22) 한편, 중국과 북한은 

1956년 흐루쇼프가 발표한 평화공존론(peaceful coexistence)의 대미유

18) 정용욱, 2014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현실》 91, 286쪽. 
스탈린 시기 소련의 평화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자료 참고. Marshall D. 
Shulman,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19) 이리에 아키라, 조진구·이종국 옮김, 2016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연암서가, 34~45쪽
20) Shulman, 1963, op. cit., pp. 81~82. 
21) 김태우, 2013 〈사회주의 진영의 평화론과 북한〉,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330~337쪽. 
22) 한국전쟁에서 ‘북침’으로 이어져가는 맥락을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던 소련의 반전평

화론과 함께 살펴본 글로 김태우, 2015 〈냉전 평화론의 사생아: 소련과 북한의 한국정
쟁 ‘북침’ 시나리오 조작의 정치적 배경과 과정〉 《통일인문학》 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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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책을 수정주의라고 간주하여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중·소, 북·소 관

계는 악화되었으나, 반전평화 담론은 계속 소비에트 블록의 핵심 선전 

전략으로 상정되고 있었다.23)

  평화 담론이 유행한 1950년대~1960년대는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

는 국가들의 자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반둥 회의 등 일련의 비동맹 운동

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탈식민 국가들은 인도의 네루(Nehru)를 중심으

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내세워 냉전에서 중립화 노선을 주창했으

며, 이들 중 소비에트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국가들은 소비에트의 대미 공

세에 가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세는 미국에게 제3세

계에서 입지를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제3세계와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반식민적 수사를 표출하여 그들을 자유세계의 영

역 내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24)    

  미국의 ‘평화’ 담론은 소련과 다른 형태의 평화를 지향했다. 소련은 미

국을 ‘전쟁세력’으로 각인시켜 미국식 평화의 모순에 비판을 가하여 소

비에트의 ‘반전평화론’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소비에트의 평화 담론은 다

양한 방식을 구사하며 미국에 타격을 가했다. 반면, 미국의 평화는 ‘국제

협력’에 의해 자본주의 진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현실주의적 목표를 추

구했으며, 이는 곧 협소한 ‘평화’를 의미했다. 소비에트의 비판을 받은 

미국의 ‘국제협력’은 핵에 의한 통합·통제를 지향했다. 핵 기구를 통한 

통합은 서구 자유주의 진영이 세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서구 진영에 우호

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했으며, 전쟁도 마다

23) 북한은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즈음에서야 소비에트 반전평화론을 수용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부터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을 주요 정치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미국을 평화의 주적으로 주목했다. 한국전쟁을 진영대결론적으로 바라본 북한은 1950년
대 후반에서부터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평화애호인민들’이
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이 이들의 평화 수호 노력을 파괴하는 전쟁세력이라고 묘사했다. 
김태우, 2015, 위 논문, 360~365쪽. 

24) 가이들(Geidel)은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한 반식민 레토릭과 미개발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팽창주의적 의지가 양립하는 가운데 있었으며, 제3세계 사회에게 1941년 대서
양헌장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협력의지의 상징을 강조하여 착각하게끔 의도했다고 주장
한다. Molly Geidel, Peace Corps Fantasies : How Development Shaped the 
Global Six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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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비평화적 ‘평화’의 의미도 담았다.25) 미국의 평화 담론은 

‘핵무기’를 통한 ‘하드파워’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했다. 1950

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

(Atoms for Peace)’은 미국의 비평화적 평화 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26) 요컨대, 평화 담론은 냉전 초기부터 사

회주의 진영이든 자유주의 진영이든 자신의 세력을 구별·포섭하는 논리

로 활용되었으며, 케네디 행정부는 이러한 ‘평화’를 계승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왜 소비에트 블록이 선점했던 ‘평화’ 담론을 선택했

을까? 기존에 유럽 중심이었던 냉전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로 무

대를 확대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부터 제3세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자각이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

라 케네디는 취임 직전부터 미국 원조정책의 전환을 모색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몰락과 공산당의 대륙통치 집권을 목격한 이후

부터 아시아에서 ‘현상유지’ 정책을 취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정책(New Look)은 제3세

계로 뻗어가는 소비에트 블록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 1950년대 

미국의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케네디 행정부의 주요 정책입안자들은 제

3세계에서 우유부단한 뉴룩정책을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제3세계에 대

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27)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미국에 대한 비판은 거시

적인 대외정책뿐 아니라 정책이 체현되는 현지에서의 미국인 이미지의 

25) 이리에 아키라, 2016, 앞 책, 177~188, 190~194쪽 참고. 
26) 1950년대 미국은 원자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과학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프랑스·독일 등 서구진영에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에 결속하도록 권장
했다. Euratom은 미국 정부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연장선이었다. 이에 따
라 소련은 Euratom를 통해 유럽을 핵으로 무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비판했다. 이것
은 아프리카·아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
하는 사례가 되었다. John Krige, 2008 “The Peaceful Atom as Political Weapon : 
Euratom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Late 1950s”, Historical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Vol. 38, No. 1, pp. 5-44. 

27)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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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도 부상했다. ‘어글리 아메리칸’(The Ugly American)28)으로 표현

되는 부정적인 미국인 상(像)은 미국이 대외정책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

기로 작용했다. 레더러와 버딕의 ‘어글리 아메리칸’은 제3세계 저개발국

에서 현지인들의 찬동을 얻으며 유능하고 숙련된 외교활동을 펼친 소련

과 대조되는 미국인 외교관들의 오만과 무능함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아

시아의 냉전에서 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3세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

로 조성하여 자유세계를 확장·통합·강화하고 소비에트 블록의 확산을 저

지하려는 미국에게 ‘어글리 아메리칸’은 치명적이었다.29) 이렇게 상반되

는 미·소 이미지는 제3세계에서 흔들리는 미국의 입지를 확인시켜주는 

한편, 자유세계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각성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미국 사회과학계는 제3세계의 비우호적인 대미인식으로 인한 미

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해결방안으로 근대화론을 주창했다. 미국 사

회과학계의 시각을 수용한 케네디 행정부는 제3세계에서 강력한 개입을 

주도하게 되었다. 케네디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제3세계에 영향력을 확장

하던 공산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입

안자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주의권에 의

해 쉽게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대화론에 입각한 경제

원조로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자 했

다. 이뿐 아니라 케네디 행정부가 구사한 근대화론은 문화·심리적 영향

력을 행사할 정신적인 원조활동도 추진함으로써 사회 내부의 전복을 방

지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는 냉전을 문화적 공간에

서 덜 호전적이고 더 진보적인 방식으로 치르고 싶었다. 케네디 행정부

는 미국의 퇴색된 대외적 상(像)을 회복하기 위해 제3세계 사회의 정신

적 개혁을 강조하여 기술교육·인적교류·문화 선전활동 등의 분야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평화봉사단과 같은 기관의 

28) William J. Ledere and Eugene Burdick, The Ugly American, 1st ed., (New 
York: Norton, 1958) 참고.

29) Fisher, “The Cold War,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Issue of Race in the 
1960s”, (SUNJ Ph.D. Dissertation, 2002),  pp. 91~1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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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에서 자연스럽게 강조되었으며, 1961년 3

월 1일 케네디 행정부 하에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창단되었다. 

  요컨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평화봉사단이 미국발 근대화론에 입

각한 문화·심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했으며, 냉전대립 속에서 미

국이 소련 및 공산주의의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평

화봉사단을 활용하고자 했다. 평화봉사단의 초대 단장 슈리버도 평화봉

사단이 신생 제3세계 저개발국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

한 우려를 보였으며 소비에트 블록의 견제를 크게 의식했다.30) 이에 따

라 슈리버는 평화봉사단을 ‘냉전의 군단,’ 즉, 냉전적 외교·선전 사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인력으로 선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주의권의 견제가 의식되지만 평화봉사단의 ‘평화’적

인 성격을 강조한다면 대부분의 저개발국이 평화봉사단을 환영할 것이라

고 예상했다. 

  실제로 평화봉사단이 실행단계에 들어선 3월부터 사회주의 진영의 견

제는 미국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소련은 평화봉사단을 

미국의 간첩기관이라고 폄하하면서 제3세계에서 경쟁 활동을 예고했

다.31) “소련은 장기 원조를 단행함으로써 저개발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조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세

계 공산화를 위한 그들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32) 제3세계 저개발국

에 자신의 영향을 확장하고 있다.33) 소련뿐 아니라 중국도 평화봉사단을 

‘미국 CIA의 무기’라고 비판했다. 쿠바에서 송출된 라디오 방송은 사회

주의 국가들에게 평화봉사단이 미국의 침공수단이라고 선전했으며 슈리

버 단장을 “피에 굶주린 시카고 출신 도살업자, 소시지메이커”라고 비하

하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다.34) 특히 중국의 공세는 동남아시아뿐 아니

30)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 - 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Summary of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Peace Corps,” Feb 26, 
1961. 

31) 「외신축소판」 《동아일보》 1961.9.23. 
32) 「케대통령, 외원교서 주요내용」 《경향신문》 1961.3.23.
33) 「변모하는 영연방」 《동아일보》 19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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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뻗쳤다. 소련은 단원들이 아닌 기관 자체

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지만 중국은 봉사단원들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가

했다. 이후 소련의 흐루쇼프도 공세에 가세했다. 1962년 5월 30일에 흐

루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소위 평화봉사단을 만들었다. 그들의 군인들은 기술

자, 의사, 교사, 학생들이다.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성서와 병력만으로 자

신들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력으로 구식민국

에서 개체의 이데올로기적 세뇌와 경제적 예속 통치를 보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책략은 실패할 것이다. ‘평화봉사단’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진보를 위한 동맹’은 미국 제국주의의 병기이다.”(강조 필자)35)    

     

이처럼 미 평화봉사단은 창단 초기부터 제국주의·신식민주의 등의 비판

을 받으면서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견뎌야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견제는 심해져갔다. 제2차 미 평화봉사단 의회연보에 따르면, 공산주의

자들은 미 평화봉사단에 ‘스파이,’ ‘신식민주의자,’ 준(準)군사 조직, ‘인

종주의자’라는 오명을 씌웠다.36)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견제는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효

과적이었다. 1963년 4월 5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는 나이지리아 국회

의원이 평화봉사단을 “국제적 스파이 및 사상공작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37) 미 평화봉사단이 사회주의권의 비난을 받

게 되자 이후 일부 초청국가들은 평화봉사단을 반대하고 활동을 중단시

켰다. 사회주의권의 비판은 미국식 평화론이 ‘평화’를 표방하지만, 제3세

계를 포함하는 전 세계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순전히 미국을 지지하는 

34) 당시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슈리버 단장의 독일 혈통을 비꼬아 “bloodthirsty butcher 
[...] and sausage-maker” 라고 비난했다. RG 490,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 p. 61.

35) RG 490, ibid., p. 62, 
36) RG 490 2nd Annual Report Peace Corps, 61쪽.
37) 「미 평화봉사단원은 스파이라고」 《경향신문》 19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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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계와 미국 스스로를 위한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집

중했다. 

  미국의 ‘평화’ 담론은 두 층위에서 작동했다. 우선 소비에트 블록과의 

세력 구별을 위한 분리의 담론으로 작동했다. ‘평화’는 전쟁과 평화의 불

가분한 이분법에 따라 미·소 양국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이었다. 

‘평화’를 둘러싼 미·소간의 담론 경쟁은 냉전이 기존의 군사·경제적 대립

뿐 아니라 제3세계 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심리적 경쟁의 영역까지 확

장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미국의 ‘평화’는 자유세계의 강화를 

위한 통합의 성격을 지녔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

는 미국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서 ‘평화’ 담론은 제3세계에

서도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레토릭으로 변모했다. 자유세계의 기대를 

모은 미 평화봉사단은 제3세계에서 미국만을 위한 평화를 실천하는 기

관이 되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위해 선점하던 ‘평화

(peace)’를 전용하면서 쇄도하는 소비에트의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

다.38) 미 평화봉사단은 냉전이 고착화되기 이전부터 이어져오는 미국의 

‘협소한’ 평화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소비에트 블록의 비난을 받

은 것이다. 평화봉사단은 ‘어글리 아메리칸’ 담론을 재고할 미국식 ‘평화’

의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소비에트를 향한 대응전략으로 기능

하게 되었다.  

  

2.  평화봉사단의 설립과 미국을 위한 평화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고안자 민주당 하원의원 루스(Henry 

38) 헨리 루스가 제기한 ‘포인트 포 청년단’(Point Four Youth Corps)과 평화군단(Peace 
Corps)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Peace’란 당시 사회주의진영이 선점한 용어이며, 
‘Corps’는 바람직하지 않은 군사적 뉘앙스를 담았다. 슈리버는 “우리는 수십 개의 다른 
이름들을 고민했지만, 결국 처음[의 명칭인 ‘Peace Corps’]로 되돌아왔다”라고 회고했
다. Shriver, 1963 “Two Years of the Peace Corps,” Foreign Affairs, p.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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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ss)와 상원의원 뉴버거(Richard Neuberger), 상원의원 험프리

(Hubert Humphrey)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제3세계 정책방식과 

구별되는 방식으로써 평화봉사단을 설계했다.39) 평화봉사단이 구사하는 

‘피플-투-피플(people-to-people)’ 프로그램은 1950년대 중반부터 미 

공보부(USIA)의 선전 프로그램으로써 제3세계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탄생한 문화·심리 사업이었다.40) 평화봉사단의 고안자들은 제3세계의 기

술원조를 강조하는 ‘포인트 포’(Point IV) 계획을 토대로 하되 ‘피플-투-

피플’ 프로그램과 같은 비(非)기술적 인력, 자원봉사활동을 도입하고 미

국의 저개발국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고자 했다. 저개발국을 대상

으로 지원한 1950년대 초중반의 기술원조가 민간원조의 형태로 저개발

국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려고 의도했다면 

1950년대 후반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과 공공원조의 형태로 한 저개

발국 원조가 등장했다. 1950년대부터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모형을 제조

하려는 미국 사회과학계의 노력은 근대화론으로 귀결되었다. 미국발 근

대화론은 제3세계 저개발국의 경제개발뿐 아니라 사회개혁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 평화봉사단에게는 ‘어글리 아메리칸’으로 의한 부정적인 

대미 인식을 극복하고 제3세계 사회의 개혁을 수반되는 ‘문화적 침투’ 

작업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하원의원 루스는 대규모 경제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소규모의 지역

사회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미국 대외원조의 경

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지에 “엄

격히 경제만 강조하는 [미국의 대외]원조방식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미국 

39) 헨리 루스 하원의원은 완고한 반공주의자 매카시 상원의원의 적대자로 유명하다, 그는 
일찍부터 공민권·자연보호지구·의회개혁 관련 법안을 지지했으며, 확고한 베트남전쟁 반
대자였다. 뉴버거 상원의원도 강경한 진보주의자였으나 1960년 3월 ‘루스-뉴버거’안이 
채택되기 전에 뇌일혈로 사망했다.   

40) 피플-투-피플 프로그램은 태동부터 소비에트의 인민전선(popular front)과 관련되었
다. 1959년에 배부되었던 피플-투-피플 프로그램 내부문서는 프로그램의 구상이 소련 
공산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 :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 49~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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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원봉사단의 증원이야말로 마샬 플랜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

다”는 내용의 글을 투고했다. 루스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개

발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다. 루스의 ‘포인트포 청년단’(Point Four 

Youth Corps) 구상은 1958년 코넬대학에서 처음 공개되고 1959년 하

원에서 ‘루스-뉴버거’ 안으로 제출되었다. 루스-뉴버거 안은 상호방위조

약(MSA)법의 Sec. 203(c) 제정에 의해 1만 달러 정도 예산을 받았고, 

이 자금은 콜로라도 주립대학 연구재단(Colorado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의 알버트슨(Maurice Albertson) 박사의 연구자

금으로 사용되었다. 동년 6월 험프리(Hubert Humphrey) 상원의원도 청

년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여 《평화를 위한 노력(Works 

for Peace)》이라는 제목의 평화봉사단계획안을 제출했다. 험프리는 루

스의 구상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활동보다 정부 주도의 활동으로써 평화

봉사단을 강조했다. 그의 계획안은 1959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직전에 통과되어 평화봉사단 창단의 기초를 다졌다.41) 

  케네디의 처남인 사전트 슈리버(Sargent Shriver)는 평화봉사단을 실

행에 옮기는 데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슈리버는 케네디와 함께 

‘뉴 프론티어 정책(New Frontier Policy)’의 수행단체를 수립하고 여기

에 미국 청년을 동원함으로써 제3세계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케네디는 대학, 자원봉사단체, 학생단체, 노동조합, 기업 및 전문기

관들 등 다방면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험프리 상원의원의 제안을 

이어받아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미국의 평화봉사단 구상을 내세웠다. 

케네디는 1960년 10월 14일 미시간대학 학생회관, 11월 샌프란시스코 

카우팰리스(Cow Palace) 광장에서 ‘어글리 아메리칸’으로 인한 미국의 

대외 정책적·인식론적 위기를 평화봉사단으로 극복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평화봉사단은 본격적으로 미국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

작했다.  

41) 험프리의 평화봉사단 구상안은 1957년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953년에 창단
했던 국제자원봉사단(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을 평화봉사단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안정적인 선례로 제시하였고 이를 수반하여 많은 부분을 IVS로부터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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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가 겨냥한 ‘어글리 아메리칸’은 미 평화봉사단의 존립을 규정하

는 핵심 담론이었다. 케네디는 카우팰리스 연설에서 레더러와 버딕의 저

서 《어글리 아메리칸(The Ugly American)》이 제시하는 타락하고 나

약한 미국 외교관의 모습이 소설 속의 내용만이 아니라 제3세계 일반이 

갖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지목함으로써 바로 미국이 아시아

에서의 냉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42) 따라서 

평화봉사단은 ‘어글리 아메리칸’ 담론이 상징하는 미국의 대외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대응방책으로 상정되었다. 평화봉사단은 ‘어글리 아메리칸’

이 제시하는 대외활동 모델을 흡수하면서 제3세계 저개발국에서 미국인

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부상한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행정부

의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정신과 로스토우의 근대화론

(modernization theory)이 정책화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43) 

  1961년 초 케네디는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평화봉사단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케네디는 평화봉사단의 창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44) 행정적·학문적·대중적 지지를 받은 케네디는 

1961년 3월 1일에 행정명령 10924호(Executive Order No. 10924)를 

발령하여 평화봉사단을 창단했다.45) 단장은 케네디의 처남인 사전트 슈

리버가 임명되었으며, 정부 행정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평화봉사단 창단

에 크게 기여한 워른 위긴스(Warren Wiggins)는 부단장에 임명되었

다.46)  

42) Ugly American은 케네디 행정부 내에서 필독 권장 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책의 저자 
윌리엄 레더러와 유진 버딕은 필리핀 파견 평화봉사단의 사업평가원으로 근무하기도 했
다. Geidel, 2015, op. cit., pp. 46~47.

43) ‘어글리 아메리칸’ 모델은 평화봉사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로스토우의 근대화론과 어
글리 아메리칸에 대한 내용은 Geidel, 2015, 앞 책, pp. 51~56 참고.

44) 콜로라도 주립대학 연구재단과 MIT대학의 국제학연구소(CIS)의 밀리칸과 미시간대학
(University of Michigan)의 헤이즈(Sam Hayes)박사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보고서를 
수합하여 그 결과물로 <평화봉사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RG 286, Korea 
Subject Files, FY 61-63; Program–Peace Corps I, 1961, “Summary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Peace Corps,”, 1961.2.28. 

