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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유엔 총회 산

하에 설립되어 활동했던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

건단 원조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대한원조와

는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건단의 설립

과 위상변화 과정, 재건구상과 활동의 실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조속히 전투

가 종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설립된 기구

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의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원조 전반을 총

괄하는 기구로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수립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

엔군사령부가 경제원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주로 유엔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전시에 재건단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대신, 유엔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는 기관

인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

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사, 한국정부, 재건단 사이에 본격

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건단의 활동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

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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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

를 담당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

을 제출하였다. 재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

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

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

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

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

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

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

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

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서도 미국 원조와

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

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

태의 원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

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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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

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

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주요어 : 유엔한국재건단, 운크라(UNKRA), 유엔(UN), 저개발국, 한

국, 미국, 경제원조, 개발, 재건, 복구, 공업

학 번 : 2016-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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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개발의 이념은 냉전의 구도 속에서 중요

한 국제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개발이라는 화두는 18세기 이후 근대화

의 지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지만,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수많은

신생국들이 탄생하고 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

의 진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3세계’에 개입하였고, 각자의 이데올로기

가 ‘개발’을 통해 근대적인 삶의 양식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선전하였다.

제3세계가 실질적인 개발의 대상이 되고, 개발의 이상이 ‘계획’이라는 형

태로 등장한 것은 이전과는 명백히 다른 흐름이었다.1) 자본주의 진영에

서 이러한 흐름을 선도했던 것은 미국이었고,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 산

하 각종 전문기구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배경이었다.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이하 ‘재건단’으로 약칭)은 이러한 맥락의 일부로서 한국전쟁기

유엔 총회 산하에 설치되어, 1958년 6월 30일 해체될 때까지 한국 경제

의 재건을 목표로 원조를 진행하였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북진하던

시점에서 유엔과 미국은 전쟁의 조기 종결과 한반도의 통일을 예상하였

고, 재건단은 통일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재건을 담당하는 기구로 계획

되었다. 그러나 재건단이 설립된 12월에는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

세가 뒤바뀌었고, 1951년 초 1·4 후퇴 등 전황의 불리로 인해 재건단은

전시에는 유엔한국민간처(UNCACK: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이하 ‘유엔민사처’로 약칭)의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

하는 일에 주력했다. 1958년 공식적으로 해체된 이후 청산위원회가 구성

되어, 1960년까지 남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잔여자금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리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1) David Ekbladh,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ymond H. Geselbracht, 2012, Foreign Aid and the

Legacy of Harry S. Truman, Missouri: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 2 -

지금까지 1950년대 대한원조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원조에 주

목하였다. 이들은 주로 미국의 대한정책 속에서 원조는 어떻게 전개되었

는지, 원조관리 기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한미관계 속에서 한

국 경제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2) 이 과정에서 재건단

원조는 1950년대 원조정책의 ‘변수’로 취급되며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

다. 그러나 1950년대 대한원조는 미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유엔을 통해

서도 진행되었으며, 미국 원조기구와 독립적인 유엔 원조기구의 존재로

인해 미국의 원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복잡한 조직체계로 운영되었다.

재건단 원조는 미국 원조에 비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1950년

대 대한원조를 담당한 하나의 축이었다. 한국 재건을 담당하기 위해 만

들어진 유엔 기구의 존재는 미국의 대한원조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으

며, 미국의 대한원조와는 달리 군사원조와 독립되어 독자적인 경제원조

를 진행하였다. 재건단은 해체될 때까지 유엔 총회 산하기구로서 자체

조직을 갖추고 사업영역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물자를

지원하며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향상하

기 위한 목적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였다.

유엔의 대한원조에 대한 연구들도 재건단 원조를 부분적으로 다루었

다.3) 이들은 유엔기구가 한국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구호

2)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洪性囿, 1962 《韓國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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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史的 背景硏究≫, 삼성경제연구소;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戰と韓美日關係

≫, 東京大學出版会;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

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

8～1960≫ 혜안; 한봉석, 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

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

3) 예종영, 2004 <한국전쟁과 국제경제기구: 미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

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이신화, 2004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인도적 문제와 구호재건 활동을 중심으로>, 강성학 편, 위의 책;

손규석 조성훈 김상원, 2012 《6 25 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양영조, 2013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대한(對韓) 물자지원 활동>, 《군

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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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활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그중 일부로서 재건단을 다

루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재건단이 장기재건사업을 목표로 하였고, 한국

사회 재건과 경제복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간략하게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재건단의 주요 성과를 나열하

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면서 일부 연구들에서는 재건단 원조가 전전 수

준으로의 재건을 넘어선 부흥원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농업, 보

건 등에 역점을 둔 미국의 저개발국 원조와는 달리 유럽식의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향했다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와

같은 성격규정은 재건단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분석하여

기관의 의도와 원조의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재건단 자체를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주로 직접적으로 원조에 관

여했던 인물들이 1960년대 미국에서 진행하였다.4) 그중 Gene M. Lyons

는 1950～1953년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이 다자적인 성격에서

양자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재건단이 수립

되었다가 그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미국 대한정

책의 맥락 속에서 재건단의 위상 변화를 해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한국전쟁기로 한정되어 재건단의

운영이 본격화된 휴전 이후의 활동은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재건단의

첫 단장이었던 도날드 킹슬리(Donald J. Kingsley) 개인의 의도와 활동

에 초점을 맞출 뿐 재건단을 하나의 조직으로 다루지 않았다. Costas

George Alexandrides는 저개발국 경제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재건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분야별로 재건단의 활동을 개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체로 유엔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치하하는 방식

으로 단순화된 평가를 제시하였다.

4) Costas George Alexandrides, 1960,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 Case Study of Economic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University; Gene M. Lyons,

1961, Military policy and economic aid: the Korean case, 1950-1953,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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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건단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찾기 어려우며, 재건단의 구

체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원조와 주택 건설에 대한 연구가 일

부 진행되었다.5) 이러한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 재건단의 원조활동을 드

러냈지만, 재건단 자체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채 특정 분

야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였다. 첫째, 재건단의 설립

과 위상변화 과정을 밝힌다. 재건단은 설립 직후 전황의 변화로 인해 당

초 계획했던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휴전 이후에도 설립 당시와는

다른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유엔 총회 산

하기구로서 재건단의 자율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였는지, 원조기구들 사

이의 역할분담에서 재건단에게 부여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재건단의 재건 구상과 실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본다. 재건단

원조를 포함하여 전후 경제원조의 목표로 제시되는 재건(reconstruction),

부흥(rehabilitation)은 시기별로, 기관별로 다른 의미를 내포했다. 주로

네이산 보고서를 통해 재건단이 추구한 재건 부흥의 지향점이 무엇이었

는지를 밝히고, 전후 조직의 위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어떻

게 굴절되었는지를 실제 재건단의 예산안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네이산

보고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대체로 지상(紙上) 계획으로 다루어졌고, 재건

단의 원조 계획과 구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네이산보고서는 재건단의 위상이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관

철되지는 못했지만, 산업별 우선순위와 한국경제의 재건 방향에 대한 내

용은 재건단 원조의 계획과 실행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이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5) 박진영, 2002 <1950년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교육원조에 대한 연

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경, 2015 <1950년대

서울의 공영주택 사업으로 본 대한원조사업의 특징>, 《서울학연구》; Kim

Soo Yeon, 2018,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education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case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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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건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원조의 내용 면에서의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들은 재건단의 활동에

대해 대략적인 분야나 항목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이를 평가할 때는 유

엔 원조가 한국의 전후복구에 도움을 주었음을 치하하거나, 기금이 목표

액에 미달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공업 부문을 중

심으로, 부분적이지만 재건단 활동의 구체상을 규명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건단이 설립된 1950년부터 해체에

이르는 1958년까지의 활동을 중점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재건

단의 조직상, 활동상 시기구분은 휴전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크게 두 시

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재건단은 1950년 12월 1일 유엔 총회 결의를 통

해 수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51년 2월 단장 킹슬리의 임명을 통해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기에 한국에서 구호와 경제복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지닌 주체는 유엔사로, 재건단은 유엔사에서 수행하

는 전반적인 군사·민사작전 하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두 번째

시기는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중반 이후로, 이 시기에는 단장이

존 쿨터(John B. Coulter)로 교체되었고,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새롭게 설

치된 경제조정관실과 협의 하에 재건단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확보하

게 되었으며, 뉴욕에 있던 본부가 서울로 이전되고 재건단 운영이 본격

화되어 1958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1958년 6월 30일 재건단은 해체되고,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1960년까지 남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잔여자

금을 청산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된 자료로는 우선 유엔의 1차 자료들이 있다.