45) RG 490,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 1962,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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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행정부 대외원조 체계의 개편과정 속에서 미

국 대외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발족했다. 미국의 비군사 경제 원

조를 담당했던 국제협조처(ICA)는 1961년 초 개정된 상호안전보장법

(Mutual Security Act, 이하 MSA)에 따라 평화봉사단의 감사기관

(controller) 및 재무대리기관(fiscal agent)으로 기능하고 주한미경제협

조처(USOM, 이하 유솜)47)와 주한미대사관에 평화봉사단 프로그램과 행

정자금을 할당하는 역할을 맡았다.48) 평화봉사단의 재무대리기관은 종래

의 ICA원조와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s, 이하 DLF)원조

를 개편·통합하여 미 국제개발처(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AID)를 창설한 이후 8월 2일 AID로 변경되었고, 유

솜은 ICA와 함께 AID로 흡수되었다. 이처럼 평화봉사단을 둘러싼 체계

는 미국 정부기관의 위계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평화봉사단은 하나의 단일한 정부조직의 성격보다 다양한 조직들의 연

합체적 성격이 강했다. 이 중에서도 AID의 역할과 평화봉사단의 그것은 

상호 보완적(mutually reinforcing)인 것이었다. AID는 협조적인 저개발

국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원조를 지원했고, 평화봉사단은 민간 자원봉사

기관과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국제기구와 미국 정부, 평화봉사단

의 자체적인 원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존하는 원조 프로그램

의 이행과 확충을 지원하고 새로이 수립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49) 평

46) 이외에도 평화봉사단은 여러 정부 부서 및 대학, 민간 재단 등 곳곳에 있는 젊고 유능
한 행정가들을 수색·고용했으며 그 목록은 상당하다. 법조계. 고등교육계, 고위 사무관, 
사회과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 인재들이 케네디 행정부와 평화봉사단 본부
로 영입되었다. RG 490,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 1962, p. 6. 

47) 유솜(USOM)은 원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조 수혜국에 파견된 현지 사절단으로 한
국에서는 1959년 7월 신설되었다. 1961년 기존의 ICA가 AID로 확대개편 되면서 유솜
의 워싱턴 본부는 AID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미국 내 본부와 현지 기관의 관계를 갖
는다. 이현진, 2016.12.3.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변화와 유솜(USOM)의 
등장〉 《한국역사연구회 공동연구 학술회의 ‘한국경제부흥론과 경제개발계획의 연속성’ 
발표집》 참고.

48) RG 286,　Korea Subject Files, FY1961-63, Program – Peace Corps II – 1961, 
“Peace Corps Fiscal Operations,” 1961.3.28. 

49) RG 286, Program–Peace Corps, Jan 1962, Korea Subject Files, FY1961-63, 
Rusk to AID Circular, “Coordination of AID and Peace Corps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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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사단은 1961년 9월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과 평화봉

사단법(Peace Corps Act)이 입법화되면서 공식적인 창단을 알렸다.50) 

평화봉사단은 평화봉사단법안 제4조 (c)항 (3)절의 마지막 결의문(final 

resolution)에 따라 국무부 산하의 미국 정부 행정체계에 종속되었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의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은 반(半)독립적 기

관으로써 종래의 ICA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받았다.51) 

  미 평화봉사단의 조직은 크게 평화봉사단 워싱턴 본부(Peace Corps 

Washington Headquarters), 평화봉사단 간부단(Peace Corps 

Representative), 현지에서 활동하는 평화봉사단으로 3층 지원구조로 편

성되었다.52) 평화봉사단 총본부의 세부적인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53) 

우선 워싱턴 본부에서는 평화봉사단의 단장 산하의 총집행국(Executive 

Secretariat)과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가 상위구조

를 이루었다. 평화봉사단 워싱턴본부 행정은 두 가지 층위의 하위 구조

를 이루었는데, 일반 행정국과 단장(Director) 직속 행정부로 나누어졌

다.54) 아래 <그림 1> 평화봉사단 본부 조직도는 1965년 회계연도에서

Programs,” Nov 13, 1962, 
50) 해당 법안은 평화봉사단 단장에게 직접적으로 “필요와 적절한 판단에 따라” 규제와 규

칙을 공표할 권한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미 국제개발처의 보호관할 하에서 활동하는 기
관이었으며 미국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 장관의 승인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반
(半)독립적인 기관이었다. RG 11, Public Law 87-293, 75 STAT 612, “Peace Corps 
Act” 1961.9.22. ; 《동아일보》 1961.9.23. 

51) 러스크 국무장관은 “평화봉사단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구가 아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평화봉사단의 대외정책적 공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Shriver, 
1963, 앞 논문, p. 698.

52) 평화봉사단 간부단은 여러 파견국을 1개 지역으로 하는 3명의 지역단장(Regional 
Director)과 각 국가단위의 평화봉사단장(Country Director), 정부 관료와 학자들로 구
성된 고문단(advisory staff)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서 평화봉사단 단장(Peace 
Corps Volunteer Leaders)과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Volunteers)으로 구성되었
다.

53) RG 490, “Peace Corps Presentation of FY 1962 Program to Congress,” June 
1, 1961, p. 18.

54) 일반 행정국은 (1) 대학 및 민간기관 국제협력국, (2) 법무자문국, (3) 의료사업국, (3) 
연구국, (4) 계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장 직속 행정부는 (1) 평화봉사단 인사부, (2) 
프로그램 개발기획부 (3) 공보부, (4) 관리부, (5) 기획평가부 등 5개의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홍보지역참여부 (Public Affair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보건관리부(Medical), 계약실행기획부(Contracts and Logistics), 감사국(Audi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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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확립되었다. 

<그림 1> 평화봉사단 워싱턴 본부 및 지역본부 조직도55) 

*출처: RG 490 Fiscal Year 1965 Congressional Presentation, Feb 1964, 

p. 81.

  평화봉사단은 초기 행정력을 국제개발처(AID) 산하에 ICA와 유솜, 미 

대사관에 의지했으나, 평화봉사단의 조직과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2년간

의 해외 파견활동 이후 봉사단원들이 귀환하여 본부나 현지 직원으로 고

용되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평화봉사단 2대 

단장 잭 번(Jack Vaugh)은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귀환단원들을 직원

으로 대규모로 고용했다.56) 그러나 미 평화봉사단은 닉슨 행정부 하에서

9개의 국내 자원봉사기관과 함께 국가자원봉사기관 ACTION의 산하로 

워싱턴본부의 기타 행정을 분담한 부서도 있었다. 
55) 해당 자료는 출처자료를 참고하여 번역·재구성한 것이다.
56) 정일준, 2016 〈논고 - 평화봉사단: 기원, 조직, 활동, 그리고 유산〉 《아름다운 여정, 

영원한 우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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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면서 예산과 규모가 대폭 감축되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1979년 

카터 행정부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조직의 대외원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였다.57) 역설적으로, 미 평화봉사단이 구사한 피플-

투-피플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글리 아메리칸과 유사한 미국

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창출한 프로그램이었다.58)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글리 아메리칸에 대한 대안으로 ‘부활’시킨 케네디 행정부는 ‘평화’적

인 방식의 ‘피플-투-피플’ 원조를 통한 국제친선을 강조하면서 미 평화

봉사단을 이용해 제3세계에 접근했다. ‘어글리 아메리칸’으로 촉발된 미

국의 대외위기는 피플-투-피플 프로그램의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미국 대외정책의 외형만 바꾸었을 뿐, 기존 미

국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했다. 따라서 미 평화봉사단

은 구상단계 및 설립과정에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을 반영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57) 문교부, 1981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 7쪽; General CIA Records, “POLICY ON 
EMPLOYMENT OF MEMBERS AND FORMER MEMBERS OF THE PEACE 
CORPS,” July 2, 1965,
 <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ument/cia-rdp78-00300r000100050009-8> 
accessed: 2018/6/8

58) 1년가량의 미약한 활동을 펼치고 철회한 피플-투-피플 재단(People-to-People 
Foundation)는 동시대인들이 지적하는 피플-투-피플의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
다. Klein, 2003, op. cit.,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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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 평화봉사단 파한 협상의 전개과정

1. 1차 파견협상의 결렬과 한미관계의 재고

  미국은 이데올로기적 공백이 있는 제3세계에 침투하여 미국발 근대화

론의 실천을 도모했다. 평화봉사단이 파견되었던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주로 경제개발 사업에 직접 기여하는 ‘근대화’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미

국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제

안·추진한 라틴 아메리카 개발원조 계획인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과 ‘새로운 아프리카(New Africa),’ 대규모 게릴라 전술전

략인 특전부대 ‘그린베레(Green Beret)’ 등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반한 

‘하드파워’(hard power)를 활용한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개입 속에서 추

진되었다. 다른 제3세계 국가에 파견되었던 평화봉사단은 이와 같은 제3

세계 전략과 연동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행정부가 

제3세계에서 느낀 위기의식이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프트 

파워’의 차원에서 활동이 강조되었다. 

  19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강조

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적극적으로 실시

해야 하며 미국은 경제개발 원조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전반적인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국 내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제도적 차원의 개혁에 

그치지 말고 문화·심리적 개혁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위의 목표를 달성

하기에 앞서,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자유민주주의적 경제개혁을 

강조하여 사회개혁을 수행할 또 다른 기관을 필요로 했다. 다시 말하자

면,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경제개발을 통한 정

치·사회적 안정과 문화·심리적 헤게모니를 행사함으로써 미국에 반하는 

혁명적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었고, 그 역할을 분담 받은 평화봉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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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기대를 걸게 되었다.59) 

   한국 정부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평화봉사단의 파견을 원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자국의 근대화 전략수행,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활용할 목

적에서 평화봉사단의 활용 가능성을 선전하고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한국

의 잉여 인적자원을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연

관 지어 사고했다. 이후 미 평화봉사단은 실제로 한국 정부의 인적개발 

사업과 연동되어 파견되었다.60) 다음, 한국 정부는 평화봉사단을 통해 

한국 청년의 전반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을 바꾸는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자 했다. 한국 정부는 평화봉사단의 풀뿌리 활동이 한국이 설계한 경제

개발 목표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미 평화봉사단의 창단 직후, 한국 언론과 외신은 파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을 줄지어 보도했다. 국내에 보도된 기사들은 한국 정부

의 파견요청 활동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봉사단 

계획이 발표되고 미국 정부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평화봉사단의 

파견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61)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파견 제

안을 수락하며 특수기술자 인력 중심의 단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대사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2) 

  1961년 3월 2일자《경향신문》기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제3세계국가 

개발계획에서 나온 평화봉사단의 배경과 목표를 자세하게 보도하기도 했

다.63) 3월 중순 주한미경제협조처(USOM, 이하 유솜) 처장 모이어가 한

59) 박태균, 2006 “제4부 : 군사정부와 미국”,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 
2007 “제3장 변화된 미국의 대한정책”, 앞 책, 참고. 

60)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부로 자립적인 인력개발정책은 대학생·대
학졸업생의 실업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일부 미국의 경제학 학자
들은 한국정부에 미국의 평화군단과 같이 청년들이 지방에서 2년 정도씩 봉사하는 국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군단구성건의 미 긴 박사 실
업구제책으로」 《동아일보》 1967.1.31. 

61) 「케 대통령의 평화군단계획」 《동아일보》 1961.3.8.; 「한국에 평화군단」 《경향신문》 
1961.3.15.

62) 「미국의 평화군단 파견 - 외무당국서 환영」 《조선일보》 1961.3.15.; 「한국에 평화군단
파견한다는 미국제의를 수락키로 - 정부, 특수기술자 초청을 미대사관과 협의」 《조선일
보》 1961.3.18.

63) 「미소 냉전완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모색 – 핵무기정책불변, 후진국가개발에 평화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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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평화봉사단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한 것64)이 회자되면서 

한국 정부는 파견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갔고 한국 외무부도 특수기술

자파견을 희망하며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을 긍정적으로 보았다.65)  

  한국 정부는 미 평화봉사단이 1961년 3월 1일에 창단되자마자 파견

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한국 정부의 본격적인 평화봉사단 초청

활동은 1961년 3월 17일 관계부주무자회의에서 시작되었다.66) 한국 정

부는 관계부주무자회의에서 수합한 미 평화봉사단에 대한 문의사항을 3

월 22일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했다.67) 

  당시 장면 정권은 대체로 평화봉사단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

었으나, 일부 당국자들은 한국에서 현존하는 기술원조 기관과 평화봉사

단 간의 조율 가능성을 비관했다. 한국 정부는 실제 활동의 주도권 및 

운영주체 문제와 활동영역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평

화봉사단의 한국 파견요청을 진행했으며, 1961년 5월 9일 장이욱 주미

대사를 통해 미 국무부와 접촉하면서부터 미국과 교섭단계에 돌입했

다.68) 장이욱 대사는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매카나기(Walter P. 

McConaughy)와 만나 한국이 미국 평화봉사단의 기술인력 지원을 받는

데 관심이 있으며 미 평화봉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카나기는 케네디 행정부가 아직 평화봉사단을 계획하는 단계이

므로 한국을 비롯한 특정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파견 여부를 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69) 

견」 《경향신문》 1961.3.2. 
64) 「모이어 유솜처장, 평화군단원조를 한국도 받을 자격 있다고 언급」 《조선일보》 

1961.3.11.
65) 「미국의 평화군단 파견 - 외무당국서 환영」 《조선일보》 1961.3.15.
66) 「평화군단 파한문제논의」 《경향신문》 1961.3.18.
67) RG 84, 500, Peace Corps, 1961, “Briefing on Peace Corps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KG,” June 8, 1961.
68) 평화봉사단 교섭 중심에 서게 된 정일권은 평화봉사단에 대한 교섭을 추진할 당시 미

국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유학 중이었다. 유학 중이던 1961년에 5.16 쿠데타
가 발발하자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미국 조야를 다니며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1960년 5월~10월까지 허정 과도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이미 활동한 바 
있었던 정일권은 이후 군사정부 하에 1961년 6월 장이욱 주미대사 후임으로 대사직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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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다른 제3세계국가에서 기술교육 사업에 기여한 평화봉사

단이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

다. AID 내의 일부 미국인들도 아시아인들이 평화봉사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진척되어 온 미국 대외원

조가 아시아 국가에 가져온 변화를 관찰할 결과, 아시아인들의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높이 평가했다.70) 이들은 아시아의 주요 사회문제인 “기술·

직업 교육을 받아 유용한 소비재(특히 수입대체재)와 수출생산력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인력의 부족”, 즉 실질적인 기술노동력에 기여

하지 못하는 인문계열 대학졸업생 과잉배출 현상을 지적하면서71) 청년

층을 계몽한다는 평화봉사단의 활동취지와 잘 맞는다고 보았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통해 아시아의 새 청년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으며,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으로 아시아의 기술인

력 부족 현상을 메꾸고 후속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했다. 

  당시 청년 노동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해결

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킨다면 노동력

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국내 인

력개발 사업을 구상하면서 경제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원

조도 지속적으로 받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인력개발정책의 핵심은 청년

을 포함하는 인력양성에 있었으며 인력양성의 주요 사업으로 직업훈련사

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50년대부터 이어지는 미국

과의 교류 사업을 통한 기술원조 사업을 유지하며72) 장기적인 경제개발 

69) 「평화군단의 초청. 張利郁대사, 매카나기 차관보와 요담」 《조선일보》, 1961.5.10. 
70)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Article on how Asians will receive Peace Corps” enclosed in USOM/Seoul to 
ICA, March 24, 1961.

71) RG 84 General Records 1953-55, 500, Peace Corps, 1961, Telegram, Anthony 
D. Holland US Embassy Seoul to Harry H. Pollak, AFL-CIO Liaison Officer, 
Peace Corps, June 2, 1961.

72) 1950년대 기술원조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자료 참고; 한봉석, 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봉규, 2013 《이승만정권기 
행정분야 기술원조 도입과 행정개혁론의 성격》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한진
금, 2010 《1950년대 美國 원조 기관의 對韓 技術援助訓練計劃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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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맞추어 국내 인력개발정책안을 작성해 나갔다. 

  장면 정부가 계획한 인력·국토개발 사업은 군사정부에 의해 그 맥을 

유지했다. 군사정부는 장면 시기의 평화봉사단 파한교섭과 경제개발계획

을 부분적으로 흡수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력개발 정책을 포용했으

며, 국민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사회개혁도 주도하면서 다양한 경로에서 

‘재건국민운동’ 활동을 펼쳤다.73)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수립된 인력개발 정책은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발전을 통해 노동자

들이 국가건설에 일조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군사정부는 청년층을 포섭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파악하고 단기·

중장기적으로 수급현황을 파악해 부족인원을 채워갈 계획을 수립했다.74)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도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혁에 대거 참여하면서 1960년

대와 이후 한국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이어갔다.75) 이러한 흐름

은 평화봉사단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들에 응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국내기반

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파견국을 계몽하려는 평화봉사단의 활동목표는 한국 사회 내부의 필요

와 일치했다. 4·19 학생운동 이후 대학생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분출된 

국민계몽운동, 국민신생활운동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를 지향하고 사회 전반의 계몽을 제창했다.76) 195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계몽운동은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

학과 석사학위논문.  
73) 재건국민운동은 “내핍생활에서의 탈출, 근면정신 고취, 생산과 건설의식 증진, 국민도

의 양양, 정서 순화, 국민체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
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189쪽. 

74) 장미현, 2016 〈박정희정부 시기 기술인력정책의 전개와 숙련노동자의 대응〉 연세대학
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7쪽.

75) 이봉규, 2013 앞 논문, 62쪽. 
76) 오제연, 2014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9~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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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세의 해이함이 후진성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건설과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고양,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을 주장했다.77) 

  국민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은 1961년 6월 12일 설립된 국가재건국민

운동본부를 매개로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 국가재건 사업으로 

상정되었다.78)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는 교육사업 및 국민계몽운동에도 

크게 관여하며 생활개선사업과 문맹퇴치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재

건청년회의 봉사활동에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촌 지역계몽 사업을 추진

했다.79) 이와 같은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는 평화봉사단

이 국민계몽운동을 조력할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한국 사회의 계몽과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을 위한 평화봉사단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평화

봉사단을 원했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필요와 관련이 있었다. 5·16 쿠

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미국의 정치

적 승인이 필요했다.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평화봉사단을 활용

하고자 한 군사정부는 1961년 8월 25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평화봉

사단법안을 계기로 경제기획원으로 하여금 평화봉사단을 받아들이기 위

한 여러 가지의 국내 계획을 조정하여 조금씩 교섭에 박차를 가하기 시

작했다.80) 

  당시 한국이 평화봉사단의 초기 해외파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파견가능성을 높게 봤다. 따라

77) “신생활운동은 학생들의 사회참여 행위로서 권력당국과 다소간 갈등도 불러일으키기는 
했으나, 구조적 모순의 한 표현으로서 정신적, 문화적 타락을 개개인의 자각과 주인의
식의 함양을 통해서 성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점진적 변혁을 도모하는 개량주의적 운동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신생활운동〉, 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8) 1963년 5월 주한미대사관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활동 중에서 1962년~1963년 사이 
추진되었던 재건청년회의 하·동계 봉사활동에 주목하기도 했다. RG 286,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PEC(Peace Corps) 1963, “International Peace Corps 
Volunteer Service Handbook” 1963.5.9.  