특히 재건단은 1951년부터 1958년까지 매년 총회에 단장의 보고서와 재

정보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들은 재건단의 전반적인 조

직구성과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밖에 유엔한국

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재건단

의 입장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미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Ⅱ)에 소장된 재건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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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자료들이 있다. 미 대외원조기관 문서군(RG 469)에 포함된 Entry

UD 422, Box 22, 23, 24, 44, 45에는 재건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시기인 1953년 6월부터 1955년 9월까지의 월간보고서가 포함되어 있

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척상황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무부 일반문서군(RG 59)의 Entry UD-07D 78, Box 318, 319,

320, 321에는 보고서, 서한, 비망록, 계약서 등 재건단과 관련된 각종 자

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도 미국 국립문서관의 자료

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사료철 중 “UNKRA

한국 프로그램”과 “OEC/UNKRA”, “행정-경제조정관실(OEC)-유엔한국

재건단(UNKRA)”, “행정-OEC/UNKRA 1953-1955”, “행정-OEC 2”와 같

은 자료들에서도 재건단의 계획과 경제조정관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당대 공보실에서 발간한 《大統領 李承晩博士談話集》

2(1956),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大韓民國史資料集: 李承晩關係書

翰資料集 4(1952)》은 재건단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로

일부 활용하였으며, 부흥부에서 발간한 《復興白書》는 한국의 경제상황

과 함께 전반적인 대외원조의 구성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이외에 재건단

의 공업 부문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사사(社史), 회고록 등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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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전시 유엔한국재건단의 설립과 재건구상

1. 재건단의 설립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정립

한국전쟁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상당 부분 붕괴시키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 농업시설과 산업시설이 절반가량 파괴되었고, 많은 이들

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7월 3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CO)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극심한 빈곤과

재해에 깊은 동정을 품고, 한국 전재민 구호를 위해 원조할 것을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기관에 호소하였다. 여기에 호응하여 한국 구제에 대

한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유엔군사령부의 주도 하에 한국민간구호계획

(CRIK: Civil Relief in Korea) 원조가 실시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기반

이 파괴되고 유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난민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지만,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의 입장에서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했다. 이러한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미 8군 산하의 민사처(UNCACK)가 민간구호계획을 담당하여 실행

하면서 후방지역을 관리하였다.6)

한편, 1950년 9월 이후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하면서 유엔은 전쟁이 조

기에 종결되고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한반도 전 지역

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와 재건을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10월 7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통일

된 한반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립되었고, 1950년 11월 경

제사회이사회 논의를 거쳐 12월 1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410(Ⅴ) “한

국의 구호와 재건”이 통과됨으로써,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재건사업을 담

6) 유엔한국민사처(UNCACK)의 활동에 관해서는 서중석 외, 2010 《전장과 사

람들―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

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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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총회 산하기구로 재건단이 설치되었다. 설립을 구상할 당시 경제사

회이사회는 재건단 운영의 첫 해에 해당하는 재건사업 규모를 2억 5,000

만 달러로 계상하였고, 장차 구호를 담당하는 민사처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건단 설립의 근거가 된 총회 결의안은 폭넓은 권한을 지닌 실행 책

임자로서 단장을 임명하고, 이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5개국으로 구성된

단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재건단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각국 정부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되도록 하였으며, 유엔 총회는

기금마련을 위해 교섭위원회(Negotiating Committee)를 조직하여 기부금

의 액수, 기부 시기와 같은 사항을 각국 정부들과 논의하도록 하였다. 정

치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수립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의 경우, 단장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협의하

도록 하였으나 재건단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었다.7) 다만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재건단 활동의 시

작시기와 지역적 범위를 지정할 정치적인 권한을 보유했다.

결의안에 따라 가장 먼저 캐나다, 인도, 영국, 미국, 우루과이가 참여하

는 운크라 단장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회는 협상위원회를 구성

하여 각국 정부들로부터 기부금에 대한 서약을 받았고, 총 서약금액은

약 2억 451만 달러였다.8) 이때 가장 많은 액수를 서약한 국가는 미국으

7) 재건단이 수립되기에 앞서 재건기구의 조직에 대해 유엔 내부에서 사전 논

의가 진행되었다. 사무총장, 미국대표, 호주대표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사무총장안과 미국안에서는 공통적으로 폭넓은 운영권한을 지닌 집행책임자

로 단장을 규정한 반면, 호주안에서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재건단

은 직접적으로 유엔 총회 산하에 놓이며, 단장에게 폭넓은 실행 권한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면서 사실상 사무총장과 미국 측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재건단장이 특정 사안들을 협의하고 조언을 구할

대상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Lyons, 앞의 책, pp.

26-27.

8) UN Doc. “Report of the Negotiating Committee on Contributions to

Programmes of Relief and Rehabilitation (26 January 1951)”,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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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은 최대 2억 5,000만 달러의 65%인 1억 6250만 달러의 기부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이 액수는 전체 기부금 중 미국의 기부금이 차

지하는 비중이 65%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미국이 제공할 수 있

는 최대액을 제시한 것이었다. 즉 미국의 기부액은 다른 국가들의 기부

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이었다.

1951년 2월 7일에는 도날드 킹슬리(Donald J. Kingsley)가 단장으로

지명되며 재건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킹슬리는 1942년부

터 미 트루먼 행정부에서 일했고, 1947년에는 유엔 특별기구인 국제노동

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고용, 이민과 인력 프

로그램을 담당하였으며, 당시 국제난민기구(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9) 즉 킹슬리는 유엔 관련 인물

이면서 트루먼 행정부와도 가까운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 차원에서 교섭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조직되고, 재건단

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지닌 단장이 지명되면서 형식적으로 재건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재건단이 설립된 직후, 한

반도의 군사적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재건단 수립 구상이

마련되던 1950년 11월에는,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재건단이 1951년 1

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10월 중순

에 중공군이 개입하고 12월부터 1월까지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재

건단의 활동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특히 유엔사는 한반도 지역 전체를

군사작전지역으로 파악했고, 작전지역에서 재건단과 같은 민간기구의 활

동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겼다.10)

전시에 구호와 재건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모든 권한을 보유한 기관

은 유엔사였으므로,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건단이 운영을 시작

[A/1769]

9) RG 59, Entry UD-07D 78, Box 318, Folder “Agent General (Kingsley)/

UNKRA”, “J. Donald Kingsley”

10) Lyons, 앞의 책, pp.56-58, p. 67;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저,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2001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한울아카데미,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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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와의 협상이 필요했다. 1951년 2월 단장 킹슬리는

도쿄를 방문하여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를 만났고, 이후 킹슬리가 지명한

아서 러커(Arthur N. Rucker)가 4월부터 도쿄에 머무르며 유엔사와의

협의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물로 1951년 7월에는 ‘유엔군사령

부-유엔한국재건단 간 협약’을 체결하고, 1951년 12월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유엔사와 재건단 간 협약에 따르면, 전시에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대

한 경제원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시기를 제1국면으로,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이 한국의 재건과 관련된 책임을 총괄하는 기간을

제2국면으로 정의하였다. 제2국면은 한국에서 전투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제2국면의 시작은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11)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1국면의 시기에 재건단은 재건사

업을 총괄하게 될 때를 준비하며 장기 경제계획을 세우도록 하였고, 유

엔사 산하 구호와 단기 경제원조를 담당하는 유엔민사처(UNCACK)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 직원들과 기술진을 모집하며 파견하도록 하였다.