79) 다음 자료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2005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4월혁명기 
학원 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 정계정, 1997 《성대사림》 12·13; 
〈국가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0) 「미평화봉사단파한적극교섭」 《동아일보》 19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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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무부는 1961년 9월 평화봉사단 초청서 초안을 마무리 짓고 정일권 

대사를 통해 10월 20일 평화봉사단 사무국장에게 평화봉사단 초청계획

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초청계획서는 평화봉사단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를 

반영했다. 본 계획서는 (1) 한국 사회에 젊은 세대가 정부의 다양한 층

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신생활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개혁을 전개하

여 활력이 넘쳐난다는 점과 한국의 청년들이 미국의 청년들로부터 시민

적 책임과 고양된 이상을 배우면 한국의 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할 수 있

다는 점, (2) 한국 정부가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완전한 경제·사

회적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풀뿌리’ 차원의 사업들도 간

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 (3) 지금까지 한국이 의존했던 학계의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국가개발이 진전될 수 없다는 점, (4) 한국의 군사적인 분

위기를 완화하고 경감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내의 미국인에 대한 우호적

인 이미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여 한국에서 평화봉사

단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해당 초청계획서는 평화봉사단을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층위

별로 보여준다. 우선 한국 정부는 제3세계에서 문화·심리적 계몽활동을 

펼치는 미 평화봉사단의 목적 및 주된 활동을 간파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정부는 주로 저개발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계몽 및 훈련교육 활동

을 펼치는 평화봉사단이 한국 청년세대의 육성과 한국 사회의 개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가 자국의 국가

건설에서 경제개발, 사회 개혁 등 다방면의 사업을 근대화론과 그 수행

기구인 평화봉사단이 제공할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개혁과 연관 지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구성된 평화봉사단이 한국 사회에 효과적인 

개혁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었지만 미 평화봉사단의 지향은 

한국 정부의 요구와 일맥상통했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이 실제로 한국의 국가건설 사업에 필요했는지는 짚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60년 4월 민주항쟁 이후 집권한 장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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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해 군사원조를 삭감하여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내 경제 환경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개발사업

과 국토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81) 실행되기 전에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장면 정부가 전복되고 군부세력에 의해 정권이 전복되면서 국

가경제개발 사업은 군사정부의 과제로 이전되었다. 

  평화봉사단 파한 초청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군사정부

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과 관련

된다. 미국은 당시 군부세력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으

며, 때로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군사정부를 인

정하는 조건 중 하나로 신속하게 민정이양을 이행하도록 군부세력에 압

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1961년 8월 민정이양 계획을 발표하

여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치·경제적 정책의 방향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

였다.  

  국내의 자체적 개발 구상을 계획한 장면 정권과는 달리 군부세력은 한

국이 자체적인 자국 근대화 전략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쿠데타 직후 군부세력은 초기에 

케네디 행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련의 정책적 선택을 매개

로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82) 군사정부의 적극

적인 태도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5·16 쿠데타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대안들을 모

색하는 계기였다. 미국은 유솜-미 공보부(USIS)-주한미대사관으로 구성

81)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국민의 총력으로서 조림·사방·수리·하천·도로 등의 공동 사업을 
대규모로 일으키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여 국토의 보전과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광호, 1998 〈장면정권기의 경제정책〉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5: 1960년대
의 전환적 상황과 장면정권》 오름, 185쪽. 

82) 케네디 정부는 처음 쿠데타세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버거 주한미
대사의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점차 박정희를 지지하려는 의견들이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미국은 5·16 쿠데타 세력에 대해 ‘선택적 지원’ 
형태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박정희를 군사정부의 핵심세력으로 상정했다. 원조문제를 한
미정부의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박정희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나갔다. 박태균, 2006 앞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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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컨트리 팀(country team)이 한국 정부와 조율하며 평화봉사단 파한

을 검토했다.83) 부책임자 팔리(Hugh D. Farley)를 주축으로 한 유솜은 

1961년 1월경부터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평화

봉사단 워싱턴 본부는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

으로 파견을 검토하여 탕가니카·콜롬비아·필리핀 등을 첫 파견국으로 선

정했다.84) 1961년에서 1962년 사이에는 엘살바도르·가나·토고·네팔·보

르노(사라왁)·칠레·나이지리아·파키스탄·시에라리온·세인트루시아·태국 등

의 제3세계 국가들이 추가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교육언어가 영어였다는 점은 평화봉사단의 미국인 대학생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한국은 파견을 감행한다고 할지라도 단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추진할지 여전히 논의 중이었다. 당시 유솜

의 기술협력부(Technical Cooperation, TC) 관리들은 자신들의 프로그

램에서 평화봉사단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미 평화봉사단이 

한국의 지역사회에 투입되어 ‘피플-투-피플’ 차원의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미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문화·정치·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85) 유솜의 지역사회개발부(Community 

Development, CD)에서도 평화봉사단 지원자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긍

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평화봉사단 지원자들이 징집대상이라는 점을 중

요하게 고려했다.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활동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감독관을 선별하는 방식도 검토되었다.86) 

83) 미 평화봉사단 워싱턴본부는 초청국에 주둔하는 미군-미 대사관-미 공보부(USIS)-국
제개발처(AID) 관리들로 구성된 컨트리팀(country team)이 협력하여 초청국의 요청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RG 84 General 
Records, 1953-55, 500, Peace Corps, 1961, “To. Secretary of State From. 
Pappano - US Embassy Seoul,” June 12, 1961. 

84) RG 490 Presentation of FY 1962 Program to United States Congress, June 1, 
1961, pp. 32~43;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 pp. 32~40.

85)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Telegram Thomas Leren TC-TT to H. D. Farley TC, “Peace Corps Usage 
Possibilities in TC-TT,” Jan 17, 1961. 

86)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Lacy Adams to Hugh D. Farley, Jan 20,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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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솜은 한국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평화봉사단의 잠재적인 활

용방식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이것은 당시 단원구성에 대한 명확한 합

의를 내리지 않은 평화봉사단 워싱턴 본부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련 있었

다. 워싱턴 본부는 창단 초기부터 대학 캠퍼스, 국가기관, 시민단체, 기

업 및 여성단체 등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집했으나 지원모집에 대한 우려

를 불식시킬 수 없었다.87) 1961년 5월 말 돌려받은 9,000여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잠재 지원자들은 대부분 실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대학

졸업생이었다.88) 미 평화봉사단은 지원자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주

로 2~30대 청년들의 지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단원들의 활용가능 범위

가 점점 단축되어갔다.89) 

  유솜이 관여하는 원조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기술업

무였다. 평화봉사단원들의 투입을 긍정하는 기술자들조차 전문적인 교육

이 요구된다는 점을 중요시했다.90) 일부 유솜 관리들은 “평화봉사단이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과 거리가 

멀다. 건설업무나 설계직·사무직과 관련된 실용적인 경험이 없는 대학졸

업생들이 한국의 국가 경제건설 사업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는 없다”며 의구심을 표현했다.91)  

  2월경에 이르러서 유솜 내부에서는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확산되었다. 한국에는 이미 기술자, 선교사, 미군 등 상

당한 규모의 미국인들이 있었고 당시 장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규모를 축소하고 자기 재원으로 충당한 경

제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유솜은 한국에 주둔할 

87) RG 490,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 1962, p. 6
88) RG 490, Peace Corps, Presentation of FY 1962 Program to United States 

Congress, June 1, 1961, pp. 44~45
89) 슈리버는 평화봉사단 창단 초기에 지원자 나이를 30대로 제한할 것을 고민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기고한다. Shriver, op. cit., pp. 696~697
90)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A.M. Shelamer TC-HS to Garnett Zimmerly, TC-P, January 30, 1961. 
91)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Martin D. Miller to G. Zimmerly TC-P, January 27, 1961. 



- 34 -

미국인을 충원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유솜이 평화봉사단의 파

한이 성사된다면 공업 또는 대학 등, 단원들이 지역사회에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인력을 민간부문 사업에 한정해서 보급할 것을 제안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이 사업을 1~2년 정도 

보류한 후에 진행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아 유솜은 대체로 평화봉사단

원의 활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92)

  다른 한편,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평화봉사단의 파한을 먼저 제안했

고 한국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곧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이 성사될 것이라

는 오보가 만연했다. 미 공보부의 일부 미국 관리들은 평화봉사단의 계

획 및 조직 규격이 점차 확정되어가면서 평화봉사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들을 바로잡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61년 3월 21일자 서신에서 미 

공보원 근동 및 남아시아지부 부단장 헌팅턴 데이먼(G. Huntington 

Damon)은 공보원 관료들에게 평화봉사단의 파한에 관한 오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미국 관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숙지하여 한국인들에게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93) 

  한국 정부는 미 평화봉사단 본부가 한국에 먼저 파견을 권유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의 파견결정은 기본적으로 “파견국의 필요

성과 요망여부”를 판단하는 워싱턴 본부에 의해 내려졌다.94) 파견 희망

국이 공식적인 초청절차를 생략하고 파견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유솜 및 USIS 관료들은 평화봉사단이 한국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조 관리들은 한국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있

었던 반면에, 당시 한국 정부는 파견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

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92) RG 286, Program – Peace Corps II-1961,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Albert L Bouoner to J Berryhill, Feb 9, 1961. 

93) RG 286 Korea Subject Files, FY1961-63, Program – Peace Corps II – 1961, 
From G. Huntington To. USIS Officers “The Peace Corps,” March 21, 1961. 

94)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는 평화봉사단의 원칙 13가지를 제기하는데 그 중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평화봉사단은 초청받은 국가에만 파견”한다고 규정한다. RG 
490, 1st Annual Peace Corps Repor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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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교섭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정일권이 서신을 보냈을 당

시 미 평화봉사단장 슈리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한 평화봉사단 

활동지를 순방하는 중이었다. 평화봉사단 프로그램 개발부(Program 

Development and Operation)가 한국 측의 초청계획서를 먼저 검토했

고, 슈리버는 이를 유솜 처장 킬렌(James Killen)에게 넘겨 검토를 맡겼

다. 외무부는 11월 30일에 평화봉사단 초청계획서를 재검토한 후 최종

안을 송부했다. 첫 파견교섭 회담은 1961년 12월 13일 주한미대사관에

서 외무부 통상국 경제협력과 서기관 장명하와 주한미대사관 담당자 퀵

(Elsie M. Quick) 사이에서 이루어졌다.95) 

  회담 이후 한국 측은 미국 담당자에게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평화봉사

단 활동분야와 파견요원 수를 상세하게 기술한 ‘평화봉사단파한 계획사

업추진방안 제안보고서《Peace Corps Volunteer Requirements in 

Korea》’를 제출했다.96) 본 제안서가 가장 주목하는 농업 프로그램은 

농촌의 4-H 클럽 활동 개선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이었다.97) 결핵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국사회 전체인구의 약 6.5%가 양성 결핵을 앓고 

있을 정도로 긴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보건 분야는 농촌 결핵관리 사업이 

가장 시급했다.98)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가장 많은 인력을 요청한 분야는 

영어교육이었다.99) 외무부는 1962년 1월 31일, 2월 5일에 미 대사관에 

95) 유솜과 주한미대사관은 퀵에게 한·미 정부 사이의 연락망으로 기능하도록 임무를 맡겼
다.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조약과, 〈주한미대사관 평화봉사단 담당자와의 회담경과보
고〉, 1961년 12월 13일,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6 사료군》, 16~17쪽.

96) 장명하는 평화봉사단이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한국의 경제건설
에 이바지할 것에 대한 큰 기대를 표현하고 한미재단이 평화봉사단과 농촌 4-H클럽과
의 협력을 요청한 점을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
했다. 〈평화봉사단 초청교섭 현황 보고서〉, 1962년 2월 5일,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6》   

97) 〈한미재단 농업고문 한국방문에 관한 보고〉, 1961년 12월 10일, 《한·미간의 평화봉사
단에 관한 협정, 1966》

98) Kim, J., & Yim, J., 2015 “Achievements in and Challenges of Tuberculosis 
Control in South Kore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1(11), p. 1913.

99)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농·공·어업 분야 뿐 아니라 가정과
와 영어교육 분야를 아울렀다. 〈평화봉사단 초청교섭 현황 보고서〉, 1962년 2월 5일,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6》,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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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상서를 송부하여 회담을 요청했다. 한국 측의 회담요청은 

1962년 3월 2일 경제기획원장실에서 한국 측(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

부, 상공부)과 미국 측(미국대사, 유솜 처장, 미국 부대사, 등) 간의 4자 

회담으로 실현되었다.100) 

  과연 한국은 자국의 경제개발에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필요했을까? 한

국 측은 평화봉사단 초청계획서에 의거하여 막대한 기술 인력과 영어교

육 관련 인력 지원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케네디 대외정책과 ‘근대화

론’의 주요 적용지역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 근동·남아시아 지역의 저

개발국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의 경우, 미 평화봉사

단이 다른 제3세계국가에 파견된 사례들과 다른 측면들이 존재했다. 예

컨대, 한국은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진척되고 있는 다른 제3세계국가와 

달리 이미 자체적인 경제개발 구상이 기획단계에 있었으며 현존하는 해

외 원조기관의 활동도 건재했다. 유솜과 미 공보부 관리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파견 보류에 일부 반영되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에 평화봉사

단을 활용하기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랐고, 미국은 평화봉

사단이 냉전의 도구로써 활용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를 원했다. 미국 정

부의 강경한 논리는 평화봉사단의 파한교섭을 보류시켰다.

  평화봉사단 파한교섭의 지연은 한·미간의 시각 차이에 따른 귀결이기

도 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파한 요청이 시작된 1961년 10월경에 쿠데타 

세력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정치적 이유”로 파한에 크게 관

심을 가지지 않았다.101) 그러나 한·미 양국은 1961년 11월에서야 박정

희의 방미를 계기로 군사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추진했

으며 베트남 파병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

100) 한국 측은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과 최덕신 외무부 장관, 천병규 재무부 장관과 정래혁 
상공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주한미대사 버거(Samuel D. Berger)와 킬렌 유
솜처장, 주한미부대사 마지스트레티(William Magistretti)가 참석했다. 〈1962년 3월 2
일에 있었던 4자회담 경과보고〉, 1962년 3월 3일,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6》. 

101)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지음,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옮김, 2001 《한미관계 20년
사(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 한을 아카데미,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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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평화봉사단 파한교섭은 한국 정부가 일련의 제안들이 교환되는 

와중에 박정희-케네디 행정부 간의 관계가 아직 굳혀지지 않은 채 성급

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교섭 시도 초기부터 평화봉사단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평화봉사단 지원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인력 투입에 관심을 가졌다. 평화봉사단 지원자는 주로 대

학생·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업무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한국이 요구하는 

기술공의 직무에 투입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더군다나 대부

분의 단원들이 교육방면에 몰렸다는 점은 평화봉사단이 한국에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다.102)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피력한 영어교육 분

야에는 이미 한미재단과 미국 공보원 및 기타 기관들과 개개인들이 종사

했다. 평화봉사단 본부의 계획과 조직이 완결되어가면서 평화봉사단의 

파한여부는 하루빨리 평화봉사단을 경제개발계획에 접목시키려는 한국의 

의도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2. 2차 파견협상에서 박정희-존슨 정부의 제휴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이 보류되면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한

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2차 파견

협상까지 한국 정부의 행보는 미 평화봉사단이 한국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한국 외무부는 1963년부터 국제평화봉사단사

무국(International Peace Corps Secretariat, IPCS)에 참여의사를 표현

하면서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 문제를 고민했다. 국제평화봉사단사무국

102) 2차 교섭을 단행하기까지 평화봉사단 본부는 고위간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곡절을 겪
고 있었다. 1964년 초대 단장 슈리버가 존슨 행정부 하에 평화봉사단의 국내판이라고 
불리는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프로젝트를 담당할 경제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국장으로 선임했으며 평화봉사단 단장의 복무로부터 해제하
지 않아 사실상 “지도자가 없는 (rudderless)” 상태에 있었다. 평화봉사단은 1966년 초
에 이르러서야 잭 번(Jack Vaughn)을 새로운 단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Searles, 
op. cit.,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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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S)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미 평화봉사단과 유사한 형태의 사

업을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국가별 봉사단(National Volunteer Corps)을 

창설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개발에 필요한 기술원조 사업을 권장했다. 

국제평화봉사단(IPCS)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주로 (1) 미 평화봉사단이 

필요하지 않은 선진국이거나, (2)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이미 이루어

지고 있는 저개발국이었다. IPCS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기술원조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었다.103) 

  한국 정부는 IPCS가 요구하는 국가별 봉사단이 이미 국내에 국가재건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PCS 참여를 고민했

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을 증명해주는 꼴이었다. 당시 미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국가재건운동에 

주목하여 민정이양 이후 박정희 정권의 안정화에 특히 의미를 부여했

다.104) 한국 정부는 미 평화봉사단과 유사한 유형의 국내 사업으로 

1962년 2월 10일 국토건설단을 창단하여 국가개발에 기여하고자 했으

며,105)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농업·보건·교육, 공공활동 분야를 아우

르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국가건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장 원용석도 한국이 미 평화봉사단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일단 한국 정부는 평화봉사단과 같은 기구를 지원할 재정 규모를 

갖지 못하여 한국의 외화사정이 호조되어야 외국 봉사단의 초빙이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106)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결국 IPCS 참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IPCS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 평화봉사단 

파한을 요청한 한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었다. IPCS 참여는 한

103) IPCS는 1962년 10월에 창설되었다. 〈국제 평화봉사단 사무국〉 1963년 6월 27일, 
《국제평화봉사단과의 기술협력, 1963》, 21~24쪽.

104) “International Peace Corps Volunteer Service Handbook” 1963.5.9. 
PEC(Peace Corps) 1963, RG 286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Korea 
Subject Files, FY 1961-63

105) 국토건설단은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생산성이 매우 낮아 결국 1962
년 10월경에 해체되었다.

106) 〈국제평화봉사단을 통한 기술원조〉, 1963년 8월 26일, 《국제평화봉사단과의 기술협
력, 1963》, 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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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저개발국에 기술원조 지원을 감행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한국이 

사실상 미 평화봉사단의 파한과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과 유사한 봉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1964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한국 종

교·민간기관이 구성한 평화봉사단이 창설되기도 했으며107) 여전히 평화

봉사단 파견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확인되었다.108) 1965년 박순천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한 비판으로 국내

자본동원을 위해서 미국의 평화봉사단을 유치하여 국내의 국토개발계획

의 일부를 담당케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109)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내 여론이 호전되고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자 한국 사회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때 미국이 한국 정

부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서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 논의는 재기

될 가능성을 보였으며, 비로소 1965년 5월 박정희 방미 때 비로소 한·

미 정부 간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될 수 있었다. 1965년 5월 17일 러스

크 국무장관은 존슨 대통령에게 박정희와의 회담에서 나눌 수 있는 적절

한 주제 중 하나로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 문제를 제시했다.110) 당시 

박정희-존슨 회담은 베트남으로의 한국군 추가 파병과 SOFA협정 문제, 

MAP이전 문제, 미국의 대한원조지원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는데, 

평화봉사단 파견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베트남 파병요청을 수락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경제개발을 보조할 추가적인 경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거론되었다. 

  박정희-존슨 회담에서 언급된 평화봉사단의 파한논의는 1965년 가을

107) 「한국 평화봉사단 구성, 대학생선교회 남미 등에 파견할 계획」 《경향신문》, 
1965.11.5.

108) 「미평화군단 파견 기독교련서 희망」 《경향신문》, 1964.1.29.
109) 「민주당 기조연설」 《동아일보》, 1965.1.29. 
110)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State Rusk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May 17, 1965.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Document 46 ; “Memorandum From James C. Thoms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President Johnson”, Washington, May 17, 1965, 앞 자
료, Documen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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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체화되었다. 1965년 10월 미국 평화봉사단 태평양지부 극동지역단

장 로스 프리차드(Ross Pritchard)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평화봉사단의 

파한여부는 재검토되었으며111) 1965년 12월 29일 험프리 부통령이 방

한하면서 한미 정부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를 재개

할 수 있었다.112) 

  미국의 베트남 파병요청에 응한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두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경제차관 지원이다. 

미국은 12월 말 험프리 부통령의 방한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파

병의사를 전달받고 한국군 추가 파병을 위해 필요한 물자공급 여부에 대

해 검토했다. 둘째, 한·미간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평화봉사

단의 파한이 상정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으로부

터 해외 수당 및 군사물자 지원을 받아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

기 위해 미국에 압박을 가했을 뿐 아니라113) 아시아에서 공산권의 침범

에 대항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공국가로서 미국과

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114) 이로써 평화봉사단의 파한은 

한미관계의 친밀함을 상징했으며 일정한 외교적 효과를 가졌다. 프리차

드 단장의 방한으로 한국 정부와 프리차드가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

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프리차드 단장의 방한이 이후 

1965년 12월말에서 1966년 1월 사이에 험프리 부통령의 방한으로 이

어졌으며, 한국주재 미국 관리들과 한국 정부는 찬반토론을 거쳐 영어교

육, 공중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추진할 것

111) 맥도널드, 2001 앞 책, 274쪽; Lee, Sang-Dawn, Big Brother, Little Brother : 
The American Influence on Korean Culture in the Lyndon B. Johnson Years, 
(Lexington Books, 2002) p. 36. 