재건단 사업은 한국, 도쿄, 워싱턴에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한국

재건단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의 논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였

다.12) 이중 도쿄 공동위원회는 재건단과 유엔사가 민사활동의 운영상, 절

차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심 협의체였다. 재건단이 한국 위원

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되면, 도쿄 위원회에서 유엔사와 함께 해당

11)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

응하기 위한 집단적인 군사조치의 주체로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지정하였으며, 모든 원조는 미국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워싱턴의 통합사령부

가 관리하였다. (이주호, 2015 <유엔의 남한 원조와 전시 원조 기구>, 허은

편, 《냉전분단시대 한반도의 역사 읽기―분단국가의 수립과 국제관계(1)》,

선인, pp. 255～256)

12) “Agreement Between UNKRA and the Unified Command, July 11, 195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UNKRA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ember 21, 1951”, Chronology of Action in the United

Nations and its dependent bodies relevant to the history of UNKRA,

[S-0526-0116-000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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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전반적인 군사작전에 비추어 이 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

다. 도쿄 위원회에서 계획이 승인될 경우 재건단 한국 직원들이 조직, 조

달, 운영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들을 개발하였고, 이를 유엔군사

령부에서 최종으로 승인하여 실행되도록 하였다.13) 이로써 원칙적으로

재건단이 독자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공동위원회를 통해 유엔사와 합의한

다면 전시에도 재건단의 자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해

졌다.

1951년 7월 유엔사와 협약이 체결되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은 재건단 활동 개시를 승인하였으며, 제1국면에서 재건단이

활동을 진행할 지리적 영역으로 한국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으로 지

정하였다.14) 이는 통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유엔한국통일부흥

위원단과 재건단 모두 전황의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

에 사실상 활동범위가 한국으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유엔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활동 시기와 범

위를 지정하면서 재건단은 뉴욕, 워싱턴, 도쿄,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하

고 직원을 모집하였다. 이 시기 재건단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재건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필요한 직원을 모집하고 각국과 기금을 협의하는 데 집

중하였으므로, 뉴욕사무소가 실질적인 본부로 기능하였다.15)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재건단의 조직체계가 마

련되면서, 재건단은 직접적인 전투가 발생하지 않는 후방 지역에서 자체

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재건단이 1952년 8월 제시한

13) RG 469, Entry 1276, Box 15, Folder “Programs―UNKRA”, “UNKRA

Manual of Instructions”

14)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6th Session, Supplement No. 12,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1951) [A/1881], pp. 39～40.

15)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7th Session, Supplement No. 19,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Organization and Work of the Agency from its

Activation in February 1951 to 15 September 1952” [A/2222], paragraph

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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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약 800만 달러 규모로, 서울 재건, 공공보건과 위생, 공공교육, 산

업 복구, 광업 부문에 걸쳐 있었다. 특히 재건단이 임무를 맡고자 했던

영역은 교육 부문으로, 군사기관보다 민간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므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건단이 자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분

야로 여겼기 때문이다. 재건단은 상선학교 설립, 직업훈련, 기초교육, 학

교 실험실 등에 약 15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고, 재건단이 한국

에서의 교육 재건에서 책임을 맡는다는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밖에

도 서울 복구를 위한 각종 건물 건립, 상수도 복구와 같이 건축과 관련

된 다수의 사업들이 계획되었다.16) 그러나 이러한 건축사업은 한국인 노

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현지통화 비용을 지출해야 하

는 작업이었고, 유엔사가 극심한 전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업을 진행하려는 재건단의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유

발하는 정책으로 여겨졌다.17)

결국 재건단이 실질적으로 전시에 실행했던 사업은 식량생산을 증대시

키기 위한 종란과 가축 수입, 품종개량을 위한 종자 도입, 어망 수입과

같이 단순 물자도입에 국한되었다. 교육 부문에서도 교과서 용지 제공,

교육용 장비 공급과 같이 부분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그쳤다.18)

이런 상황에서 1953년 3월까지 운영비, 행정비를 제외하고 재건단이 실

제 도입한 원조액은 약 2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19)

16) RG 59, Entry UD-07D 78, Box 318, Folder “Advisory Committee Position

Papers/ UNKRA, Folder #1”, “Policy and Program of UNKRA,

1952.6.”(UNKRA/AC/30)

17) RG 319, Entry 64, Box 22, Clarence Heer(Spetial Consultant), “Report on

Relationship of Proposed UNKRA Program to Counter-inflationary

Objectives of the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Prepared for Karl

R. Bendetsen(Under-Secretary of the Army)” (1952.8.23.), pp.11～12.

18)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7th Session, Supplement No. 19,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Organization and Work of the Agency from its

Activation in February 1951 to 15 September 1952” [A/2222], p. 27.

19) 洪性囿, 앞의 책, pp. 60～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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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계획들은 전반적인 재건 구상 속에서 설계되고 승인된 것이

라기보다는 재건단이 전시의 제한된 권한과 조건 하에서 소수의 개별 프

로젝트를 단발적으로 실행한 것이었다. 유엔사-재건단 간 공동위원회는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구가 아니라 재건단이 제출하는 개별 프

로젝트의 세부사항들을 검토하는 데 치중했으며, 이 결과로 실행한 활동

은 단장 킹슬리의 표현대로 “구체적 프로젝트들의 모음”20)에 불과했다.

국지적으로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재건 프로그램은 2순위

에 놓였고, 극심한 전시 인플레이션은 재건사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환경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시 재건단의 주요한 활동은 유엔사와의 협약에 따라

유엔민사처(UNCACK)가 필요로 하는 민간인력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일

이었다. 재건단에 고용되어 파견된 인력은 담당 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여

타 유엔사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 시기 유

엔사의 민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인력의 절반 이상이 재건단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되었다.21) 재건단의 민간인력 파견은 운크라가 전

시에 실질적으로 경제원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인력이 전후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시기에 재건단의 활동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단 운영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재건단이 자체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유엔사에 민간인력을 파

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활동을 대체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52

년 중반을 거치면서였다. 전투영역이 제한되고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

20)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7th Session, Supplement No. 19,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Organization and Work of the Agency from its

Activation in February 1951 to 15 September 1952” [A/2222], paragraph

234.

21) 위의 자료, paragraph 15;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9th Session,

Supplement No. 20,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October 1953 to 1

September 1954” [A/2750], paragraph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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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복구 계획이 진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52년 9월 유엔사와 재건단은 한국 경제재건을 위한 사업

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재건단은 본격적인

재건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각각 농

업·임업·어업, 교육, 보건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의뢰하였다. 분야

별로 재건을 위해 수행할 프로그램을 위해 권고안을 작성하고, 전반적인

계획 내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일정, 우선순위, 비용 견적 등

을 포함한 구체적 목록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22)

재건단의 의뢰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재건단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건 계획을 구상하고자 했

다. UNESCO/UNKRA 교육계획사절단(Educational Planning Mission)은

1952년 9월부터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1952년 12월

예비보고서를 제출하고, 1953년 2월에는 5개년 프로그램의 권고안을 담

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23) FAO/UNKRA 농업계획사절단

(Agricultural Planning Mission)은 1952년 8월 한국으로 파견되어, 1953

년 3월 경에는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4) WHO/UNKRA 보건

계획사절단(Health Planning Mission) 또한 8월 말 한국을 방문하여 조

사를 진행한 뒤 1952년 11월 26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5)

유엔의 전문기구들이 분야별로 재건 계획을 구상하였다면, 이를 포괄

하는 전반적인 경제 프로그램 작성은 네이산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22) 위의 자료, paragraph 211.