112) 「험프리 부통령 방한」 《경향신문》 1965.12.30. 
113)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Jan 27, 

1966,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Document 76.
114) 브라운 대사는 험프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선두적인 역

할을 도맡아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공산권을 저지하고 더욱 친밀한 한
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베트남 파병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Footnote 3 in 
“Memorandum From Vice President Humphrey to President Johnson”, Jan 5, 
1966,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Documen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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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의했다. 

  한국에서 추진될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되었던 국가는 

필리핀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첫 파견국(탕가니까·콜롬비아·필

리핀) 중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도

로건설 사업 또는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115)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영어교육과 공중보건이 주요 사업

으로 대두했다. 영어교육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써 주목되었다.116) 1966년 9월에 나온 보고서는 미국 회계연도 

1965년~1967년 사이에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이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파견 인원수를 차지했으며117)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교육 사

업에 집중되어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118) 즉, 한국에서 영어교육이 강조

된 것은 극동 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귀결이었다.    

  1966년 3월 브라운 대사와 이동원 장관 간에 서명된 일명 ‘브라운 각

서(Brown Memorandum 1966)’ 또는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公翰)’이 체결되면서 주한 평화

봉사단의 파견여부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119) 브라운 각

서의 경제원조 관련 조항은 “1965년 5월에 한국에 대해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덧붙여 미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 제공약속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고려 밑에 한국

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고 기술했다.120) 브

115) RG 490, “Presentation of FY1962 Program to US Congress,” 1962, pp. 
32~43. 

116) 회계연도 1963년은 아시아지역에서 필리핀, 인도, 네팔, 태평양 신탁통치 제도, 파키
스탄, 태국 등을 포함했으며, 인도·이란·파키스탄은 농업 부문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RG 490, “1963 Congressional Presentation”, pp. 77~92.

117) 회계연도 1965년은 총 1,441명, 1966년은 총 1,985명, 1967년은 총 2,051명이었다.
118) 극동 지역은 공중보건 관리 프로그램과 농촌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가졌다. RG 490, “Congressional Presentation FY 1967”, Sept. 1966, p. 
154.

119) FRUS 1964-1968, Vol. XXIX, Part 1, Korea, Document 81.
120) RG 59, Entry A1 5419, Box 8, “Memorandum from Brown” 1966.3.4., pp. 

51~53; RG 59, Lot File 73D360, Box 4, “Report on Agreed Measures No. 2 – 
18, Brown Memorandum” pp.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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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각서는 1965년 5월 박정희 방미 때 존슨-박정희 회담에서 나누었

던 내용에 기반하여 미국이 베트남에 한국군 파병을 제공받는 대신에 원

조차관 외에 추가된 평화봉사단을 포함하는 기타 사업들을 한국에서 추

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121) 

  미 평화봉사단의 파한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양국의 목표를 공조하는 

의미를 가졌다. 첫째, 평화봉사단의 파한은 베트남 전쟁이 한반도 정세

에 야기한 안보위기와 미국의 대외 이미지에 가한 피해를 줄이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의도를 반영했으며, 둘째,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동원

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제공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파병요청에 응

한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요청에 응답한 한국 정부에게 

포상하는 셈이었다.122)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봉사단 파한을 미국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평화봉사단 파한은 9

월경으로 결정되었으며 파견인원수와 파견요원 구성도 일찍부터 확정된 

상태였다.123)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제안 각서를 검토·교환하는 형식의 교섭 단계에 

들어섰다. 1966년 2월부터 한국은 평화봉사단 협정안을 검토하고 한국

의 견해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부표 1> 참고).  

  주한미대사 버거(Samuel D. Berger)와 정일권 국무총리는 처음 평화

봉사단 파한논의가 전개된 1961년에 교환했던 의견을 기반으로 평화봉

사단 파한결정에 합의할 수 있었다. 한·미간의 협정과정은 수시로 교환

한 서신과 두 차례의 공식적인 회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1966년 4월 

121) 브라운 각서로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추가파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로 약속했으나, 그 조달 방법은 규정되지 못했다. 미국이 파병 비용의 부담을 약속하고
도 그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는 내용은 다음 자료에 있다. RG 59, Entry 5409, Box 
19. 

122) 박태균, 2006 “제4부 : 군사정부와 미국”,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 2007 “제3장 변화된 미국의 대한정책”,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고.

123) 「미국 평화군단 내한. 오는 가을에 백명」 《조선일보》 1966.2.1. ; 「미 평화군단 90명 
9월경에 파한」 《동아일보》 19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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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 외무부는 주한미대사관 관리들과 미국 평화봉사단 협정문에 

대한 회담을 열었다.124) 동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측의 초안에 대한 수

정의사를 표명했으며 회담 이후 미국 측의 수정안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

로 전달했다. 두 번째 회담은 동년 8월 5일에 열렸다. 각 회담을 전후하

여 한미 당국자들은 일련의 수정과정을 거쳐 8월에 최종안에 합의했으

며,125) 한국 측은 8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한미 평화봉사단 협정을 맺

는 각의서를 통과시켰다.126) 한국은 필요한 파견요원의 수와 활동할 전

문분야를 명시하고 관세면제 및 특권문제는 한국의 외환·관세 정책 및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국 국내법과 관세정책에 의거하여 해결할 

것으로 주장했으며 협정 과정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요구대로 진척되었

다.127) 1966년 9월 14일 한국정부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주한미국 대리대사 뉴만(George S. Newman) 사이에 《미국 평화

봉사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서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에서의 제반

활동은 합법화되었다.128) 이처럼 한국 정부의 파한 요청이 성사됨으로써 

‘세계평화와 국제친선 증진’을 주창하는 평화봉사단의 외형적인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은 베트남 파병과 엮이게 되면서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24) 한국 측은 구미국 미주과장 이남기, 조약과장 김동휘, 미주과 안운기, 조약과 사무관 
김세택 등이 참석하고 미국 측은 라빈(Lavin) 주한미대사관 1등 서기관, 스터머
(Stermer) 2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125) 「평화봉사단지위 협정월말께 체결」 《동아일보》 1966.8.10. ; 「미평화봉사단원 백여명 
파한 예정」 《동아일보》 1966.8.27.

합의 양해사항 전문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했다.
1. 협정 3항에 표현된 ‘간부’라 함은 상호 합의하는 합중국정부 공무원과, 영어장학담당자

와 같은 비지원자로서 그 직능이 오로지 계획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자를 포함한다. 
2. 제3항은 평화봉사단 대졸자와 간부에게 그들의 사용을 위한 휴대품과 신구의 개인 물품

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법의 관계절차 조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한다.
3. 지원자에게는 그들이 사용을 위하여 도착 시 또는 도착 전후하여 도입되는 신구의 동반 

및 별송 개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의 관계절차 조항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하는 특권이 
부여된다.  

126) 「한미평화봉사단협정 맺기로 각의서 의결」 《경향신문》 1966.8.31.
127) 〈Peace Corps에 관한 협정〉, 1966.2.12.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

6》, 85~87쪽. 
128) 「평화봉사단협정」 《동아일보》 1966.9.15.; 문교부, 1981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 8

쪽. 



- 44 -

III.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 및 영향

1.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파견과 설치

  미 평화봉사단은 1966년 9월 14일 한미 양국 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이 체결됨에 따라 1966년 9월 15일에 내한하여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

했다.129) 미 평화봉사단은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고130) 한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 2~3개의 도를 1개 지역으로 구성한 총 4개의 지부(Regional 

Office)를 각각 서울, 대전, 광주(이후 전주로 이전), 대구에 설치했다. 

지역별 지부는 서울, 중부, 호남과 영남 등으로 총 4개의 지역으로 나뉘

어 활동기반을 형성했다. 

<그림 2> 주한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Korea)본부와 지역별 지부

 

*출처: 문교부, 1981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 9쪽.

129) RG 490, 5th Annual Report to Congress, 1967, pp. 11~12.
130) 「미평화군단 16일 내한」 《경향신문》 1966.9.3. ; 「한국을 익히는 평화군단」 《동아일

보》 19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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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Korea)의 활동은 문교부·과학기술

처가 총괄한 시기를 활동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때,131) 문교부가 총

괄했던 시기로 1966년에서 1972년까지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1차 활

동기이며, 과학기술처로 바뀌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가 2차 활동기

이다. 이러한 시기구분 방식은 예산편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한 미 평

화봉사단의 연도별 예산을 단독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없으나, 전체예산

과 극동지역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 활동 예산의 비중을 추산할 수 있

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예산은 미국 회계연도 1967년에 처음으로 반

영되었다. 1967년부터 1981년까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예산액은 아

래 <표 1>와 같다. 1차 활동기(1966년~1972년까지) 주한 미 평화봉사

단은 극동지역 예산규모의 약 6.5%~11.6%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의 비중이 극동 지역에서 평균 약 30% 정도 차지한 것을 보아, 한국 파

견 평화봉사단의 지원 액수는 높은 것이 아니었다.132) 

131) 선행 연구는 한국 활동시기를 사업별 성과에 따라 총 3차 활동기로 구분한 문교부의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의 내용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 1차 활동기는 영어교육을 중심
으로 추진된 1966년에서 1970년까지로 구분 짓고, 2차 활동기(1971년에서 1975년까
지)는 보다 많은 영어교육 분야 단원파견과 공중보건 분야의 파견시작을 기점으로 삼는
다. 3차 활동기(1976년에서 1980년까지)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국이 더 이상 후진국
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자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에 대한 재고의견이 나오는 시기부터 
교육 분야의 활동이 중단되어 《美平和奉事團活用帛書》가 작성되는 시기까지를 기준으
로 삼는다. 그러나 해당 시기구분은 평화봉사단의 전체 활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활
동이 시작하는 시점과 철회하는 시점 모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삼는다. 영어
교육뿐 아니라 공중보건도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주된 활동영역이지만 시기구분에서 배
제된다. 이것은 파견주체인 미국의 파견양상에 따라 운영방식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 시사한다. 파견수용국인 한국이 분야별로 배정한 총괄기관 및 부처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시기구분이다. 문교부, 1981 앞 자료, 15~18쪽 참고.

132) RG 490 “Peace Corps Congressional Presentation Fiscal Year 1970”, Revised 
in September 15, 1966,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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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회계연도 1967~1981년 주한 미 평화봉사단 추정 예산액 

(백만 달러 기준)

*출처: RG 490, Congressional Presentation–FY 1967~1972; ACTION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Y 1973~1983.   

133) 1967~1972년도(굵은 글씨) 추정 예산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한 필자의 계산법에 따른
다. 1967년~1970년 전체예산은 $1억 4백50만 달러(‘67), $1억 6백80만 달러(’68), $1
억 2백만 달러(‘69) $1억 백만 달러(’70) 상당이며 총 훈련/단원 비용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약 80%, 73.25%, 70.3%, 69.8%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회계연도 
1970년 해외사업 비용(33%), 훈련/단원 비용(26%), 행정비용(30%)의 예산비율을 추산
해서 일괄적용하면 극동지역 예산액에서 주한평화봉사단의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회
계연도 1967년 극동지역은 전체 훈련/단원의 17% 정도를 차지했고 $1천 4백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받았다. 회계연도 1967년 한국은 극동지역의 약 1.1%(17 x 0.065 = 
1.105) 비중으로 $9백 15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71년까지 극동
지역의 비중을 전체 파견 지역의 17% 정도 비율로 일괄 적용했을 때, 한국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며 1968년은 극동지역의 1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도 약 $1천 2
백 40만 달러로 증가했다. 1969년은 약 $1천 60만 달러, 1970년은 약 $9백 14만 달러 
정도로 책정되었다. RG 490, “Peace Corps Congressional Presentation Fiscal 
Year 1970”, May 1969, pp. 19~25, 42~62 ; “Peace Corps Congressional 
Presentation Fiscal Year 1967”, Revised in September 15, 1966, pp. 2~23. 

134) 해당 항목은 “Host contribution” 항목으로 모든 평화봉사단 예산 보고서에 포함되
어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의 분담금을 의미한다.

연도 추정 예산액133) 집행예산액 한국 분담금 134)

1
차 
활
동
기

1967 $0.915 - -
1968 $1.24 - -
1969 $1.06 - -
1970 $0.914 - -
1971 $0.94 - -
1972 $0.91 - -

2
차
활
동
기

1973 $1.999 $1.999 $0.1695
1974 $1.675 $2.266 -
1975 $1.845 $1.819 $0.1375
1976 $1.829 $1.758 $0.071
1977 $2.126 $2.334 $0.086
1978 $2.910 $2.313 $0.085
1979 $2.161 $2.0411 $0.074
1980 $2.228 $2.324 $0.044
1981 $1.446 $1.96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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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 따르면,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1차 활동기와 2차 활동기 

추정예산액이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다. 한국으로 파견된 미 평화봉사단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문교부 및 한국 정부의 전체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1차 활동기 미 평화봉사단은 문교부 산하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1967년부터 보건사회부 산하의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교부는 매년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팽창하자 평화봉사단 

직무의 전반적인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1차 활동기는 다방면에서 여러 사업을 시도하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 1차 활동기는 교육사업을 담당한 문교부가 단독으로 총괄했다. 

교육 분야 이외에 보건사회부가 시도한 농촌개발(4H)요원,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요원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135) 따라서 1차 활동기 예산은 

균일하게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2차 활동기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사업이 영어교육 및 공중보

건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의 지지기반을 견고해갔으며 인력투입

도 과감해져갔다. <표 1>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평화봉사단의 극

동지역 예산이 증원함에 따라 한국의 비중에 맞게 증원이 반영된 것이었

다. 이에 따라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예산은 1972년을 전후로 1차 활동

기의 예산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

겠지만, 2차 활동기는 파견주체인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현장에서 

파견 수용국인 한국 정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태도가 상이함을 표면화하

면서 평화봉사단 사업 규모·분야 등에서 1차 활동기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2차 활동기(1972년에서 1981년까지)는 영어교육·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이 안정화되는 시기와 활동 단원 및 미국 정부 간의 마찰

135) 문교부, 1981 앞 자료,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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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활동계획이 중단되어 철수하는 시기를 포괄한

다. 한국 정부는 문교부가 평화봉사단과 영어교육 및 공중보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자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각 

분야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1972년 6월(2차 활동

기)부터 과학기술처를 총괄주무부처로 지정하여 각 프로그램 분야별 사

업계획 및 주한 미 평화봉사단원 활용전반을 총괄·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아래 <표 2>는 1차 활동기 및 2차 활동기 간의 수치 변화뿐 아니라 주

한 미 평화봉사단 연도별 파견단원 및 직원 수급현황의 수치변화를 잘 

보여준다. 

 

  <표 2> 1966~1981년 주한 미 평화봉사단 파견단원 및 직원 

수급현황136)

연
도 

1차 활동기 2차 활동기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1
9
7
1

1
9
7
2

1
9
7
3

1
9
7
4

1
9
7
5

1
9
7
6

1
9
7
7

1
9
7
8

1
9
7
9

1
9
8
0

1
9
8
1

단
원 96

2
6
6

1
9
6

1
1
8

1
7
4

±
2
9
0

±
3
0
0

2
3
7

2
5
6

2
4
2

1
7
7

1
9
5

1
8
8

1
7
0

1
1
1

96

직
원 4 - - - - - - 27 - 28 - 23 23 17 13 9

총
1
0
0

±
2
8
0

±
2
0
0

±
1
5
0

±
2
0
0

±
2
9
0

±
3
0
0

2
6
4

-
2
7
0

-
2
1
8

2
1
1

1
8
7

1
2
9

1
0
5

*출처: RG 490, Peace Corps Annual Report (FY1967~1972) ; ACTION 

Annual Report, Budget International Programs (Peace Corps) Submission 

to Congress (FY 1973~1983).

136) <표 2>에서 사용하는 (±) 표기법은 자료마다 편차에 따라 해당 수치에 대해 합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는 구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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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1961년부터 1981년까지 K-1진에서 K-51진까

지 총 50차례에 약 2,000명의 단원과 직원들이 파견되어 활동했다.137) 

위 <표 2>에 나오는 단원 수는 파견이 성사된 단원만 포함하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다.138) <표 2>에서는 파견단원 수급이 

1971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하였

듯이, 문교부의 《美平和奉事團活用白書》는 해당 시기에 평화봉사단의 

사업개선책이 실천되고 활동 전반이 비교적 안정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또한 평화봉사단 미 의회연보는 예산 증액 및 파견단원수의 

증원으로 이어지면서 평화봉사단의 활동기반이 견고화되었다고 서술한

다. 그러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예산 비중·총액의 증원은 반드시 파견

단원수의 증원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총 예산액은 증가하는 지원자 수를 

지원할 행정체계의 확충과 파견 보류·자격 미달·중도하차 등으로 파견되

지 않은 훈련요원도 포함하여 실제 활동의 집행 예산보다 과장된 수치를 

반영한다.139) 

  평화봉사단 지원자는 기본적인 지능, 미국의 역사·제도·가치관에 대한 

이해, 신체·정신 건강 및 체력검정, 관심분야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입단 

가능했다.140) 평화봉사단원들은 일반적으로 (1) 기본훈련(pre-service 

137) 한국 파견 평화봉사단의 기수는 K 시리즈 표기방식으로 표기된다. 예컨대, 평화봉사
단 1기는 K-1진, 2기는 K-2진으로 표기된다.

138) 대다수의 지원자는 대학졸업생의 젊은 청년들로 1961년부터 일정하게 평균 6:4 남녀 
성비 비율을 유지했다. 《동아일보》 1961.5.29. ; 특히 1966년 평화봉사단 5차 의회연보
는 평화봉사단의 첫 5년을 검토하면서 평화봉사단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지원자 
중 60%는 남성이었으며, 96%는 대학교육을 받았고 90%는 대학졸업장 소지자, 85%는 
인문학계열의 전공자였다. 지원자의 평균 나이는 24.1세였으며, 1965년에는 50세 이상
의 지원자는 약 249명 정도가 있었다. RG 490, 5th Annual Report to Congress, 
1967, p. 19. 

139) 예컨대, 1966년 8월 31일자로 파악된 파한대기 요원 및 훈련요원은 총 166 명이었으
나 실제 파견된 인원은 100명이었다. RG 490 “Congressional Presentation FY1967 
– 9/1966 Update,” Sept 15, 1966.

140) 시험과정에서는 지원자의 높은 업무 능력과 언어적 소질 또한 중요한 조건이었으며 
해외 거주경험자나 지역학에서 역사·문화 전공자들이 우대를 받았다. 농산·축산, 보건·
영양·보육, 기계학 또는 공학, 영어, 또는 교육 등 특정 분야 지원자는 각 분야에 대한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비원어민 출신 영어교육 분야 지원자는 영어시험도 응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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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과 (2) 근무 중 보충교육(In-Service Training)을 받았다. 1966

년 9월 K-1부터 1972년 2월 K-21까지 총 806명의 단원들은 미국 하

와이 주 힐로(Hilo)를 비롯하여 미국 전국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12주간

의 기본훈련을 마치고 내한했다.141) 한국에 파견된 단원들은 약 1주간의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훈련담당부서(Training Office)에 의해 각

각 근무지로 배정되었다. 훈련 도중 또는 종료 후 자의·타의로 훈련과정

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탈락되어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다른 분야에 다시 

지원하도록 훈련계획이 추진되었다.142) 미 평화봉사단의 첫 5년

(1961~1966) 동안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원했으나 이들 중 약 

16% 정도만 훈련과정에 투입되었으며 그 중 75%~80% 정도의 단원들

만 근무지에 파견되었다.143) 근무지에 배정된 주한 미 평화봉사단원들은 

업무 시작 후 6개월 및 12개월 분기마다 각각 1회씩 직무 관련 보수교

육을 받도록 규칙이 정해졌다. 이들은 주로 청주, 춘천, 전주 등지의 민

간 시설에서 약 2주간(100~120 시간)의 기본훈련과 동일한 과목의 교

육을 받았다. 