23)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8th Session, Supplement No. 14,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5 September 1952 to 30 September

1953” [A/2543], paragraph 56.

24) 한봉석, 앞의 논문, p. 71; 위의 자료, paragraph 63.

25) 위의 자료, paragraph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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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단은 네이산 협회(Nathan Associates)26)에 연구사업을 위탁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한국실무팀을 구성하여 1952년 9월에서 11월까지 현장연

구를 진행하였다.27) 그리고 그 결과물을 12월 15일 <한국의 경제재건에

대한 예비 보고서>로 제출하였다.28)

이처럼 전후 장기적인 재건 구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재건

단의 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유엔사·한국정부·재건단 간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앞서 1952년 5월 마

이어(Meyer) 협정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조정을 위해 유엔사와 한국정부

간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CEB, 이하 합경위)가 구

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유엔사 내부에서는 재건단, 한국정부와의 협의

를 위해 재건단을 합경위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

지만, 그럴 경우 합경위에서 유엔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경제정책의 수

행에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합경위 외부에 별

도의 회의체를 만들게 되었다.

조정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최초로 재건단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논

의하는 자리였다. 재건단 설립 이후 한국정부는 재건단이 재건사업에 본

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채 인건비, 행정비로 기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한국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이고 공

개적으로 비판해왔다.29) 이승만은 재건사업의 전반적인 권한을 한국정부

26) 네이산 협회는 로버트 네이산(Robert R. Nathan)이 1946년 창설한 경제학

자들의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미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

다. 설립 후에는 미국 산업별 조합회의의 위탁을 받아 임금보고서를 제출하

였고, 당시 미얀마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컨설팅 또한 진행하고 있었다. (정

진아, 2013 <해제―한국 경제재건을 바라보는 유엔과 미국의 시선: 네이산

예비 보고서와 타스카 보고서>, 《한국 경제정책자료 8―번역·통계편》, 국

사편찬위원회, p. 10.) 네이산 협회는 1960년대 중반에도 경제기획원의 의뢰

로 한국 경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7) 정진아, 2013, 앞의 글, p. 11.

28)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1952.12.15.), 국사편찬위원회, 2013 《한국 경제정책자료 8―번역·통

계편》,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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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건단의 원조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도 실제 계획상에서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었다. 킹슬리

와 자문위원회는 재건단의 사업 전반에 개입하려는 이승만을 불신했고,

한국정부와 접촉할 때는 재건단에서 수립한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양자택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압박했다.30)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재건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었으며,

실질적인 회의의 주체는 유엔사와 재건단이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전시 재건단 프로그램의 목표와 한계를 설정하였는

데, 여기에서는 재건단은 침략 이전의 생활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

증가를 위한 주요 시설(capital plant)을 복구하고 생산할 것, 재건단은

현재 시점에서 민간 구호 및 군사소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관련

되지 않을 것, 재건단은 주요 시설을 위한 물자와 장비 이외에, 재건단

부흥 계획에 사용되는 한국의 인력과 물자의 가치와 동일한 만큼의 소비

재를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 합의하였다.31) 즉 재건단은 민간구호나 군수

조달과는 구분되는 분야에서 주로 시설원조를 진행하며,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운크라의 재건사업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출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소비재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1953회계연도(1952.7.1.～1953.6.30.)에 대해

7,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이 제출되었다. 이중에서 예산의 60% 가량인

4765만 달러가 농업·어업·임업, 공업, 전력, 교통·통신, 광업, 주택, 교육,

보건·위생·후생의 항목으로 구분되는 ‘재건·부흥’ 부문에 배정되었고,

29) 공보실, 1956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경제부흥에 주의를 환

기”(1954. 1. 23.)

30)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Young)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Eastern Affairs

(Allison): Developments in Korea” (1952. 11. 1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pp. 625～628.

31) 국가기록원 사료철: UNKRA 한국프로그램 [CTA0001010], “UNKRA 프로

그램 계획, 1953. 7. 1. - 195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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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인 1400만 달러가 곡물, 비료를 주요 항목으로 하는 물자도입에 배

정되었다.32) 이 지출계획은 11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단장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다33) 이는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연간 계획을 담은

계획안이 처음으로 승인되어 실행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이처럼 1952년 하반기에는 재건단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재건사업을 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휴전 이

전까지 재건단 활동의 최우선 분야는 소비재 수입이었다. 재건단과 유엔

사는 전시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한다면 재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붕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리하여 재건단은 1953년 2월 기존의

1953회계연도 지출계획에서 소비재 수입에 배정된 금액을 1,400만 달러

에서 2,000만 달러로 증가시켰다. 추가된 600만 달러는 곡물 및 비료 수

입용으로 할당되었다.34) 여전히 약 4,000달러가 재건·부흥 사업에 배정되

어 있었지만,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953년 6월까지 재건·부흥 분야

에 지출된 금액은 2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재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만이 1,900만 달러가 지출되어 9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다.35) 결국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재건단은 한국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활

동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32)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7th Session, Supplement No. 19A,

“Addenda to the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ruction Agency”(1952) [A/2222/Addenda 1 and 2], p. 2.

33) 위의 자료, pp. ⅲ～ⅳ.

34) 위의 자료, p. 2.

35)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8th Session, Supplement No. 6 C,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1953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A/2487), Statement 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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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재건구상

유엔한국재건단 수립 당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 구호 및 재건

계획의 규모를 1951년 1월 1일부터 1952년 초순까지 2억 5,000만 달러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로 재건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되

었고, 1951년 12월이 되어서야 유엔사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시 재

건단의 활동영역이 확정되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재건단은 원칙적으

로 유엔사와의 협의 하에 독자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단장 킹슬리는 재건단 설립 당시 계획되었던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여 단장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자문위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 임시계획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 총회에서 새

로운 예산안이 채택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재건단의 전체 재건사업 규모

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재건단 수립 당시의 계획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초기 계획을 살펴보면, 식량, 의복, 의료용품 등 당장의 구호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는 것에서부터, 국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

오는 것,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재건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들여오는 것

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재건단 수립 초기에 재건

단이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던 유엔민사처(UNCACK)의 활동을 대체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수립 당시 재건단은

당장 한국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와 의료용품

을 제공하는 구호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과 생산능력을 전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재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국가를 위

한 전반적인 경제원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재건의 목표와 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가령 단지 전전의 생활수준의 회복을 의미하는지, 혹은 개발의

특정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이 시점에서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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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액수

(백만 달러)

비중

(%)

상품

수입

식량, 의복, 의료용품 등 53.3 21.3

국내생산과 기본적

필수품을 위한 원자재

농업용a) 42.7 17.1

산업용b) 34.8 13.9

합계 77.5 31.0

재건을 위한

물자와 장비

원료c) 25.5 10.2

장비·부품d) 28.7 11.5

합계 54.2 21.7

해상운임 59 23.6

기술원조 프로젝트 2 0.8

행정비 4 1.6

총액 250 100

[표 1] 1952년 1월 승인된 재건단 프로그램

a) 비료, 살충제 등 b) 석탄, 석유·오일·윤활유(POL), 원면 등

c) 목재, 시멘트, 철강 d) 철도차량, 발전시설, 통신, 트럭과 부품 등

출처: RG 59, Box 321, Folder "Korean Relief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Book 2]", "Program of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1952.9.24.)