  미 평화봉사단은 연세대학교 출신 언어정보원과 하와이대학에서 유학

을 하고 있는 한국인을 단원 훈련과정에 중용했으며, 한태동 교수가 한

국인 훈련요원들을 총괄했다.144) 이들은 한국에 파견될 단원들의 한국어 

다. RG 490, 1st Annual Report Peace Corps, 1962, p. 10. 
141) 한국 파견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400 시간), 한국의 문화와 생활관습(50 시간), 

실기 및 실습(200 시간)과 특별강의(10 시간) 등으로 총 66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았
다.

142) 훈련비용은 1인당 450~500불 정도로 추산된다. 문교부, 1981, 앞 자료, 18~20쪽. 
143) 문교부, 1981 앞 자료, 57~59쪽. 
144) 하와이대학 한국인 유학생을 주로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및 관습에 대한 

훈련교육을 추진했다. K-1 인적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Korea 1 booklet,” the University of Hawaii Peace Corps Training Center Hilo, 
Hawaii, pp. 10~29. ; 당시 한태동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었
으며, 한국인 요원 중 한국 대학 교수직에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훈련요원들은 대부
분 영어·한국어 관련 언어학적 학문배경 또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졌
거나 하와이대학에서 테솔 교수법(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이하 TESOL) 석사학위를 받은 요원들이 언어정보원(language 
informant)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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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고 한국생활에 대해 가르쳤

다. 그러나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장 케빈 오도넬(Kevin O’Donnell)145)

은 고등학교 영어교육을 담당한 K-1진의 활동을 계기로 한국인 유학생

보다 한국 현지인을 훈련요원으로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오도넬은 연세

대학교 한국어학당과 계약을 맺고 연세대학교로부터 1967년부터 단원들

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교육단을 결단·파견 받아 단원의 한국어

훈련계획을 추진했다.146)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교육계획은 평화봉사

단 활동의 부수 효과로 창출된 사업이었으며, 현재 북미지역 한국어·한

국학 교육과정의 발전에 일조한 사업 중에 하나로 평가된다.147)  

  2대 단장 잭 번(Jack Vaughn)은 한미 간의 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도

넬 단장을 한국파견단장으로 내정하고 브라운 주한미대사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오도넬은 1966년 5월 29일에 내한하여 서울에서 주한 미 평화

봉사단 본부 사무소를 설치하고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을 맞이할 준

비에 착수했다.148)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부서 책임

자(부장) 및 지역구 단장 전원을 평화봉사단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미

국인으로 채용했다. 그 아래 과장급 보좌관과 일반직원은 한국인·미국인

으로 혼합 구성되었다.149) 

145) 오도넬 단장은 태국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아틀라스’(Atlas Alloys)라는 작은 철강회사를 운영했다. “수신 외무
부·문교부 장관, 발신 주미대사,” 1966년 3월 23일,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
정, 1966》, 133쪽.

146) 《동아일보》 1967.7.4. 
147) Michael Finch, 2012 “Castaways, Missionaries and Diplomats: an Overview 

of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in the West,” 《언어와 문화』》 8(1), pp. 201~203. 

148) 「미평화군단 오씨 내한」 《경향신문》 1966.5.30. ; 「미국 평화봉사단 9월에 내한, 선
발대원 이미 도착」 《조선일보》 1966.5.31. ; 「미평화군단 한국파견대장 오다넬 씨」 《동
아일보》 1966.6.2.

149) 오도넬과 함께 근무한 부단장 로렌 콕스(Loren Cox)는 1963년에서 1965년까지 나이
지리아에서 농촌개발 사업의 평화봉사단 단장으로, 1965년에서 1966년까지는 워싱턴 
본부 프로그램 검토요원(Program Review Officer)으로 근무했다. “수신 외무부·문교부 
장관, 발신 주미대사,” 1966년 3월 23일,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1966》, 
133쪽.;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Korea 1 Booklet,” University of Hawaii Peace Corps Training 
Center Hilo, Hawaii, pp.77~79. ; 1970년경부터 업무의 성격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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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교부와 주한 미 평화봉사단 서울 본부 당국은 K-1진의 활동이 어려

움에 봉착하자 새로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다. 새 프로그

램의 편성은 서울 본부 직원편제에 변동을 가져왔다. 몇몇 한국인 대학

교수들은 교육담당부서 TESOL 영어교육부장의 협동요원으로 초빙되어 

미국인만으로 구성되었던 주요 간부직에 취임했다. 이것은 한국 현지인

들이 자체적인 운영권을 취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주한 미 평화봉

사단 서울 본부는 서울의 대학교수 몇 명의 주도 하에 문교부와 공동으

로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병행하고 단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1972년 K-22진부

터 주한 미 평화봉사단원의 훈련장소를 한국 현지로 이전시키고 한국인

으로 훈련요원과 직원들을 대체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평화봉사단의 한국 

활동의 주도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2. 영어교육 및 공중보건관리 활동 (1966~1981)

  주한 미 평화봉사단에 거는 한·미 양국의 기대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

발 및 ‘근대화’ 지향이 미국의 영향력 확장욕구와 교차하면서 높아졌다. 

미 평화봉사단의 교육 및 공중보건 프로그램은 1960년대 이전부터 미국

이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줄곧 활용해온 헤게모니 확장 방식이었다.150) 

예컨대, 미국은 1950년대에 진행된 포인트 포(Point IV) 기술원조 사업

울 본부 부장급 또는 지역구 단장 등의 자리를 점차 한국인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1975년경부터는 부단장의 직제를 없애고 지역 지부의 수를 줄이거나 또는 서울 본부에 
병합시키는 한편, 대부분의 직원을 한국인으로 충원하였으며, 1978년 이후에는 단장을 
포함하여 미국인은 2〜3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문교부, 1981 앞 자료, 10쪽. 

150) 1950년대부터 미국은 릴리엔설(David Lilienthal)이 이끌었던 TVA 사업의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Program)’과 포인트 포(Point IV) 사업을 연동해서 
저개발국의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했다. 미국의 저개발국 근대화 정책은 농업, 공중보건,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었다. 한봉석, 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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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농촌지역으로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현지인들과의 접

촉을 추구했다. 특히 평화봉사단이 차용한 ‘피플-투-피플’ 프로그램도 

제3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개발과 연동된 사

업이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기술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 원조수혜

국에 친미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선도하고자 했다. 미 평화봉사단은 미국

의 문화적 영향권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의 정책적 추구를 계승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공중위생 및 인구증가 문제, 인력 개발문제, 식량공

급 문제 등의 만성적인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파견 협상과정에서 산업화 증진과 농업생산량 증가, 

인력개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청년세대가 양성될 필

요성을 제기하여 평화봉사단의 인력이 한국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

는 적절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평

화봉사단 파견 협상과정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었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파한이 성사된 이후에도 평화봉사단을 정치적

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또한 실제 활동에서 한국 정부는 운영의 제반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평화봉사단에 의존하거나 방치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만함은 평화봉사단이 한국의 경제개발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상

반된 태도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과 존립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

다.   

(1) 영어교육 

   한국 교육을 총괄한 문교부는 한국 영어교육의 실태를 매우 비관적으

로 진단했다. 한국은 영어 과목을 1948년 단정수립 이후부터 전국 중학

교에서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 교육체계는 상급학교 

진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유리한 교육방식을 선호하여 진학

시험에서 필요한 영어읽기, 쓰기에만 치중했다. 이러한 교육방식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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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자 한국 정부는 대학 수준에서 영어회화를 별도 과목으로 마련하

여 영어교육을 전화시키고자 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 영어

교육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은 주로 영어교육 분야

에 종사했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

국에 파견될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영어교육 분야에 인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을 영어교육에 투입시킬 계획

을 마련했다.151) 평화봉사단을 유치하면 미국 현지인(Native Speaker) 

단원들을 활용하여 한국 영어교육의 저조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한국의 영어교육 체

계를 개선하여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동력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했다. 영어교육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전체 활동에

서 가장 특징적인 활동분야 중 하나였다.  

  1차 활동기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1) 고등학교, (2) 중학교 (3) 대학 

영어 (4)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었으며, 2차 활동기부터는 

중학교 및 대학 영어 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이었다.152) 1966년에 처음 

파견된 100명의 K-1진 단원 중 65명은 고등학교 영어교사(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로 배정되어 고등학교에 배정

되어 학생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다. K-1진 단원들은 영어

교육과 한국 교육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의했다.153) 단원들

을 배정받은 학교는 일반 한국인 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교과서로 평화봉

151)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은 문법 위주의 문어영어(Written English)에 대한 지식만 제공
할 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회화 능력, 즉 구어영어(Spoken English)에 대한 부
분은 간과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었다. 문교부, 1981 앞 자료, 12~15쪽.

152) 이외에도 (1) 실업 영어교육 (2) 성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153) 문교부는 배정지역을 전국 지방교육위원회 단위로 설정하여 지방학교소위원회를 통해 

시·군(읍)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인문계, 실업계 등 각 학교별 요구에 따라 평화봉사단원
을 배정하고 동일한 배정교내에서 2년간의 근무기한을 마치도록 했다. 1966년부터 일
부 지방에서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영어교사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수시로 평화봉사단
원들과 접촉했으나 1970년까지는 일정한 계획이나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개인적인 
모임의 수준으로 지속성이 없었다. 나건석 외, 1981, 《미국 평화봉사단의 한국 교육분
야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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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원들에게 단독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1차 활동기부터 미 평화봉

사단은 한국의 기계적인 교육체계를 재정비하고 창의적 사고를 지닌 학

생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주

한 미 평화봉사단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교재활용 및 반편성 문제, 단

원들의 비효율적인 활용방법 등 실질적인 운영문제들을 직면했으며 2차 

활동기에서야 체계화될 수 있었다. K-1진 단원들의 영어교육 활동은 특

히 평화봉사단과 한국 정부 양측이 단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

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으며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영어 교육 사업으

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1차 활동기 단원들은 교육현장에 대한 실전경험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었다. 현

지 학생·교사들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는 단

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고충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와 같이 K-1진 활

동의 문제들은 ‘외국인 무용론’이 도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154) 이를 

계기로 관계당국자들은 고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155)

  문교부와 주한 미 평화봉사단 서울 본부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폐지

하고 곧바로 중학교·대학 프로그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학교 프로

그램은 1967~8년에 K-2~K-5진을 배정하면서 개시했다. 중학교 프로

그램은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문법 중심 수업을 탈피한 회화 중심의 수업

을 진행했으며 한국 교사의 책임 하에 단원들을 배정하여 단독수업·공동

수업 등을 진행하며 수업형태에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중학교 프로그

램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와 서울본부 당국은 

1968년 1월에서 1970년 2월까지 중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학교 프로그램에 인원배정을 중단시켰다.156) 문

교부는 1970년 2월 K-12진의 파한을 기점으로 중학교 프로그램에 또 

154) 김선미, 2016, 앞 논문, 511~512쪽. 
155) 문교부, 1981 앞 자료, 27~28쪽. 
156) 위 자료, 29~3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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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변화를 시도했다. 협동수업의 형태로 재개한 중학교 프로그램은 

1980년 7월까지 일정한 내용수정 및 보안을 제외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

은 채 지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1차 활동기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시행

착오가 반복되었다.  

  대학 프로그램은 2차 활동기에 영어교육 사업이 비교적 안정기로 접

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대학 프로그램은 1967년 10월경 서

울의 언어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어학실습협회가 서울 본부에 대학에 

단원들을 활용할 것을 제의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

와 서울 본부는 연세대학교의 나건석 교수를 비롯한 몇 명의 대학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다. 기존에 

고등학교 프로그램 활동을 했던 K-1진 단원들 중 약 26명은 시간강사

로 서울 시내 또는 지방 대학에서 활동하여 고등학교 프로그램 보다 좋

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선례는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기대

를 불러왔고 대학 프로그램은 1969년 1월에 K-7, K-8진을 배정하면서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157) 

  대학 프로그램의 단원 배정절차는 서울 본부가 지정한 자문위원이 각 

대학 관계교수들을 접촉하고 문교부와 배정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

었다. 아주 드문 예로 영문학, 미국문화, 프랑스어 또는 러시아어를 가르

치는 단원들도 있었다. 대학 프로그램에 배정된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영

어회화 담당자가 많았기 때문에 (1)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2) 일반대

학 영문학과 교직과목, (3) 기타 상대로 법대, 의대 등 졸업 후 영어사용

빈도수가 많은 근무지로 배정되었다. 단원이 사범대학에 배정된 경우, 

교수법 지도를 요구하는 곳도 많았다. 서울과 지방 대학의 배정비율은 

65:35 정도로 서울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학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담당교수와의 협의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

었지만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비해 단원들에게 비교적 많은 자율성이 

부과되었으며, 이전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비해 단원들의 전공분야

157) 문교부, 1981 앞 자료,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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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력과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원들의 활용효과

가 컸다. 그러나 대학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

을 안정시키기보다 몇몇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주한 미 평화봉

사단을 철회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며 활동존립에 위기를 가져왔다. 

  첫째, 한국 정부와 미 평화봉사단의 상이한 목표는 활동 운영에 제약

을 가했다. 이것은 양측이 주도권을 취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

했기 때문이다. 사업 계획 및 개발, 단원의 선발, 활동지역 답사, 단원 

기술 및 사기지원 담당 등 제반의 문제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으

나,158)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설정한 영어교육 활동의 목표는 추상적이

고 단순했다.159) K-1진의 고등학교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중·대

학교에서 진행할 새로운 영어교육 프로그램 모색을 위해 작성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1968년도 TESOL 보고서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서울

본부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역설적이게도, 평화봉사단의 목표는 문교부의 입장보다 불명확했다. 우

리는 목표문제를 공식적인 프로그램 비망록(Program Memorandum)의 

수준에서 엄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또한 주한평화봉사단 직원들에게 목표

를 다듬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임시적 운영원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단원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에만 몰두했다.”160)

서울 본부는 초반에 한국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제외하면 영어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161) 서울 

158)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An Evaluative Study of the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June, 1975, Seoul, Korea, pp. 99~100.

159) (1) 생존하기 (2) 생산적인 교육 환경에 있기 (3)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교수능력 향상 
돕기 (4) 전반적인 영어교수법 개선에 대해 노력하기 (5) 구어영어 사용 권장하기 등이 
그것이었다.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Korea Program Memorandum 1967-1972”, pp. 17~18. 

160)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Robert Greenway et al., “Peace Corps TESOL in Korea, Report of 
January, 1968 TESOL Feasibility Survey Team”,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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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무 당국의 피상적인 활동 목표가 활동의 저조한 성과의 원인 중 하나

로 작용했으나, 서울 본부는 한국 정부의 지원 부족을 탓하며 그나마 거

둔 소정의 성과를 자찬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

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162) 한국 정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과 연관된 부서들이 시행한 일련의 활동조사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다.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조사가 

총 11차례나 진행되었지만 한국 정부의 운영개선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채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지속되었다.163) 평화봉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는 애초에 크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미국인 단원들을 활용하는 방식과 느슨한 지침은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미국인 단원들은 

누구든지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한국 대학에서 강사요원으로 근

무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원들은 학

생 및 학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평화봉사단의 일방적인 규정에 의해 언제

든지 사임이 가능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타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는 개념을 따라 학기 도중에 근무지를 옮기는 무책임한 행위를 보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평화봉사단의 일방적인 규정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외국인 강사의 희소가치를 인식한 단원들은 소정의 절차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하고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단원과 접촉하여 무단으로 근무

지를 교환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다.164) 다른 분야의 단원들도 공식

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지를 교환할 기회를 엿보는 경우가 빈번했

다. 단원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활동 운영에 혼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 정부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원들의 돌발행동을 묵인하는 

161) Editorial, 《여보세요》 Feb. 1968, p. 2.
162) ibid., pp. 12~13. 
163) 평화봉사단 워싱턴본부, 서울본부, 한국정부, 한국 민간기관 등이 합작하여 표준화된 

조사가 아닌 개별적 차원에서 진척된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Hahn 
Bae-ho, Ko Ung-rin, Lee Hong-Woo, Kim Han-Kyoung, “An Evaluative Study 
of the Peace Corps Program in Korea”June, 1975, Seoul, Korea,, p. 108. 

164) 나건석 외, 1981 앞 자료, 4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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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인 단원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자국의 교육체계를 개

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1970년 7월 오도넬은 한국의 영어교육

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존적 태도를 문제시했다. 그에 따

르면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는다

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일선 학교에 배치된 미국인 단원을 교

육적인 목표에서 활용하기보다 ‘트로피를 간직하듯’ 단원이 배치된 학교

의 전시효과용으로만 인식·활용하는 폐단을 범하기도 했다. “중학서 대

학까지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회화를 못하는 것은 무언가 교육상

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 행정가들은 2차 활동기에 접어들어

서야 한국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인 노력을 가하기 시작했지

만,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단원들의 지원보다는 한국교육자들

이 스스로 힘써 해결할 문제”로 각인되었다.165) 

  미 의회와 워싱턴 본부는 대학 프로그램의 외국인 강사 활용법을 악용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자 한국으로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미 당국

은 한국이 외국인 강사 요원을 자체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한국인 중에서도 외국에서 수학한 인원이 축척되고 있었기 때문

에 기초과목 부문은 한국인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영어교육 파

견을 철회하고자 했다. 서울 본부는 교사연수(Teacher Training) 프로

그램의 강화라는 명목 아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원

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나머지 1년을 대학에서 근무하

게 하는 편법을 마련했으나 당국의 압박으로 영어교육 사업은 결국 

1980년 7월에 중단되었다.166)

165) 「離任하는 美平和봉사團長 오다넬씨 사랑과 봉사로 理解의 씨 심어」 《동아일보》 
1970.7.22. 

166) 대학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평화봉사단 서울 본부는 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영어교
육분야 평화봉사단원의 활용요강을 일부 수정했다. 중학교 단원의 근무 1년차에는 중학
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같이 협동수업을 하고 방학 중에는 각 지역대학 또는 교육위원회
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어교육행사에 견습을 겸한 실습을 하여 경험을 쌓도록 했다. 근
무 2년차에는 각자의 능력, 경험 및 희망을 참작하여 대학, 중등교사 연수소, 또는 기타 
교육분야에 재배정될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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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보건관리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도시를 중심으로 인력개발의 차원에서 진행되었

다면, 공중보건 프로그램은 농촌에서 미국식 ‘근대화’ 개념을 불어넣어 

한국인들이 한국의 후진성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사회적 변화를 자극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 본부가 1972년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 

평가비망록에서 가장 강조한 문제는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공

중보건 및 위생관리 문제였다.167)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협상단계에서

부터 공중보건계획에 대한 구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부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지부 평화봉사단장 로스 프리차드는 1966년 말 방한 

당시 정희섭 보건사회부 장관과 한국 농촌에서 산전산후처리, 기본영양 

공급과 가족계획 관리 사업 및 집안위생과 공중위생관리 사업 등의 활동

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의했다.168) 

  보건사회부는 5개년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1,334 곳에 면 

단위의 보건소를 설치하고 공공의료 시설로 기능하도록 설정했다. 보건

사회부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일정한 인력이 요구되었으며 주한 미 평

화봉사단의 공중보건 사업은 보건사회부에게 적절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169)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보건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1967년 12

월에 공중보건 분야 업무로 배정된 K-4진 단원들을 파견하고 1968년 1

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중보건 분야의 활동을 시작했다.170) 

한 각 대학 영어영문학과로서 학생들에게 교직과목을 복수시켜 중등영어교사 자격을 부
여하는 곳을 의미했다. 서울시내 지역은 제외하고 이외에 특별한 경우 개인의 특성 또
는 신상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 직종에도 배정될 수 있었다. 문교부, 1981 앞 자료, 
46~47쪽.   