재건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재건단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만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기부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또

한 재건단은 전쟁이 종료된 후 재건단이 한국의 구호·재건에 대한 전반

적인 책임을 맡게 될 시기를 대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건단은 전쟁중 네이산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네이산 협회는 1952년 말 예비보고서를, 1954년 초에는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쟁기에 재건단이 구상했던 재건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유엔에서 구상한 임시 프로그램이 한국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작성

되었다면, 네이산팀이 작성한 5개년 재건 계획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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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장래의 목

표이지만 통일 전망이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역적 영역에 국한

하여 재건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

시에 이 보고서는 재건 프로그램이 남북한의 분리를 전제로 실행된다고

해서, 통일 목표가 폐기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한국의 재건은 향후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계획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으므로 낭비적이거나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정

당화 논리였다.36)

네이산팀은 적절한 외부원조와 재건계획,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5년 후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자립’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당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

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재건을 지연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통화수요를 제한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을 확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시설 재건이 급속히 진행되고, 한국정부가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행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결과보고서는 한국 재건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5년간 약

12억 4,000만 달러의 외부원조를 통해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경

제자립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생활수

준은 1인당 소비로 제시되었는데, 1인당 소비량이 전전보다 4% 높은 수

준을 목표로 잡았다.37) 자립이란 이러한 개인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투자가 발생하며, 필요

한 수입량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출이 진행되어 수지균형

을 맞출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38) 네이산보고서에서 자립을 위해 제

36)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New York: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p. 72.

37) 위의 자료, pp. 79～80.

38) 위의 자료,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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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국민총생산 목표치는 [표 2]와 같았다.

출처: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2. 4.), p. 113; 이대근, 앞의 책, p. 281 참조.

　 1953-54 1954-55 1955-56 1956-57 1957-58 1958-59

평균

증가율

(%)

국민

총생산
1,659

1,905

(14.8)

2,093

(9.9)

2,279

(8.9)

2,400

(5.3)

2,510

(4.6)
8.7

농업 765
869

(13.6)

969

(11.5)

1,059

(9.3)

1,121

(5.6)

1,184

(5.6)
9.2

수산업 58
60

(3.4)

65

(8.3)

70

(7.7)

76

(8.6)

83

(9.2)
7.4

광업 23
33

(43.5)

45

(36.4)

57

(26.7)

69

(21.1)

81

(17.4)
29.0

제조업 189
218

(15.3)

252

(15.6)

304

(20.6)

326

(7.2)

339

(4.0)
12.5

건설업 42
120

(185.7)

130

(8.3)

125

(-3.8)

115

(-8.0)

88

(-23.5)
31.7

도·소

매업
139

146

(5.0)

154

(5.5)

162

(8.4)

168

(0.6)

175

(4.2)
4.7

금융·무

역·기타
231

248

(7.4)

269

(8.5)

292

(8.6)

318

(8.9)

344

(8.2)
8.3

교통·공

공시설
45

51

(13.3)

56

(9.8)

63

(12.5)

65

(3.2)

66

(1.5)
8.1

정부·

군사
127

130

(2.4)

133

(2.3)

137

(3.0)

142

(3.6)

150

(5.6)
3.4

유엔군

사령부
40

30

(-25)

20

(-34)

10

(-50)
- - -

[표 2] 재건 프로그램의 산업별 국민총생산 목표

단위: 1952-53 미국 백만 달러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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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산 계획은 5년 간의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총생산을 약 1.5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민총생산의 평균증가율은 8.7%로, 이보

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었다.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 부문은 약 50%를 차지하며 재건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도 그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네이산보고서에서는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비료와 중소규모 관개시설이 확

충된다면 곡물산출량을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공업, 전력, 광업 등 다른 부문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장 중심적인 부문인 농업에서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비료의 수급이었다. 합성화학비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비료공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관개시설의 주

된 재료인 시멘트 또한 국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삼척 공장을

복구하는 한편 신규공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비

료공장과 시멘트공장은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은 한국

경제의 생산확장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전력공급을 확대시키는 것 또한

필수적이었다.39)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가 확대되면 석탄의 증산이

필요하며, 채굴한 석탄을 필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철도망을 확장

하는 것도 필요했다.40)

재건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많은 물품들을 수입에 의존

해야 하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해외원조를 통해 조달되겠지만, 5개년의 계

획이 마무리될 때는 무역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서는 궁극적으로 수입대금을 치를 만큼의 수출이 일어나야 했다.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무역수지는 기본적으로 쌀의 수출흑자에 달려있다

고 보았고, 그 외에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해산물과 광물 자원을

39)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 110.

40) 위의 자료,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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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었다.41) 특히 텅스텐은 전전부터 한국에서 외환을 마련하는 주

요 수단이었으므로 채굴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자 했으며,

재건기간 동안 다른 광물자원을 탐색하고 채굴방법을 모색하며 국내에서

광물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

조업은 면방직업에서 일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대체로는

수출보다는 일부 수입 품목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

위와 같은 재건단 계획에서 광공업 부문의 생산량 증가가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업화와 동일시하기는 어려

웠다. 한국에서 경제원조를 통해 공업화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건하여 자

립경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네이산 계획에서 공업의 생산 확

장은 식량을 증산하고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며, 수출

을 위해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서 공업 부문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광업 부문의 경우에도 광물자원의

선광, 제련 등 자원의 가공보다는, 동력원을 확보하여 일부 수입을 대체

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천연자원 자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심적인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에서 경공업-중공업 동시발전 노선에 의

거하여 특히 중공업 분야를 원조자금으로 부흥시키려고 했던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다.42)

재건의 목표를 경제자립으로 삼으면서 생산성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농업이나 광공업이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진 반면,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은 사회서비스 및 복지 분야는 직접적으로 생산성 확장에 기여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였다.43) 따라서 이 부문의 계획은

복지의 측면보다는 생산성 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

되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특히 직업교육을 강조되었고,44) 전쟁피해자, 극

41) 위의 자료, pp. 118～121.

42) 이승만정권의 전후 부흥계획에 대해서는 정진아, 2007, 앞의 책, pp.84～100

참조.

43)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2. 4,),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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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층, 고아, 상이군인 등에 대한 재활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노동의 기회

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한국의 한

정된 자원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후 재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

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45) 즉 재건단 계획에서 사회서비스는 가장 열

악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고, 이 역시도

최대한 생산영역의 확장과 최대한 연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44)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p. 128～129.

45) 위의 자료,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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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1. 휴전 이후 재건단의 대외적 위상 변화

전시에 유엔사와 재건단 간에 체결한 협약·양해각서에서는 전투가 종

료된 후 180일 이내에 유엔사가 한국의 재건·복구에 대한 책임을 재건단

에게 이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재건단은 전후 재건사업이 본격화되

는 시기를 준비하며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조사를 진행하고,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인력을 파견하여 전시에도 유엔사가 진행

하는 구호 및 단기복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후에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될 시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단, 여기에는 단서조

항이 있었는데, 재건단으로의 책임 이전을 판단하는 주체를 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연합사령부는 미국이 주도

하는 기구였으므로, 전후 미국의 대한원조 구상은 재건단의 지위에 영향

을 미쳤다.