167)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Korea Program Memorandum 1967-1972”, USC Library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pp. 23~24.

168) 「내년도 한국서 보건계획」 《매일경제》 1966.12.30. 
169)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Korea Program Memorandum 1967-1972”, pp. 11~12. 
170) 「일진 69명 내한 미평화봉사단원」 《동아일보》 196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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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프로그램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활동목적과 활동분야

가 명확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농촌 

지역의 공중위생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한국의 가족계획관리 사

업을 조력하는 것이었다. 초기 공중보건 활동은 당대 한국 국민보건 상 

가장 큰 난제였던 결핵관리 및 퇴치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1970년

대에는 나병관리, 장애자 특수교육, 모자보건관리 등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갔다. 

  결핵관리 업무는 매달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할당량의 타액(sputum) 

샘플 수집·기록문서 보관·의약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계획관

리 업무는 가족계획 후보원 모집·회부·피임약품 및 피임용구 배급·기록문

서 보관 등이 그것이었다. 활동 초기 일부 단원들이 환경위생 및 모자 

보건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으나 공중보건 사업은 1981년 7월까지 결핵관

리에 집중했으며 부차적으로 가족계획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프로그램도 영어교육과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를 시도

해야 했다. 특히 1차 활동기는 명확한 근무지침이나 활용요강이 마련되

지 않았다. 반복적인 시행착오는 당국과 단원들 간의 갈등을 촉진시켰

다. 보건사회부는 광범위한 재교육·모집으로 다기능적인 보건보조원을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의 계획이 1년 이상 실행에 옮겨지

지 않자 단원들도 크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171) 당시 한국 

정부는 1962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부터 보건체계를 재정비했지만 

실질적인 효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172) 실제로 1960년대 한국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실천이 미약했다. 특히 단원들이 파견된 농촌 지역은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이전의 공중

보건 체계에서부터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다기

능적 보건체계(multipurpose system)’로 전환하여 보건체계 개편을 시

171) Diane Stowe, “An Overview of the Health Program”, 《여보세요》  Nov, 1968, 
pp. 6, 13.

172) 김승희, 2015, 〈1969년 한국에서 발생한 콜레라를 통해서 본 생명권력과 그 한계〉 
《사회사상과 문화》 18(1),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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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으나, 오히려 단원들의 업무에 혼선을 가져왔다.173)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단원들의 근무형태는 다양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사실상 측정하기 어려웠다.174) 일부 단원들은 쥐 방제, 환자기록부 관리, 

출생아 체중측정기록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단원들은 변칙

적인 근무형태 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직면했다. 특히 공중보건 분야

에 처음으로 배치된 K-4와 K-6진 단원들은 직전에 파견된 K-1진 ~ 

K-3진 단원들과는 달리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인 직원들과

의 동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175) 또한 대부분의 공중보건 분야 

단원들은 전문성을 결여했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이들은 의학·보

건 관련 전공여부나 보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4년제 

일반대학을 수료한 미국인이면 누구나 응모·참여할 자격이 주어졌고, 기

본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보건관계 지식이 보건 소양의 전부인 경우가 태

반이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공중보건 담당 단원들의 자격과 능력을 잘못 판

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원들은 무의촌지대 면사무소에 단원을 배정되

어 응급환자의 구급 처치를 비롯한 일반 의료업무, 보건교육, 환경위생 

등 업무수행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전염병 환자의 삭출 및 방역

사업 등 근무지역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었다.176) 실무경험

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단원들이 한국인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은 무리였다.  

  공중보건 프로그램은 몇 개월이 지나 처음 배정되었던 공중보건 담당 

단원 100여 명 중 약 40명이 언어장벽·근무의욕 저하·개인건강 문제·한

국문화 적응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기귀국하고 약 12명이 

타 부처로 직무 변경하는 등 과반수가 공중보건 분야에서 이탈하는 지경

173) Linda Clark, “Korea VI Conference Report,” 《여보세요》  July, 1968, p. 10.
174) John Carter, “Health Program: Problems and Prospects,” 《여보세요》 Sept, 

1968, p. 3.
175) ibid., p. 4.
176) 문교부, 1981 앞 자료, 84쪽.



- 63 -

까지 이르렀다.177) 보건사회부와 서울 본부 당국은 1차 활동기의 문제들

을 직시하게 되면서 1970년 7월 K-13진이 입국하기 직전에 공중보건 

분야 단원들의 활용요강과 근무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당국은 단원들을 

전국적으로 결핵사업을 전담하는 시·군·면 등의 각 지역 보건소 또는 협

회·연구소 등의 기타 보건관계 기관에 파견하여 한국인 요원들의 협동직

원으로 근무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다.178) 2차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부터 공중보건 분야는 매년 평균 20~30명의 인원이 충원되었다.179) 공

중보건 프로그램은 1974년 6월부터 소규모의 나병 관리업무도 시행했

다. 주요 사업인 결핵관리 프로그램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공중보건 

프로그램이 철수하는 1981년 7월까지 유지되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한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했다.180) 그러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 

예산을 보여주는 <표 2>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활동유치 분담금은 오

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활동을 개선하

기 위해 진행되었던 일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평화봉사단의 유지를 위

해 요구되는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며 단원들의 지원요구를 사실상 묵살

한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단순히 수치적 성과만 

바라는 ‘한국의 관료 문화’가 자신들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단원들의 

지적도 있었다.181) 

  한국 정부가 단원들에게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

실은 1966~1967년 한국 정부와 미 평화봉사단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177) 문교부, 1981 앞 자료, 85쪽.
178) 위 자료, 84쪽.
179) 위 자료, 85쪽.
180)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An Evaluative Study of the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June, 1975, Seoul, Korea, p. 101.

181)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ace Corps Korea 
Collections, Hahn Bae-ho, Ko Ung-rin, Lee Hong-Woo, Kim Han-Kyoung, “An 
Evaluative Study of the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June, 1975, Seoul, 
Korea,, p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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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1966년 9월 한미정부 간에 체결된〈미국 평

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명기되어있다. 한국 정부

는 미 평화봉사단과 공중보건 사업을 앞두고 체결한 협약 “Part VII 

Commitment of the Ministry” 조항 (b) 항목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물질적 지원을 공급할 것을 약조했으나182) 오히려 활동에 필요

한 지원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한국 정부가 한국 

사회의 개혁을 선도하기보다 평화봉사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돌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평화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논의를 보여

주는 문서자료가 소략하다는 점도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

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 본부와 한국 정부 간

의 의사전달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면서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존립은 흔들리게 되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유지가 어

려워지게 되자 단원들은 주한 미 평화봉사단 활동의 지속(feasibility) 문

제를 제기하기까지 되었다.183) 

  미 평화봉사단의 예산 삭감결정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유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미 의회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았고 한국이 평화봉사단의 인

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조’, 자급자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1970년대부터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철수를 요구해온 미국은 

1981년 초반기 미국 레이건(Reagan)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ACTION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184) 흔들렸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1980년 7월 교육 분야, 1981년 공중보건 분야가 철수하면서 종

결지었다.185) 

182) 외무부, 1998 《외교문서: 양자조약-항공·우편·사중 (1986-67) : 한·미간의 평화봉사단 
협정〉》“Memorandum :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Peace Corps for the Initiation of the Peace Corps” 1967.5.4., pp. 29~36,

183) PC-Korea 활동은 평화봉사단의 목표와 현장의 현실이 불일치하다고 비판하는 내용
을 담은 사설이 있다. 《여보세요》 April 1969, p. 10. 

184) 문교부, 1981 앞 자료,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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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사업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

다. 그러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활동 초기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개선

하며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활동 내내 

제기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일찍부터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존폐여부가 상정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주한 미 평화

봉사단의 철폐는 예견된 것이었다. 요컨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핵심

은 그 활동 자체보다는 한·미간의 제휴 관계를 강화하는 파견구상 단계

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의미에 있었다. 

3.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의 인식

  1966년 9월 19일 《동아일보》 사설 「미국의 정신을 심는 평화군

단」은 당대까지 이루어졌던 미국의 대한원조의 성과를 상기함과 동시에 

평화봉사단 파한을 발판으로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한국 활동에 대한 기

대감을 표현한다. 초기 파견국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한국은 다른 제3세

계 후진국으로부터 “양키 고 홈!”으로 대표되는 반미주의와 고투하는 평

화봉사단을 지켜보았다.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평화봉사단의 활동이 “미

국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 “위선적이고 상대국을 경멸하는”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봉사단 파한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은 평

화봉사단에 대한 한미 양국의 기대가 높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

나 미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의 협상 단계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단원들은 실제 활동에서 ‘어글리 아메리

칸’ 담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물질보다 정

신적으로”라는 구호의 포부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186) 

185) 문교부, 1981 앞 자료, 95쪽. 
186) 「미국의 정신을 심는 평화군단」 《동아일보》 196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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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규모와 활동범위가 잇따라 확장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단원들의 시선, 역으로 단원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은 

다양해졌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단원들을 현재까지 축적된 주한 미군과

의 교류를 기준으로 상대했으며, 단원들은 한국인들이 항상 수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한국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던 단원들은 각종 질

병과 건강문제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뎌야했다. 또한 

단원들은 한국 체류시간이 지나면서 훈련과정에서 받은 교육이 불충분하

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봉사단의 존립과 자신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회

의감을 표출했다. 연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원들은 베트남 문제, 한

국 사회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이 가중되었다. 

(1) 베트남 문제

  단원들과 베트남의 관계는 미 평화봉사단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문

제였다. 당시 미국 국내 대학생을 비롯한 미국의 젊은 청년층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의식을 점점 강화했으며, 베트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단원들도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파한과 활동은 박정희 

정권이 한국군 파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에 공

조하여 ‘도미노 효과’처럼 진행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자 

워싱턴 본부를 시작으로 미 평화봉사단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베트

남 개입은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계기였던 한편, 평화봉사단

이 이상주의의 외피를 벗으면서 단원들을 억압하는 양상을 창출했다. 특

히 워싱턴 본부는 베트남 문제를 둘러싼 단원들의 정치적 표현과 현장의 

경험으로 미국의 대외활동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단원들과 마찰을 일으

켜 강경한 비정치화 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한 미 평화봉

사단에서도 서울 본부와 단원들 간의 주된 갈등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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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문제는 단원들의 징집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은 대부분이 징병대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많은 단원들은 대학생 시기에 파병 

반대시위에 참여한 이력을 가졌는데 몇몇 단원들의 회고록 및 구술 자료

에 의하면 베트남 파병을 회피하거나 징병 대신 대체복무를 위해 평화봉

사단에 지원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징집 문제는 1960년대 내내 제기

된 미국의 결정적인 정치적 쟁점이었으나 워싱턴 본부는 1960년대 중후

반까지도 베트남 문제에 대해 냉담했다. 

  베트남 및 징집 문제는 활동 내내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자체 발행한 

월간지 《여보세요》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187) 단원들은 《여보

세요》에 주기적으로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반대하는 글을 실었는데, 여

기에는 평화봉사단을 미국 대외정책의 종속기관으로 이해하는 글도 종종 

등장했다. 모든 단원들이 동일한 인식 수준을 보이지 않았지만 반전(反

戰)의식을 가진 단원들의 수는 상당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데에는 단원 출신 학

생들과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 평화봉사단이 창단 단계에서부터 지식

인들의 자문에 크게 의존한 것을 상기하면, 대학생·지식인층이 평화봉사

단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여보세

요》에 실린 커밍스와 윈드밀러의 글은 주한 미 평화봉사단원들이 미국

의 대외 정책의 일부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했

을 뿐 아니라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존폐전망까지 진단하여 당시 활동한 

단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외교학 교수 윈드밀러(Marshall Windmiller)는 

평화봉사단의 조직적 모순에 대해 비판적인 단원들을 옹호했다. 그는 단

원들을 억압하는 평화봉사단이 스스로 주창하는 인도주의적 목표와 달리 

187) 《여보세요》는 주한 평화봉사단 활동이 시작한 1966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단원들
에 의해 자체 발행된 월간지로, 단원들이 평화봉사단 내부 소식과 미국 국내·세계 뉴스
를 접하는 매개체 역할노릇을 했다. 또한 《여보세요》는 주한 평화봉사단 본부에 의해 
단원들의 논의를 확인하고 단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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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188) 윈드밀러는 특히 

미국 정부가 평화봉사단을 “학생 활동가들의 아기놀이터(playpen)”로 삼

아 단원들이 베트남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가두었다고 주장했다. 미 

평화봉사단이 개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원들의 기대를 받

으며 성장했으나, 결국 “베트남 전쟁이라는 쓴 약에 당의를 입히는 꼴”

을 보이며 미국의 대외정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은 처음부터 단원들에게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하기

를 거부했다. 창단 직후 당국은 평화봉사단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여하

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잠복시키고자 했다면, 베트남 개입이 진행된 이후

에는 단원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1966년 3월 1일 

잭 번(Jack Hood Vaughn) 2대 단장의 취임은 순응적인 단원들을 모집

하여 평화봉사단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도록 위계구조를 확립

하는 계기였다. 번은 미 평화봉사단의 역할을 ‘창살의 끝’이라고 비유하

며 제3세계에서 ‘또 다른 베트남’의 발생을 방지하고 혁명을 막고자 했

다.189) 미국은 정치적인 중립성, 인도주의적인 ‘조용한 활동가’ 이미지를 

겸비한 단원이야말로 이상적인 단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

쟁과 평화봉사단의 공통된 사명감과 동적관계를 강조하는 담론을 구사하

는 한편, 단원들을 베트남 문제로부터 우회시키고자 한 것이다.190)  미 

평화봉사단은 파한이 성사된 이후로 더 이상 초창기에 선전한 바와 같이 

‘변혁의 도구’가 아니라 ‘현상유지의 도구’, 즉, 반혁명적 기관으로 전락

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191)의 글도 평화봉사단의 정치적 모순

188) Marshall Windmiller, 「Peace Corps Under Scrutiny」 《여보세요》 May, 1968, 
pp. 1, 7, 9.

189) 「Excerpts From the President’s Remarks on Vietnam」 《The New York 
Times》 March 2, 1966, p. 3. ; 「New Director Says Peace Corps Role Is ‘Point 
of Lance’」 《The New York Times》 March 1, 1966, p. 11.

190) Geidel, 2015, op. cit., pp. 157~164.
191) 브루스 커밍스는 1967년~1968년까지 주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시카

고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커밍스는 1968년 7월호에 부인 보니 커밍스에 대한 
평화봉사단 워싱턴 본부의 비합리적인 처우에 실망하여 1968년 활동을 마무리 지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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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히 비판했다. 평화봉사단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상이한 활동을 추

진한다고 공표하면서도 미 국무부의 기관으로 기능한다는 지적이었다. 

커밍스는 당시 미 의회에서 평화봉사단에 대한 논의가 이를 증명한다고 

보았다. 평화봉사단은 1960년대 중반부터 미 의회의 예산삭감 논의의 

주요 대상 중 하나였다. 당시 미 의회는 베트남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미국에 협조적인 제3세계에서 반공제휴

를 강화하기 위해 평화봉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펼쳤다. 

  특히 미 의회는 평화봉사단을 병역기피의 기회로 삼거나, 반전운동을 

추진하는 매개로 삼아평화봉사단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했다.192) 이들이 미국의 대외활동에 타격을 가한다고 판단된 것이

다. 따라서 미 의회는 국내 빈곤퇴치 사업 뿐 아니라 평화봉사단의 예산

을 삭감하고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자 했다.193) 

  미 평화봉사단은 평화봉사단이 미국의 베트남 정책과 연동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평화봉사단이 병역 기피자(draft dodgers)들에 의해 악용

되거나 베트남 반전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를 부단히 경계했다. 이

에 따라 미 평화봉사단은 병역기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미 의회의 압박

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194) 커밍스에 따르면, 이것은 평화봉사단이 미

국의 대외정책 전체를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는 단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 평화봉사단이 미국 정부에 종속된 기관이었고, 냉전 

속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조치였다. 커밍스는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평화봉사단

며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봉사단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이기 시작한다. 커밍스
는 1969년 1월호에 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학회(East Asia Institute) 및 한국정치사 프
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한다. 

192) 「House Draft Bill Affects Doctors」 《The New York Times》 May 28, 1967, p. 
33.; 「92 in Peace Corps Told To Drop Plea」 《The New York Times》 June 14, 
1967, p. 3.

193) 「Vote of the Week in Congress」 《The New York Times》 Nov. 27, 1967, p. 
51.

194) Geidel, 2015, ibid.,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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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성격의 활동들이 미국의 현실정치력(realpolitik)을 축소시키

는 데 실패”했듯이 평화봉사단도 다를 것이 없으리라 전망했다.195) 

  미 평화봉사단은 미국의 베트남 반전운동이 절정에 다다면서 단원들의 

‘언론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며 더욱 위계적으로 변모했다. 특

히 단원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의도는 3대 단장 조셉 블래치포드

(Joseph Blatchford)가 잭 번 단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다음부터 더욱 노

골적으로 표면화되었다. 1970년부터 블래치포드는 평화봉사단 직원 및 

단원들이 어떤 정파와도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비정치적 위상을 재차 

강요하면서 평화봉사단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196) 미 

평화봉사단은 이와 같이 단원들에게 비정치성을 기본원칙으로 강요했으

나, 기존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상반되는 정부기관의 위계구조와 

정치적 색채를 드러냈다. 당국은 단원들에 대한 강요가 위계적인 정치적 

색채를 드러낸다는 모순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단원들은 처음부터 평화봉사단이 원하는 ‘순응적인 단원’의 틀

에 포섭될 수 없었다. 평화봉사단의 운용방식에 대한 단원들의 회의감은 

증폭되어 평화봉사단의 모순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평화봉사단은 ‘융통성’(flexibility) 개념을 강조한다. ‘융통성’은 불가피함

을 받아들이고, 변명 없이 용납하며, 달갑지 않음은 적응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융통성 개념은 단순한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다. [...] 그러나 평화

봉사단의 ‘융통성’에 대한 역설은 정밀하게 보면 유순함(docility), 평범함

(mediocrity), 순응(conformity)으로 들린다. 불복의 역학(dynamics of 

discontent)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다.”(강조 필자)197)   

1966년부터 평화봉사단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단원들은 ‘귀환

195) Peter Lomhoff 《여보세요》  편집위원, 「Peace Corps Unburdened」 《여보세요》 
Dec, 1967, pp. 3~4, 6 ; Bruce Cumings, 「Peace Corps Reburdened」 《여보세요》 
Feb, 1968. 

196) ‘정치화되는 평화봉사단’이라는 테마로 발간된 《여보세요》 August, 1970 참고.
197) 《여보세요》 April 196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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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위원회(Committee of Returned Volunteers, 이하 CRV)’를 조직하

여 ‘융통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비정치적이며 순응적인 성격을 강요하

는 미 평화봉사단의 모순과 억압에 대항하고자 했다. 귀환단원위원회

(CRV)는 평화봉사단이 미국 제국주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미

국 대외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으며198) 미 평화봉사단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199)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귀환단원위원회의 시선을 공유했다.200)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미국의 대

외정책의 일부로 인식한 단원들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

면서 미 평화봉사단의 정체성과 활동, 존폐문제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

게 되었고201) 일부 단원들은 귀환단원위원회를 통해 평화봉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한 조직적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202)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 및 평화봉사단의 존립을 비난하는 단원

들의 행적은 평화봉사단이 한국 활동을 철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어글리 아메리칸’(Ugly American) 문제 

  미국인 단원들은 제3세계 개발과 근대화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이 필

수적이라고 인식하여 평화봉사단이 추진하는 활동을 낭만적으로 이해하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단원들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협소

한 미국인·미국 문화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198) Searles, 1997, op. cit., pp. 14~15.
199) 평화봉사단 워싱턴 본부는 평화봉사단에 대한 CRV의 비판 및 베트남 반전 레토릭을 

평화봉사단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선전 도구로 재활용하여 CRV활동의 한계를 드러냈
다. 자세한 내용은 Geidel, 2015, op. cit., pp. 178~180 참고. 

200) CRV는 개발주의적 골조에서 평화봉사단과 미국 대외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Geidel, 2015, op. cit., pp. 167~178 참고. 

201) 평화봉사단의 정체성과 활동을 둘러싼 쟁점, 미국인의 자체비판에 대해서는 《여보세
요》 Oct, 1968, pp. 6, 15 참고.

202) 「Returned PCV’s Form Committee」 《여보세요》 Mar, 196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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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단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는 해방 직후부터 축적된 주한 미군

과의 경험을 내면화하여 반미적인 현상으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일부 단원들이 중도하차하는 계기가 되었던 

한편, 몇몇 단원들이 미국인의 자기성찰에서부터 한국의 비판적 대미인

식을 정당화·수용하기까지 그 경위를 보여주는 발판이기도 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은 한국 사회가 단원들의 내한을 호의적으

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면해야 했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이른

바 ‘와스프(WASP)’ 출신 대학졸업생들이었다.203) 이러한 배경에서 온 

단원들은 한국인의 문화, 생활양식 및 정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단

원들은 한국인과 미국인 단원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야기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길거리에 있는 한국인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오는 부담

감, 한국 사회와 직접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충격뿐 아니라 근무지에

서 한국인 직원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직무의 어려움은 단원들에게 벅

찬 과제였다. 즉, 단원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편협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가 이해하는 ‘미국’과 ‘미국인’의 표상은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미군들의 모습과 전쟁

을 전후로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원조 물자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위력적인 선전효과를 가져왔다. 이 중에서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

(Government Issue: GI)들은 한국인들이 미국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 기능했다. 그러나 미군 기지촌 주위뿐 아니라 한국 전역에 

미군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폭력과 횡포를 휘두르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한국 사회의 인식 속에 미군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195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미군’의 이미지는 점점 

‘퇴폐적인 저급문화의 미군’ 이미지로 대체되었으며 한국인들의 인식 속

에 ‘어글리 아메리칸’ 표상의 일부로 각인되었다. 

  일부 한국인들은 단원을 미군으로 혼동하기도 했다. 한국인들이 미국

203) 와스프(WASP)는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머리글자를 딴 조어(造語)로 앵
글로색슨계의 백인 신교도, 특히 미국 주류 사회의 지배 계급집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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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원과 미국 군인을 겉모습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K-3진 단원 출신 엘머(Donald Elmer)는 당시 서울의 길거리에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인인 자신도 미군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

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미국사람'하면서 저를 쫓아다닌 기억이 난다”라

고 회상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미국인 단원과 미군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

는 단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엘머는 그가 길을 걷다

가 어떤 사람이 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는 봉변을 겪었다고 상기했

다.204) 단원들은 이와 같이 경험한 한국인의 반감을 ‘반미주의

(anti-americanism)’라고 표현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의 근무의

욕 저하에 기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고 호소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단원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반미’(反美)가 아니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가 단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때 단원들이 주장하는 ‘반미’는 거시적인 의미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 사회의 ‘반미’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는 주로 한일협정 비준반대와 한·미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으로 국가

에 대한 비판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미’는 개개의 미

국인에 대한 반감으로도 강하게 작용했다. 즉, 단원들이 경험하는 한국

인의 ‘반미’는 이념으로써 반미주의보다는 사실상 산발적인 수준에서의 

인종차별적 접촉에 국한된 정서적 차원의 ‘반미’로 ‘어글리 아메리칸’의 

영향을 받아 미국인 또는 미국 문화를 치부하는 사고방식에 가까웠다. 

따라서 당시 한국 사회의 ‘반미’(反美)가 내포하는 의미는 제3세계에서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운동으로 발전하는 정치적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

고 단편적이면서 추상적인 담론적 차원의 비판에 머물러 있었다는 관점

이 타당할 것이다.205) 

204) Donald Eugene Elmer, K-3진 구술자료, 《미국 평화봉사단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억 
구술모음집》, 101쪽.  

205) 1950년대 한국사회의 반미주의에 대해서는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네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푸른역사, pp. 421~44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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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은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과 마주하기 이전까지 주로 미국인 

관광객, 미군, 혹은 특수파견근무원의 자격으로 내한한 미국인들의 ‘식민

주의적’ 태도를 경험했다.206) 이들에 대해 축적된 경험은 ‘미국’뿐 아니

라 ‘미국인’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미

군의 퇴폐적인 GI 문화에 대한 혐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타구니

에 일격을 당한 엘머도 자신이 당한 봉변이 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혐오

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인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인 단원들이 한국인의 정서적 반미를 ‘동양-서

양’이라는 이항대립구도에서 전자를 후진적인 것으로 단정 짓거나 이해

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인 단원들은 한국 사회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존재에 대해 익숙해지거나 자신과의 다름을 이해하려

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가 “‘다름’에 대한 태도를 두

려움과 조롱으로 표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207) 일부 단원들은 한

국 사회의 ‘반미’ 감정을 객관화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차이의 

귀결로써 인정하고자 했다. 예컨대, 베리(Brian Berry)는 한국인의 문화

를 비하하는 미국인 단원들의 태도를 ‘문화 제국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면

서 단원들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떠날 것을 제안하기

도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미국인 단원들에게 ‘쌍놈’ 또는 ‘원숭이다’라

고 퍼붓는 질타는 타당하다. 이는 한국의 오래된 민족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반미’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평가

했다.208) 

  로빈슨(Michael Robinson, K-7진)은 한국에서 미국인이라는 신분만

으로도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일정한 문화적 장벽이 세워진다고 지적

사회와 학생운동에서 ‘반미적 현상’ 또는 ‘반미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자료 참고. 오
제연, 2014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6) 커밍스는 자신이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인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 한국인들의 친절과 
대조되는 미국의 공식기관(대사관, 국제개발처, 군대 등)에서 근무하는 미국인들의 태도
를 신식민적이라고 지적했다. 백낙청, 브루스 커밍스, 김영희, 1992 〈세계사 속의 한국
전쟁과 통일한국〉 《창작과비평》 20 (1), 370쪽.

207) Jim Wilson, 「Another View of Korea」 《여보세요》 Dec, 1967, p. 5~6. 
208) Brian Berry, 「Nightmare」 《여보세요》 Jan, 1969,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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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미국인의 문화적 우월의식을 비난했다. 

“[한국인들은] 평화봉사단 수당·보건 정책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

지 못하며 평화봉사단원이 미군이나 미 대사관 직원과 동일한 특권을 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한국인이 주한평화봉사단 단원을 이와 

같이 표상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한국인을 비

난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한국인들은 한국전쟁부터 유래하는 ‘어글리 아

메리칸’의 역사에 빗대어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이다.”209) 

로빈슨은 미국인 단원들이 “학문적 관측자의 관점만으로 한국 사회의 결

함을 상투적으로 비판하기보다 한국 문화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 사회와

의] 장벽을 허물 것”을 권유했다.210) 그는 단원들이 지난 미군과 미 대

사관의 부적절한 행적이 초래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벗겨낼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들에게 한국의 ‘반

미’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지녔다. 이처럼 일부 단원들이 한국의 ‘반미’ 현상을 객관화하려는 시

도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풀뿌리 방식으로 어글리 아메리칸 상(像)을 

극복하려는 활동 의도가 실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을 상대로 언명되는 한국인의 ‘반미’ 현상은 한국 

사회의 배타성에 기인한 한편, 그 인식의 뿌리로 인종차별주의가 강하게 

연동되었다. 한국 사회는 주로 미군과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인이라는 

존재를 습득하여 이들의 인종주의관을 배양했다.211) 이로부터 한국인들

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혐오관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특히 피

209) Mike Robinson (K-7), 「Who Are We Trying to Kid?」 《여보세요》 Sept/Oct, 
1969, pp. 13~14.

210) 마이클 로빈슨(Michael Robinson)은 1968년~1971년 동안 주한 미 평화봉사단에서 
활동했으며 워싱턴-시애틀대학에서 동아시아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근대지성
사·문화사 교수로 재직했다. 

211) Seol Dong-Hoon, and Geon-Soo Han, 2004 “Foreign Migrant Workers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Korea,” Harvard Asia Quarterly 8(1): 45-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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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색깔이 검은 사람을 열등한 인종으로 대하는 인종주의적 태도를 흡수

했다. 

  미국인 단원들은 길거리를 다니다가 마주치는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상적으로 경험해야했다. 아이들이 길을 걷는 미국

인 단원을 둘러싸며 “원숭이, 원숭이”라고 놀리는 것은 일반적이었

다.212) 이중에서도 《경향신문》에 실린 커플로 단원의 인터뷰는 미국인

에 대한 한국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거리에서, 버스나 기차에서 혹은 백화점에서 나는 완전한 이방인을 느껴

야할 때가 많았다. 이런 곳에서 우리 외국인들은 물건이거나 구경감이 되

어버린다. "미국 놈 미국 놈 나쁜 새끼, 넘버 텐, 원숭이 같은 것들" 등등 

이곳에 차마 쓸 수 없는 욕들을 수근수근 우리에게 퍼붓는다. [...] 아이

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탄 소년들이 일부러 우리에

게 달려들기도 한다. [,..]”213) 

  

그러나 한국에서 활동한 흑인 단원들은 다른 수준의 ‘반미’를 경험해야

했다. 《여보세요》 1969년 2월호는 단원 램킨(Mattie Lampkin)이 흑

인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경험을 내용으로 한 기사를 담고 있

다.214) 한국에서 흑인 단원들은 백인 단원들보다 더 직접적이며 강한 인

종차별적 수모를 당했다. 여성 단원들 사이에서 한국을 ‘남성의 국가’라

고 칭하며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글들이 《여보세요》에 

기고되었으나215) 흑인 여성으로서 한국 생활을 이어가는 고초는 그 수

고에 몇 배나 되는 것이었다. 한국인이 흑인 단원에게 남발하는 ‘검둥

이’, ‘흑인’ 또는 ‘원숭이!’ ‘킹콩!’ 등 온갖 욕설과 반발은 흑인 단원들이 

미국 남부 백인들이 흑인을 부를 때 쓰는 ‘니거’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212) Gene Hillman, K-6진. 구술자료, 《미국평화봉사단 구술모음집》 160~161쪽.
213) 「韓國(한국)은 내 永遠(영원)한 꿈」 《경향신문》 1968.09.23
214) Mattie Lampkin, 「Three Strikes, But Not Out!」 《여보세요》 Feb, 1969, p. 12.
215) Diane Stowe, 「Is Korea Really a Man’s Society?」 《여보세요》 Oct, 1968, p. 12 

; Fischer, 1998, op. cit.,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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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부쳐(Ernie Butcher)는 흑인 인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

종적 편견이 미국 백인 문화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측했다.216) 여기에

서도 단원들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한국 고유문화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미국 백인·미군의 인종주의를 근거 없이 수입·수용한 결

과물로 인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 본부는 워싱턴 본부·미 의회와 단원들로부터 주한 미 평화

봉사단의 활동유지 문제가 도전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여기에 동원된 한국인들은 한국

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에 있었다. 이에 따

라 동원된 한국인들은 평화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한국 사회

에 이상적인 단원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217) 예컨대, 서울 

본부 행정보좌관 이한일은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의 ‘헌신’을 강조하며 그

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기사를 기고하기

도 했다.218) 그러나 그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단원들이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실상을 ‘어글리 아메리칸’의 패착을 반복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국이나 다른 저개발

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으며 “미국인의 협소한 관점

에서 한국인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 아시아의 기준에서 한국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면 말하기 전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미국인 단원들의 시각적 전환을 주문했다.219)  

  평화봉사단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평화봉사단이 ‘어글리 아메리칸’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기관임을 의식한 바 있었다. 당시 하와이대학 대

216) Ernie Butcher (K-3), 「Of Skins and Projections」 《여보세요》 May, 1969. p. 
15. 

217) 《여보세요》에 실린 글 중 이화여대에서 진행되었던 동계 교사연수회에서 한국인의 관
측을 담은 글은, 관찰자가 목격한 두 미국인 여성 단원들이 근무지 및 지역사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이상적인 평화봉사단원의 상으로 그려내기도 했다. 「The Two 
American Ladies」 《여보세요》 Apr, 1969.  

218) 이한일, 1969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모임: 미국평화봉사단의 활동 이모저모」 《韓國政
經硏究所 – 우리들》, 41호.

219) 「A Korean On 미국’s」 《여보세요》 Dec,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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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유학 중이었던 권연웅220)의 글은 ‘어글리 아메리칸’의 유형으

로써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반미주의’와 연관 지으면서 한국

의 ‘반미주의’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221) 미국숭배로써 

‘아메리카니즘’이 한축을 이룬다면, 첫 번째 유형의 반미주의는 “미국의 

부와 힘에 대한 질투 또는 적국의 국내정치에서 가지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반감”을 의미한다. 권연웅은 한국 지식인 및 학생

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판적 대미인식이 발아하는 반미의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특히 “점점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의 미

국인의 딜레마, 미국인의 위신을 갉아먹는 급진적 투쟁과 히피 문제” 등 

미국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한국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현상으로 한국

인들의 자의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카니즘’을 

미국식 생활방식이라고 정의하여 미국식 생활방식에 대한 반감에서 파생

된 ‘반미주의’를 의미한다. 권연웅은 두 번째 유형의 반미주의를 주한 미

군의 “GI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어글리 아메리칸’ 

문화를 대체할 진정한 ‘아메리카니즘’을 이식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동시

에 이 의무가 평화봉사단에 있다고 시사했다.  

  이처럼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어글리 아메리칸’ 담론의 극복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미국인 단원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도 공유했다. 단원들이 한국 현지에서 받은 문화적·정서적 충격

은 훈련과정에서 습관화할 수 없었다.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단원들의 기

대와 이상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으로 극복

하고자 했던 ‘어글리 아메리칸’은 단원들에 의해 의도치 않은 형태로 재

생산되었다. 이와 더불어서 단원들과 한국 사회의 마찰은 당국의 운영방

식 및 정책적 선택에 대한 회의감과 중첩되어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유지

220) 권연웅(權延雄)은 1941년 중국 옌지延吉 출생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이
후 그는 미국 하와이대학 사학과에서 한국근세사 전공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부임하여 2006년에 정년퇴임하여 현재 명예교수로 있
다. 주된 관심사는 경연(經筵)과 법사상이다.

221) Kwon Yon-Ung,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여보세요》 April 196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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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위태로운 관계와 부정적인 상황의 지속

은 활동유지에 대해 단원들의 비관적인 태도로 이어졌고, 활동에서 미미

한 성과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와 결합되어 평화봉사단이 철수하

는 복합적인 원인들로 작용했다. 

  일부 미국인 단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우

도 있었다. 예컨대, 1974년 11월 22일 미국인 단원 토마스 허프만과 캐

롤린 스루이스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미군 주둔지 캠프 롱(Camp 

Long) 근처에서 배낭 짐 속에 소지한 마리화나가 발견되어 마리화나 불

법소지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222) 이들은 공중보건 사업 결핵관리 

분야 담당자들로 파견된 단원들이었는데, ‘습관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

리화나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 의료를 담당하

는 보건소에 의료 인력이나 장비, 약품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부터는 부정의약품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

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223) 또한 1970년대 한국은 대마초의 유입과 청년층의 소비 확

산 문제로 인해 정부적 차원에서 마약 소지 및 소비를 통제했으며, 사회

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이 투철했다.224) 이에 따라 에릭슨 주한미부대사

는 단원들의 불법행위가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 활동에 오점을 남기는 것

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건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검찰당국에 

특별조치를 요구했다.  단원들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평화봉

사단으로부터 파면되고 미국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렇게 마약 소지 사

건은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언론에 유출되지 않으며 상황이 종결되

었으나, 워싱턴 및 서울 본부가 단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단원 관리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에 제약

222) 외교통상부, 2005 《외교문서 (1974) :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의 
건, 1974》 315~325쪽. 

223) 김승희, 2015, 앞의 글, 230쪽.  
224) 조석연, 2018 《한국 근현대 마약문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7~149쪽; 조석연, 2017 〈1970년대 한국의 대마초문제와 정부 대응〉 《인문사회21》 
8(1) 387~40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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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 평화봉사단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 의회로부터 활동예산 

삭감이 문제시 되면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종결짓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철수는 한국 활동에서 발생한 단원들의 활동성과 여부

의 문제만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부터 실제 활동운영까지 이어지는 파견

주체와 파견수용국간의 상이한 시각이 창출한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 

결과였다.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평화봉사단의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했

던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결탁하려는 외교적 목표가 강조되었다. 자국의 경제개발을 우선

시한 박정희 정권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평화봉사

단에 전가하여 한국 활동의 문제들을 타진·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

지 않았다. 한국에서 활동한 미 평화봉사단은 풀뿌리 정신을 강조한 단

체의 지향과는 상반되는 정치력의 개입과 그 한계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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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961년 3월 1일 미국에서 창단된 미 평화봉사단은 지금까지도 여러 

제3세계 국가 각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25)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평화봉사단의 위상은 하락세를 보였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파한과정과 활동은 미 평화봉사단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일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공교롭게도 미국발 근대화론의 

유행·몰락과도 궤를 같이 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세계평화와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비(非)냉전·비정치적인 목표를 내걸고 한국에서 활동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영어교육과 보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풀뿌

리’ 정신에 입각한 활동을 목표로 내세운 미 평화봉사단은 한·미 정부 

간의 파견교섭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 평화봉사단은 미 국무부 산하에 창단되었다. 국제개발처(AID)와 별개

의 활동을 펼치는 반(半)독립적인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봉사단

은 전통적인 미국 원조기관의 지원체계와 연동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의 목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제3

세계에서 기존의 ‘피플-투-피플(people-to-people)’ 원조방식을 채택했

으며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수행하여 미국의 냉전 전략에 활용되었다.

  미 평화봉사단은 애초부터 냉전적 성격이 강했다. 평화봉사단은 기존

의 사회주의 진영이 선점했던 ‘평화’ 담론을 단체명과 단체 목표설정에 

전유하여 취사선택을 했으며 수사학적으로는 ‘냉전적 도구’로 인식되기

를 거부하면서도 정책입안자들은 평화봉사단을 미국발 근대화론의 문화·

225) <https://www.peacecorps.gov/> 미 평화봉사단 홈페이지는 현재까지도 농업, 환
경, 지역경제개발, 보건, 교육, 청년 사업 등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을 주
기적으로 갱신하여 지원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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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역할을 수반할 뿐 아니라 소비에트 블록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기관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평화봉사단은 사회주의 진영과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첨병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냉전적 프

레임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과도기적이며 시운전적인 성격이 강했

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이외에도 한국에는 미군, 기술요원, 선교사 등의 

미국인이 많이 주재했기 때문에 평화봉사단 워싱턴 본부는 주한 미 평화

봉사단의 파견, 파견 이후에는 규모 확충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했다. 따

라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다른 지역에서 펼친 평화봉사단 활동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프로그램은 영어교육과 공중보건 

분야였다. 이에 따라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파견 1기(K-1)부터 영어교

육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후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필요 이하의 기술지원을 제공했으며 단원들이 한국

인 학생·교사들과 의사소통 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

에 봉착하게 되면서 관계당국자들 간에 합의로 중단되었다. 고등학교 프

로그램이 폐지되고 한국 정부와 주한 미 평화봉사단 서울 본부는 중학교 

및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문어중심 

교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구어 영어교육을 시도했으

나 이것 또한 큰 진전이 없어 1차 활동기 중 1968년 1월부터 1970년 

2월까지 중단되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프로그램이

었다. 고등학교 및 중학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일부 단원들을 대학교 

시간강사 또는 보조원으로 재배치한 경험을 기반으로 1969년 1월 K-7, 

K-8진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대학 프로그램은 이전의 중·고등학

교 프로그램에 비해 단원들의 활용효과가 컸고 단원들도 그들의 전공분

야와 경력과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대학 프로그램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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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강사 활용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워싱턴 본부로부터 

한국 프로그램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외에도 과학교육·

체육교육·농촌 청소년 프로그램·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

나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 분야는 없었다. 