1953년 집권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전 트루먼 행정부의 과도한 군

사비 지출을 비판하며 ‘건전한(sound)’ 재정을 목표로 전반적인 대외원조

를 축소하고자 하였다.46) 동아시아의 지역적 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전쟁

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군사우선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고, 전후 대한원조

에서 한국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재건계획은 부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군사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1951년 군사원조의

성격을 강하게 띤 상호안전법(MSA: Mutual Security Act) 위주로 모든

대외원조가 통합되었으며, 1953년 8월에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이 대외

활동본부(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로 재편되었다. 한국

현지의 원조집행 기관으로는 유엔사 관할 하에 경제조정관실(OEC:

46)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戰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会; 박태균, 2014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작과비평사, pp.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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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이 설치되어 대한원조 전반을 주도

하도록 하였다. 경제조정관은 유엔군사령관의 경제고문이자 대외활동본

부 원조의 현지 집행자였으며, 다양한 기구들로 구성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47)

전후 미국의 대한원조기구로 유엔사 산하에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된 것

은 매우 독특한 구조였는데,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 원조는 국무부-대사

관 관할 하의 경제협조처(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미국의 원조기구 뿐 아니라 민사처,

재건단 등 전시에 설치된 여러 원조기구들이 병립하는 상황이었고, 각

기구를 조율하여 원조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일종의

특별기구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휴전이라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

기구는 국무부-대사관 관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유엔사 관할에 속하면

서 한국의 원조기구는 군부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후 경제원조의 군사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48) 이러한 구조에서 가

장 중요한 조정 대상은 재건단으로, 이 기구는 유엔 총회 산하기구로서

유엔사 및 미국 원조기구와는 완전히 다른 지휘계통에 위치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면서 전후 재건단이 재건을 총괄하는

기구로 자리잡는다는 구상은 폐기되었다. 대신 경제조정관이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정부에게 이에 대한 권고를 제시

하며, 여러 조직들의 계획과 활동을 조정하여 경제원조가 통합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보유했다.49) 1953년 5월 재건단장이 킹

슬리에서 주한미군 장성 출신인 존 쿨터(John B. Coulter)로 교체되고,

47) 한국전쟁 이후 미국 원조기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현진, 앞의 책, 제3장 참

조.

48) 경제조정관실의 설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현진, 앞의 책, 제3장; 한봉

석, 앞의 논문, pp. 84～90 참조.

49)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 OEC/UNKRA 1953-1955 [CTA0001258], “C. T.

Wood가 AG UNKRA와 CG KCAC에 보낸 비망록: KCAC와 UNKRA의 여

러 한국 경제원조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책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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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민간구호 업무를 담당했던 유엔민사처(UNCACK)가 7월 한국민사

처(KCAC: Korean Civil Assitance Command)로 개편되는 가운데, 첫

경제조정관으로 부임한 타일러 우드(Tyler C. Wood)는 재건단과 한국민

사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별로 역할을 구분

하고자 했다.50)

경제조정관, 재건단, 한국민사처의 협의를 거쳐, 큰 틀에서 장기적 재

건계획에 대한 업무는 재건단이 담당하고, 구호와 단기적인 복구사업은

한국민사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한국정부와의 접촉이 이중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담당분야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었다. 이에 각 조직이 기존에 수행했던 활동, 인력 구성, 군과의 관

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담당 분야를 정했다.51)

한국민사처는 전시에 군사조직으로서 후방 지역에서 질병, 기아, 및 소

요 방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 위생과 같은 공공사

업, 구호, 복지 분야를 맡게 되었고, 교통·통신시설 역시 군 당국이 전적

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국민사처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재건단은 사실상 전시에 군 당국이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관련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영역, 그리고 유엔 전문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주로 맡게 되었다. 공업, 어업, 광업, 교육, 주택, 전

력 부문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책임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재건단은

예산 배정, 유엔 및 기부국과의 관계를 근거로 더 많은 영역을 배정받고

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재건단은 이미 1953회계연도 계획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농업 부문에 배정하였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통

해 이 분야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의 풍토를 고려할 때 미국인이

50) 위의 자료.

51)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 OEC/UNKRA 1953-1955 [CTA0001258], “부록

A: 책무 분담을 위한 현 UNKRA와 KCAC 기능, 프로그램과 권고의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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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농업과학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재건단이 농업 부문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재건단은 농업 부문에서도 홍수조절, 개간, 관개, 삼림 관리

기능을 맡았고, 한국정부에 대한 기술원조를 포함한 다른 기능들은 민사

처가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 부문은 전시에 질병 방지업무를 담당했던

한국민사처의 기존 활동영역을 반영하여 책임을 배정하고자 하였으나,52)

역시 전시에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재건단의 의뢰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각국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

해 재건단도 병원과 의료교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수용되어, 재건단은 공업, 어업, 광업, 보통교육, 직

업교육, 관개, 삼림, 홍수조절, 주택, 화천을 제외한 전력 분야에 대한 책

임을 맡았고, 한국민사처는 교통, 통신, 공공 행정, 구호와 복지, 화천 전

력, 그리고 각 기구의 전반적인 물자의 구매와 배급에 대한 책임을 맡았

다. 양해각서에서는 재건단의 책임 범위의 제한이나 확장은 연합사령부

의 판단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였므로, 역할분담의 내용을 담은 비망록은

유엔군사령관의 최종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53)

52)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 OEC/UNKRA 1953-1955 [CTA0001258], “부록

A: 책무 분담을 위한 현 UNKRA와 KCAC 기능, 프로그램과 권고의 상세

분석”

53)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OEC 2 [CTA0001363], “E. J. Rogers, Jr.가 C. T.

Wood에게 보낸 서신: [한국 경제원조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KCAC와 UNKRA간 책임 분할] 5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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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사업무 관련 원조기구 간의 관계

출처: ORO-T-264, RG 469, Entry UD 422, Box 42 (이현진, 앞의 논문, p.119)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1954년 초와 1955년 말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는

데, 이때 역시 유엔 기구로서 미국의 원조기구와 구분되는 재건단의 속

성이 드러난다. 1954년 초 경제조정관 타일러 우드는 산업국을 설치하고

기술자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건사업을 일원화하려고 하였으

나, 재건단은 기존 재건사업의 중요 사업들을 지속하고자 하였다.54) 이때

쟁점이 된 것은 직업교육이었다. 재건단은 이전까지 교육사업을 담당해

왔던 경험을 내세우는 한편,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의 지원을 통해

교육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육 분야

를 계속해서 담당하기를 희망했다. 재건단이 담당하는 농업, 공업 분야가

직업교육과 관련이 깊다는 것도 재건단이 해당 부문을 계속해서 맡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55) 결국 직업교육은 보통교육과 함께 재건단

54) 한봉석, 앞의 논문,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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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조정관실이 이 시기까지도 경제원조 전반

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56) 또한 책임분야의 설정과정에서 재건

단이 독자적으로 진행해온 사업 분야의 연속성, 연관 산업과의 관계, 유

엔 전문기구와의 관계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분담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전후 미국의 원조기관인 경

제조정관실은 대한원조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실제 운영상에서 원조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원조

조직들이 독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책임영역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50년대 중반까지 경제조정관실의 조직이 완전히 갖추

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57)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 원조라는 재건단의 성

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의 노력에 의해 한국에서

재건이 진전되는 것은 냉전구도 속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58)

이처럼 경제조정관실이 경제정책 전반을 수립할 권한과 각 기관의 원

조를 조율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재건단의 사업과 계획을 논의하는 회

의체도 정비된다. 본래 전시에는 한국정부와 유엔사 간 협의기구로서 합

동경제위원회와 한국정부·유엔사·재건단 간 협의기구인 조정위원회가 별

도로 운영되었으며, 조정위원회는 1952년 말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1953회계연도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사실상 비활성화되어 있었

다.59) 그러나 전후 경제원조가 정비되면서, 재건단의 사업 조정을 위한

55)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 OEC/UNKRA 1953-1955 [CTA0001258], “A. L.

Boucher가 C. T. Wood에게 보낸 비망록: UNKRA와 FOA 활동 조직”

(1954. 2. 14.)

56) 한봉석, 앞의 논문, pp.106～107.

57) 위의 책, pp. 99～104 참조.

58) RG 59, Entry UD-07D 78, Box321, Folder “ROK/ UNKRA Relationships”,

“Letter from John B. Coulter to Graham Hall” (1954. 6. 29.)

59)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 한국-국제연합- 국제연합한국재건단 조정 위원

회 [CTA0001358], “Extract From Undated Report of Colonel Warren S.

Everett, 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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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사실상 합경위로 대체된다. 재건단은 유엔측 옵저버

(Observer)로 합경위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재건단의 1954회계연도 사

업계획은 합경위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재건단의 구체적인 사

업 중 유엔사, 한국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 또한 합경위의 안건으로

제시되었다.60)

재건단은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유엔사, 한국정부와 함께 논의를 진

행하는 한편으로, 한국정부와 재건단의 전반적인 경제원조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전까지 재건단의 사업은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별로

한국정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개별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1952년에서 1954년까지 광물분석소 설립 협정(1952.6.16), 소광산 기업

대부자금 협정(1953.5.29.), 제주도 전기시설 건설사업 협정(1953.6.9.), 군

산·장항항 화물취급 시설 및 부두 복구 약정(1953.6.9.), 군산항 준설 협

정(1953.6.18.), 실습광산 설립운영 협정(1953.6.16.), 토탄사업 협정(1953),

농지개량 및 관개사업 협정(1953.6.30.), 석탄자원 증산 기술지원 협정

(1954.6.2.) 등이 체결되었다.61)

그러나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협약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재건단 활동에 제약이 컸다. 특히 재건단이 원활하

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원조물자 판매와 대충계정 적립에 대

해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 재건단의 현지통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입한

물자의 판매를 통해 충당되어야 했지만, 대충계정에 대한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판매물자의 수익금을 당장 재

건단이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건단은 달러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한국은행이 재건단에 대여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환화를 획득하

고 있었다.6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

60) RG 469, Entry UD 1277OB, Box 1, “CEBORC-Minute” 1953～1955

61) 국가기록원 사료철: 한. UNKRA. UNC 간의 UNKRA 사업계획 협정,

1952-54 [CA0001975], “한·UNKRA·UNC(유엔군사령부) 간의 UNKRA 사업

계획협정, 1952-54”

62) RG 59, Entry UD-07D 78, Box 318, Folder “Advisory Committee Position

Papers/ UNKRA, Folder #1”, “Policy and Program of UNKRA”(195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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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는 전쟁기에 유엔군사령부가 재건단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억

제하려고 했던 주된 근거이기도 했다.63) 그러나 전시에 한국정부와 재건

단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다. 한국정부를 위해 기부한 기금의 사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재건단이 조직을 구성한 채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기금을 낭비한다는 점이 주로 문제

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3년 5월 단장이 주한미군 출신인 존 쿨터(John B.

Coulter)로 교체되면서 양자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1953년 전반

기부터 협의를 진행한 끝에 1954년 5월 31일 단장 쿨터와 국무총리 백두

진은 마침내 협약을 조인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재건단 경제원조의 목표

를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자체 기

금을 통해 투자를 조달하는 한편, 재정안정이라는 목표와 일치하도록 수

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재건단 특별계정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한국은행에 ‘운크라’ 대충계정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재건

단 측에서 한국정부에 통고하면 한국정부는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계정

에서 이를 예치하도록 했다.64) 운영 절차 면에서는 1953년 12월 체결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에서 제시된 정책과 절차들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고, 환율 또한 합경위 협약과 마찬가지로 180:1로 설정되었다.65)

25.);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8th Session, Supplement No. 6 C,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1953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A/2487], p. 5.

63) RG 319, Entry 64, Box 22, Clarence Heer(Spetial Consultant), “Report on

Relationship of Proposed UNKRA Program to Counter-inflationary

Objectives of the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Prepared for Karl

R. Bendetsen(Under-Secretary of the Army)” (1952.8.23.)

64) <한국 경제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의 협정>,

국가법령정보센터

65) “Agreement for a Programme of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uction Agency, Appendix B”, Chronology of Action in the United



- 33 -

한편, 1955년 말 한국민사처가 해체되면서 원조기구 간의 관계는 다시

한 번 조정된다. 이때 재건단은 1955년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이미

최종 예산안을 승인받은 상태였고, 재건단이 이미 수립한 계획 내에서

재건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재건단과 경제조정관실 간

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재건단은 기금의 부족으로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

긴 했지만, 1955년까지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영역에서 1958년

해체 시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

Nations and its dependent bodies relevant to the history of UNKRA

[S-0526-0116-000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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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단 내부의 조직운영과 예산 구성

재건단은 전후 경제조정관실 및 한국정부와 관계를 정립하며 활동기반

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운영을 본격화하였다. 이는 우선

재건단의 조직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전시에 뉴욕에 있던 재건단 본부

가 1953년 10월 서울로 이전되었다.66) 뉴욕사무소와 워싱턴사무소는 뉴

욕의 미국 지역사무소(American Regional Office)로 통합되었으며, 워싱

턴사무소는 부사무소(sub-office)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미국 지역사무

소에서는 회원국 및 유엔 사무국, 여러 민간기구들과의 연락을 담당하였

고, 계약위원회가 설치되어 물자·장비 조달, 기술제공 등 사업 전반과 관

련된 계약 체결을 전담하였다. 유럽 지역사무소는 직원 모집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제네바의 본사무소와 런던의 부사무소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도쿄 사무소에도 유엔사와의 연락 목적에서 소수의 직원이

배치되었다. 이로써 확립된 재건단의 전체 조직은 [그림 2]와 같다.

한국 본부의 운영부는 관개·산림·수산, 공업, 전력, 광업, 주택·건설, 교

육 담당부서로 구분되었고, 본부직원 이외에 프로젝트 담당 전문가를 별

도로 고용하여 프로젝트 실행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였다.67) 1955년에는

재건단의 담당부문이 축소되면서, 운영부 산하의 관개·산림·수산, 전력

담당 부서가 사라지고, 공업, 광업, 교육, 주택 건설, 특별 프로젝트 담당

부서로 재편되었다.

66)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8th Session, Supplement No. 14,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5 September 1952 to 30 September

1953”, paragraph 49. [A/2543]

67) RG 59, Entry UD-07D 78, Box 321, Folder “Staff/UN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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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도 (1954년 2월)

출처: RG 59, Entry UD-07D 78, Box 321, Folder “Staff/UNKRA”, “United Na

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Korea Headquarters Personnel Esta

blishment” (1954. 2.); 유엔 UNKRA 아카이브 웹페이지(https://archives.u

n.org/content/united-nations-korean-reconstruction-agency-unkra)를 참조

하여 작성.

이와 같은 구조에서 재건단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았다. 먼저 서울 본부의 계획·보고부에서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승인하면, 재건단은 이를 구체적인 개

별 프로젝트로 나누어 상세 내용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물로 재건단은

프로젝트의 목표, 연간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젝트와의 관계, 상세한 실행

과정, 비용 견적을 담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였다.68) 뉴욕 계약위원

회는 이 제안서에 의거하여 물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

68) RG 469, Entry 1276, Box 15, Folder “Programs―UNKRA”, “UNKRA

Manual of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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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전시에 시작된 유엔한국민사처(UNCACK)로의 인력파견은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해당 조직이 한국민사처(KCAC)로 개편된 이후에도 지

속되었다. 또 1955년 한국민사처가 해체된 이후에 이 인력은 경제조정관

실(OEC)로 다시 파견되었다. 재건단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조기구들은

만성적으로 현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건단은 유엔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전후 재건단은 위와 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예산안도 전반적으

로 재검토하였다. 이전까지 총회에서 책정한 재건단의 사업규모는 2억

5,000만 달러로, 이는 한반도 통일을 예상하던 1950년 11월 시점에서 한

반도 전체에 대한 첫 해 재건사업에 대해 책정한 금액이었다. 이후 전쟁

의 장기화로 재건단 사업의 시작시기가 연기되고, 대상지역 또한 한반도

전체에서 남한으로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2억 5,000만 달러는 잠정적인

재건단 사업의 규모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재건단

의 활동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재건단은 새로운 구상과 계획이 필요했

다.