  공중보건 프로그램은 1967년 12월부터 단원들을 배정하고 다음해 1

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1970년대 한국 보건 상 

가장 큰 난제였던 결핵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보건 계획구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따라서 공중보건 사업은 결핵관

리 및 퇴치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초창기에는 명확한 근무지침이나 활

용요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들의 근무형태는 다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의 자격과 능력을 잘못 판단하여 무의촌지대 면사무소에 

배정시켜 응급환자의 구급 처치를 비롯한 일반 의료업무, 보건교육, 환

경위생 등 업무수행을 맡겼을 뿐 아니라 근무지역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한 평화봉사단원

들의 보건관계 지식이나 능력은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이 전부인 경

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한국인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평화봉사단과 문교부가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단원들의 업무형태를 한국인 요원의 협동직원으로 근무하도록 개선하면

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2차 활동기에 체계화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활동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효과보다 

한미관계의 외교적 차원에서 상징효과가 더 부각되었다. 한국에서 주한 

미 평화봉사단 파견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파한 

관련 기사가 줄지어 보도될 정도로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에 대한 기대는 

컸다. 초기 파견교섭에서 한국은 다른 제3세계국가를 우선시하는 평화봉

사단과 5·16 쿠데타 이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에 따라 파견을 보류했으나,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파병요

청을 수락하면서 반공주의에 입각한 제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전 효

과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차 파한교섭의 보류와 2차 파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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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한미관계에 큰 파급력을 가졌다. 

  1960년대 중반 한반도는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남북한 간 충돌이 빈

번했고 고조되는 안보위기로 불안정한 인도차이나의 상황의 영향을 받았

다. 1964년부터 본격적인 인도차이나 개입을 개시한 미국의 파병요청에 

응한 한국 정부는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 정부

와 베트남 파병 등 제반 문제를 논의했다. 5월 17일 박정희-존슨 회담

에서 양국은 한국 경제개발을 지원할 새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 회담의 내용을 기반으로 체결된 ‘브라운 각서’는 평화봉사단 파한이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일정한 대가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요컨

대,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파견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파병요청에 응함

으로써 미국과 반공제휴를 맺은 한국 정부의 충실한 협조에 보답하는 차

원에서 이루어졌다.

  1966년 9월 14일《미국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미 

평화봉사단은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활동 초기부

터 파생된 문제들을 개선하며 사업을 진척시켜 나갔으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 본부와 한국 정부 간의 의

사전달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면서 활동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었다. 미 평화봉사단의 예산 삭감결

정도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유지에 타격을 주었다. 흔들렸던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활동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1980년 7월 

교육 분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1981년 보건사업까지 철수하면서 종

결되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영어교육·공중보건과 같은 사업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존재했으나, 활동 내내 운영주도권 문제 

등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일찍부터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존폐여부가 상정되었던 것을 감안한다

면, 주한 미 평화봉사단의 철폐는 예견된 것이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

의 핵심은 그 활동보다는 파견단계에서 보인 한미 간의 제휴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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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주한 미 평화봉사단이 제창하는 ‘세계 평화’는 미국 대외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했다. 1960년대 말부터 평화

봉사단은 단원들의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면서 ‘조용하며 순

종적인’ 단원의 상을 강요했다. 평화봉사단의 구조와 성격이 점점 위계

화·정치화되자 평화봉사단은 비정치적 위상을 강요하는 기본원칙을 명목

으로 단원들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처럼 미 평화봉사단

은 ‘풀뿌리’ 정신과 상반되는 미국 정부기관의 구조를 반영했으며 궁극

적으로 미국 대외정책에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와 같은 모순은 평화봉사단의 한국 활동 장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단원들이 자체 발행한 월간지《여보세요》는 단원들의 논쟁의 장(場)으

로 기능했는데, 한국에서 활동한 단원들의 비판의식을 반영하는 글이 대

거 실렸다.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부로 인식한 단원

들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미 평화봉사단의 존폐문

제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고 평화봉사단과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

한 조직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미국인 단원들은 이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활동 

내내 한국 사회와 갈등했으며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반미주의

(anti-Americanism)’라고 표현하여 한국에서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원들은 자신의 인종과 젠더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반미’ 현상을 경험

했다.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어글리 아메리칸’(Ugly American) 담론을 

해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단원들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어글리 

아메리칸’ 담론을 해체하기보다 미국의 대외활동뿐 아니라 미국인을 대

상으로 한 제3세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평화봉사단의 조

직과 구성, 파한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에 치중하여 단원들과 단

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

다. 특히 평화봉사단 일반과 한국에서의 활동을 차별화하기 위해 요구되

는 비교사적 고찰이 간과되었다는 점은 본고의 명백한 허점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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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또한 한국에서 활동이 대부분의 단원들에게 강한 비판적 대미의식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형성과 학문적 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차별성에 대한 

분석의 결여는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몇몇 단원들은 활동이 완료

된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 한국사 등 다방면의 

학문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226) 다양한 해외 한국학(Korean 

Studies) 연구 분야에 기여하게 되었다. 예컨대, 한국사(Korean 

History) 분야만 보더라도 브루스 커밍스, 마이클 로빈슨, 카터 에커트, 

마일란 하이츠마네크 등 서구의 한국사학계에서 굵직한 줄기를 차지하는 

몇몇의 학자들은 한국에서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봉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부표 2> 참고). 이들의 연구와 학문이 평화봉사단의 경험으로부터 

영향 받았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들의 경험뿐 아니라 학문적 

경로를 추적하는 구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한국에서 

활동한 단원들과 한국인들의 접촉의 경험과 평화봉사단 출신 한국학자들

의 발자취뿐 아니라 이들 연구에 대한 사학사적 검토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겠다.        

226)  「최근 미국서의 한국연구열풍」 《동아일보》 197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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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국가별 평화봉사단 협정안 비교

조
항 한국형 인도형 파키스탄형 A형

서
문

1. 미국이 제안
2. 단원은 합의된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봉사
함.

한국형과 동일 한국형과 동일
한국형

과 
동일

1항

1. 미국정부는 한국정부
가 요구, 미국정부가 승
인한 단원 제공함.
2. 단원은 양국정부가 
지정하는 정부기관 또
는 사적기관의 직접감
독을 받음.
3. 미국정부는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단원
을 훈련시킨다.
4. 양국정부는 각 단원
의 유지비 등 공평한 
부담을 진다.

없음 없음 

“양국
정부는 
각각의 
유지비 

등 
공평한 
부담을 
진다”

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한국형

과 
다름

 

2항

1. 한국정부는 단원과 
그들 재산에 대하여 공
평하게 대우함. 
(가) 한국 거주 미국인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
우와 충분한 원조 및 
보호를 제공.
(나) 미국정부대표와의 
충분한 통보, 협의, 협
력
2. 생계비로 받는 급료 
및 해외 원천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면제 
3. 사용을 위하여 도입
되는 개인재산에 대한 
관세와 과징긍금 면제
(출입비 포함). 단, 면허
세와 재화 및 용역의 

1. 인도정부는 단원과 
그들 재산에 대하여 공
평한 대우를 하고, 필요
한 경우 적당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
2. 생계비로 받는 급료
와 미국 정부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받는 할당
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3. 단원이 미국 정부에
의 소득세 또는 사회보
험세의 납부가 요구되
는 경우 그 자에 대해 
인도 소득세 면제.
4, 개인 수하물, 중고 
개인 가재와 개인 가재
의 신품목에 관한 
Res/1500-에 대하여 
수입 규정, 관세, 조세 

1. 파키스탄 정부는 
단원과 그들 재산에 
대하여 공평한 대우
를 한다. 즉, 
(가) “특히 필요한 
경우” 충분한 원조
와 보호
(나) 미국정부 대표
와의 충분한 통보, 
협의, 협력
(다) 조세 및 관세 
등의 면제에 관하여 
단원, 단원리더, 간
부 및 직원을 구별
하여 규정함. 이에 
관하여서는 한국형 
4항과 관련하여 설
명.

한국형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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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
는 조세는 제외. 

및 관계 과징금 면제. 
단, 창고료, 운송료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수
수료 제외 

3항

1. 미국정부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하다고 합의하는 제한
된 양의 비품과 공급품
을 단원에게 제공
2. 한국 정부는 미국정
부 또는 미국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는 계약
자가 한국으로 도입한 
또는 한국에서 구득한 
모든 비품관 공급품에 
대하여 모든 조세, 관세 
기타 과징금으로부터 
면제.

1. 미국 정부가 제공하
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평화봉사단 계획과 관
련하여 사용되는 기금, 
비품, 물자와 공급품에 
대하여 조세, 투자 또는 
예금 조건, 통화관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면제
2. 수입된 비품 물자, 
공급품의 처리는 인도 
정부가 규정하는 법규
가 규제. 

1. 미국 정부가 제
공하거나 자금을 조
달하고 평화봉사단 
계획과 관련하여 사
용되는 기금, 비품, 
물자와 공급품에 대
하여 조세, 투자 또
는 예금 조건과 관
세 기타 과징금 또
는 수수료 면제
2. 상기 비품, 물자 
및 공급품을 처치함
에는 상호 합의하는 
규율에 따라 규제

한국형
과 

동일

4항

1.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로 하여금 본 협약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
여 평화봉사단의 간부 
및 직원, 미국정부와의 
계약 하에 직무를 수행
하는 사적 기관을 받는
다.
2. 상기자는 평화봉사단
과 해외 원천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모
든 조세와 과징금 (출입
국비 포함)으로부터 면
제. 단, 면허세와 외화 
및 용역의 가격 속에 
포함되어있는 조세 제
외.
3. 간부나 그 직원은 사
용을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 재산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에 관하
여 대사관의 상응한 지
위 또는 직위에 있는 
직원과 같은 대우를 부
여

1. 인도정부는 평화봉사
단의 계획에 관하여 미
국정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간부, 대리인, 
및 기타 직원을 받는다. 
2. 그들이 미국 정부의 
고용인인 경우 소득세 
과세 또는 과징금 납부
에 관하여 대사관의 상
응한 지위 또는 직위의 
직원에 부여된 것과 같
은 대우 부여.

1. 파키스탄정부는 
평화봉사단의 계획
에 관한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간부 
및 직원과 기타 직
원을 받는다. 
2. 단원, 단원리더, 
간부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하여 다음
을 면제: (가) 출입
국 비 (나) 평화봉사
단 봉사 및 해외원
천에서 발생하는 소
득세 (다) 사회보험
세 (라) 기타 조세와 
과징금 및 비용
단, (가) 판매세 또
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과징금과 
비용 (나) 면허세를 
제외.
3.  단원, 단원리더
와 기타 직원은 개
인 가재에 대하여 

한국형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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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정부와 계약하고 
있는 미국 사적 기관 
직원에 대하여서도 단
원에게 부여될 것과 같
은 관세 면제 부여

관세, 과징금 및 비
용 면제. 단, 소모품 
및 자동차는 제외.
4. 간부와 직원에 
대하여 사용을 위하
여 도입된 개인 가
재에 대하여 단원에
게 부여된 것과 같
은 면제 외 매 인당 
1대씩 자동차에 대
해서도 면제. 소모
품은 제외.
5. 상기자들이 파키
스탄에서 개인 가재
를 처치함에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규제.

5항

1. 미국정부 또는 미국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
는 계약자가 한국으로 
도입한 모든 기금에 대
하여 투자, 예금 조건과 
통화 관리로부터 면제.
2. 상기 기금은 한국에
서 불법하지 않은 최고 
율로서 한국 화폐로 교
환

1. 3항 참조
2. 인도형은 규정 없음 

1. 3항 참조
2. 파키스탄형은 규
정 없음. 

한국형
과 

동일

6항

1. 양국 정부의 관계 대
표자는 본 협정의 이행
을 위하여 수시 조치를 
취한다.
2. 각 정부의 의무는 자
금의 유용성과 그 정부
의 관계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양국 정부의 관계 대
표자는 본 협정의 이행
을 위하여 수시 조치를 
취한다.
2. 해당 규정 없음

1. 양국 정부의 관
계 대표자는 본 협
정의 이행을 위하여 
수시 조치를 취한
다.
2. 해당 규정 없음

한국형
과 

동일

마
지
막

조
항

1. 각서 교환 형식
2. 서면으로 종결 통고
를 한 후 90일 후 종결

1. 각서 교환 형식
2. 제1단이 인도에 도
착하는 날짜인 1961년 
12월 20일 발효
3. 서면으로 종결 통고
를 한 후 90일 후 종결

1. 각서 교환 형식
2. 제1단이 파키스
탄에 도착하는 날짜
인 1961년 10월 28
일 발효
3. 서면으로 종결 
통고를 한 후 90일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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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주한 미 평화봉사단 출신 한국학(Korean Studies) 학자 

목록227)

227) 해당 목록은 한국학계 또는 한국학 학문분야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인물만 수록했다. 
이외에 현재 70여명의 북미 학자들이 40여 곳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이름 활동기간 활동 지역 및 분야 현재 근무지 및 연구 분야

Bruce Cumings 1967~1968 선린중학교 
영어교사 시카고대학 한국현대사 

Brian Barry 1967~1969 전북 부안 공중보건 한국불교 예술 전문가

Bruce Fulton 1960년대 
말 함양 British Colombia대학 국문학

Carter Eckert 1969~1970 서울 영어교사 하버드대학 한국현대사

Clark 
Sorensen - - 워싱턴 대학교 한국인류학 

Daniel Holt 1970~1972 영어교사 -

Donald Baker 1971~1974 광주 영어교사 British Colombia대학 
한국현대사

Donald Clark 1967~1969 공중보건 Trinity 대학 한국현대사

David McCann 1966~1968 안동 고등학교 
영어교사 하버드대학 국문학

Edward 
Schultz 1966~1967 부산 경남중학교 

영어교사 하와이대학 고려사 

John Middleton 1966~1968 고등학교 영어교사 -

Lauren Kendall - - 미국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 무속학

Linda Lewis 1970~1972 공중보건
현 AFSC 중국·북한 대표위원, 

전 Wittenberg University 
교수

Michael 
Robinson 1969~1970 충남대 및 전주대 

영어교사 인디애나대학 한국근대사

Milan 
Hejtmanek 1976~1978 전라남도 고흥 

결핵관리 서울대학교 한국근세사

Suzanne 
Crowder Han 1977~1978

충북 충주, 강원 
홍천 

결핵관리
국문학 분야 작가

Suzanna 
Samstag Oh 1980~1981 경남 사천 보건 국문학 및 한국문화 분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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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Peace Corps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Daniel Sung-Mi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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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exercised 

immense economic and military influence in the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ithin such context, Peace Corps Korea 

program functioned as a window for American influence to penetrate 

in Korean sociocultural spheres from the mid-1960s to early-1980s. As 

a part of the larger context of foreign aid and Cold War culture, this 

thesis narrates the inception of Peace Corps in 1961, the 

implementation of Peace Corps Korea program in 1966, and the 

withdrawal of the Korean program in 1981. This thesis also extracts 

meanings of Cultural Cold War from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ies 

in Korea by elucidating on the logic for and against implementations 

of Peace Corps Korea program and the implications of the Peace 

Corps Korea program to the United States-Korea relations. 

Drawing from sources obtained from the National Archives, USC 

Peace Corps Collections, and the Korean government, this thesis 

argues that peace advocated by the Peace Corps embodied a 

fabricated representation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a unilateral 

peace. 

Peace Corps was founded under the Kennedy Administr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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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the United States in Third World aid and propaganda. Peace 

Corps aimed at two objectives: first, to recover from the tainted 

depiction of American activities abroad in the Third World stirred by 

the Ugly American discourse; second, to contain Soviet influence into 

the Third World by expanding the cultural and psychological branch 

of the modernization theory in the Cold War. In the early years, 

Peace Corps denied its connections to US foreign policy with the 

appropriation of concept of ‘peace’ from the Soviets as advocates of 

‘world peace and promote friendship.’ However, it was clear that 

Peace Corps programs functioned within and reciprocated the bilateral 

framework of the Cold War.

The State Department designed the Peace Corps to dismantle the 

Ugly American discourse in the Third World under the guise of 

foreign aid and development. While the genesis of the Korean 

program did not correspond with the developmental tendencies of 

other Peace Corps programs, it did irrevocably replicate a colloquial 

tendency of the Cold War. That is, in Cold War, anti-communist 

agenda would dictate the cultural products in the free world. Such 

tendencies emerged, too, in the Peace Corps negotiations and the 

Korea program, effectively consolidating the United States-Korea 

diplomatic relations. The series of negotiation reveal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gram stemmed from the agreement to 

send Korean troops to Indochina in aid to the American troops. 

In the 1st negotiation talk to dispatch Peace Corps in Korea, the 

United States prioritized nations in Latin America and Africa. Coupled 

with undergoing erratic political circumstances after the coup d’état 
on May 16 1960 in Korea, the United States postponed any further 

talks indefinitely. The suspension of negotiation had crippled the 

initial propagandizing effects surrounding the potential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but its publicity regained its strength when Korea 

accepted the American call for deployment in Indochin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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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965. In short, the United States agreed to activate a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after the 2nd negotiation talk in 1965 as a 

form of repayment for the deployment to Vietnam and as a symbolic 

gesture in the consolidation of the US-Korea anti-communist alliance 

in East Asia.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also functioned within the frames of 

Cultural Cold War. English education and public health programs 

occupied the heaviest flow of workforce and funds in the Korea 

program, but results were transitional and experimental at best. As 

ambitious as the objectives, the Korea program did not produce much 

significant physical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However, the Korea 

program did produce a different outcome than other Peace Corps 

programs. In the Third World, the anti-communist agenda tended to 

dictate the products of Cultural Cold War. The US-Korea Peace Corps 

negotiations followed such tendency and displayed amplified political 

effects in the US-Korea diplomatic relations. 

The last chapter examines the how changes in the form and 

progress of the program affected the volunteers’ cognition of 

themselves and Peace Corps activities in Korea. After the Korean 

program launched on diplomatic basis, Peace Corps faced various 

limitations in Korea. On the policy level, Peace Corps sought to 

abdicate volunteers from any political involvement from the late 1960s 

and forced the image of a ‘quiet and docile’ volunteer. In the field, 

the volunteers clashed with Korean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communication in various levels and forms. In turn, the 

volunteers challenged the existence of Peace Corps itself and 

converged on an organized critique of the American influence abroad. 

The disfranchisement of any political association only aggravated the 

mismanagement of Peace Corps programs and its Volunteers. As 

Peace Corps grew political and hierarchical, the program had reached 

an impasse, forcing Peace Corps to withdraw from Korea i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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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eace Corps program was designed to dismantle the Ugly 

American discourse in the Third World, as evident in the Korean 

case, the program proved otherwise. Peace Corps program in Korea 

not only exposed the dichotomy between policy intent and on-site 

experience but also proved that ‘peace’ advocated by Peace Corps 

would prove to be a fragmented rhetorical representation of the 

American global imperative. 

Peace Corps programs in the Third World tended to emphasize 

rhetorical and moral victory in the their work. The Korea program 

also reflected the general tendencies of Peace Corps activities but 

lacked the developmental justification in Korea. This thesis concludes 

that Peace Corps Korea was a byproduct of the consolidation of the 

United States-Korea relations in the 1960s, an inconspicuous 

representa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

………………………………………

keyword(s) : Peace Corps Korea, Peace Corps, United States, Korea,

Cultural Cold War, Foreign Aid, Third World, ‘Ugly American’

Student Number : 2016-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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