앞서 재건단은 전후 재건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네이산 협회에 재건 프

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말에 네이산팀은 예비보고

서를 제출하였고, 1954년 초에는 재건 프로그램의 목표와 정책, 분야별

세부 재건계획을 포함한 450매 가량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네이산보고서는 전후 한국 재건계획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는데, 재건단이

장기계획을 준비하던 시점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대한원조의

일부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경제원조 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관철시킬 위

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네이산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자립

을 위해 한국군이 20만명 규모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

국정부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네이산보고서에서 제시한 재건의 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

한 내용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재건단의 프로그램 계획안은 재

건단의 의뢰로 수행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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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네이산 그룹의 조사내용이 프

로그램 기획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하였으며, 네이산보고서에서

제시한 통계수치를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다.69) 실제 재건단의 예산안

과 계획, 실행내용을 살펴보면, 그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네이산보고서에

서 제시한 경제원조의 방향이 반영되었다.

1953년 11월 단장 쿨터는 유엔 총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952

년 말 승인된 1953회계연도(1952.7.1.～1953.6.30.)에 7,000만 달러, 1954회

계연도(1953.7.1.～1954.6.30.)에 1억 3,000만 달러 중 8,500만 달러, 1955회

계연도(1954.7.1.～1955.6.30.)에 1억 1,000만 달러를 합산하여 총 2억

6,600만 달러를 재건단의 전체 사업규모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러한 요청은 유엔 총회에서 전반적으로 승인되었고, 2억 6,600만 달러 규

모의 사업계획이 재건단의 새로운 사업 규모가 되었다.

재건단의 예산안은 이와 같이 1953년에서 1955년까지 3개년으로 제출

되었다. 재건단이 제출한 연도별 예산안은 [표 3]과 같이 종합할 수 있

다. 이 예산은 재건단이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최종적

으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재건단의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계획 중 일부가 1958년 재건

단이 해체될 때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재건단의 전체 계획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재건단의 예산안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는 ‘재건과 부흥’ 계획이고, 둘째는 민수물자 도입이며, 나머지는 특별프

로젝트와 운영비용, 행정비용 등이다.

69) 국가기록원 사료철: UNKRA 한국프로그램 [CTA0001010], “UNKRA 프로

그램 계획안- 4. 1953년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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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은 유엔사 파견인력, 1952년부터 수행된 각종 조사와 기술원조, 수송

비용을 포함한다.

출처: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0th Session, Supplement No. 6C,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1955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A/2987), Statement Ⅰ, Statement Ⅱ, Statement Ⅲ

　 1953년 1954년 1955년 총계

재건과
부흥

보건·위생
·후생

2,500

(3.6)

9,050

(7.0)

150

(0.6)

11,700

(5.2)

농업·임업
·어업

6,000

(8.6)

17,810

(13.7)
- (0)

23,810

(10.5)

전력
5,100

(7.3)

17,531

(13.5)
- (0)

22,631

(10.0)

교통·통신
6,900

(9.9)
- (0) - (0)

6,900

(3.0)

공업
8,150

(11.6)

19,832

(15.3)

6,235

(22.9)

34,217

(15.1)

천연자원/
광업

2,000

(2.9)

7,800

(6.0)

7,960

(29.3)

17,760

(7.8)

교육
8,000

(11.4)

3,300

(2.5)

1,190

(4.4)

12,490

(5.5)

주택
3,000

(4.3)

5,000

(3.8)

500

(1.8)

8,500

(3.7)

합산
41,650

(59.5)

80,323

(61.8)

16,035

(59.0)

138,008

(60.7)

민수물자 도입
20,000

(28.6)

36,677

(28.2)

5,514

(20.3)

62,191

(27.4)

특별 프로젝트*
3,350

(4.8)

6,750

(5.2)

1,950

(7.2)

12,050

(5.3)

운영비용
2,500

(3.6)

4,250

(3.3)

2,100

(7.7)

8,850

(3.9)

행정비용
2,500

(3.6)

2,000

(1.5)

1,600

(5.9)

6,100

(2.7)

합계
70,000

(100)

130,000

(100)

27,199

(100)

227,199

(100)

[표 3]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1953-1955 예산안

단위: 천 달러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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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의 예산안에서 전반적으로 재건·부흥 계획이 60%의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보건·위생·후생, 농업·임업·어업, 전

력, 교통·통신, 공업, 광업, 교육, 주택의 분야로 구별되었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이 기획되었다. 프로젝트는 대체로 시설투자와 기술

원조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었다. 재건·부흥 부문에서 전체 시기에 걸

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부문이었고, 다음으로는 농업·어업·

임업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통신과 주택, 보건·위생·후생,

교육 분야가 재건단의 지출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농업·임업·어업 부문의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농업

으로, 농업 부문의 증산은 한국의 식량 자급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

라 장차 주된 수출상품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농업 부문에서는 재건단의 의뢰에 따라 전시에 유엔 식

량농업기구(FAO) 조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서는 비료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관개시설이 정비되어야 하며, 구릉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재건단은 특히 관개와 홍

수조절을 위한 치수시설에 공을 들였고, 전국 각지에서 336건의 프로젝

트를 통해 전체 경작지의 70%에 관개시설을 완비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도 재건단은 공업부문에서 비료 공장 건설을 계획하였고, 관개 시설 확

충에 필요한 필수물자인 시멘트의 국내 수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 또한

재건단 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밖에도 홍수조절과 긴밀히 연관된 임업 부

문의 재조림 사업을 진행하였고, 어업 복구를 위해 어선 및 각종 운영장

비를 공급하고 조달하는 계획 또한 여기에 포함되었다. 특히 어업은 식

량공급을 위해서뿐 아니라 어분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차 주요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70)

공업 부문의 경우,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농업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과도하게 공업을 강조

70)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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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단기간에 생산재나

소비내구재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한국경제의 주요 필요와 관련

된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71) 비료와 면방직, 시멘트, 유리, 소규모 가내 공업이 대표

적인 분야였다.

전력은 생산영역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특히 비료, 시멘트를 국내에

서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했다. 1948년

이전까지 남한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3분의 2 가량을 북한에서 공급했고,

정부수립 이후 북한이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한국의 전력부족은 전전부

터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해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한국의 전력생산량은 급감하여 1952년에는 5,500만 KW만을

생산했으며 미국 발전선에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였다.72) 재건

단에서는 생산성 확장을 위해 빠르게 전력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

았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송배전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수력, 화력에서 새로운 전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재건단의

전력 프로그램은 발전, 송전, 배전 전면에 걸쳐 계획되었으나, 예산의 부

족으로 1953년 예산안에 포함된 510만 달러 중 약 350만 달러만 실제 사

업에 할당되어 지출되었으며, 1954년 예산안의 내역은 실제 계획으로 이

어지지 못한 채 이후에는 미 대외활동본부(FOA)에 완전히 권한을 이전

하였다. 재건단이 실제로 실행한 사업은 변전소와 발전소 시설 및 송배

전선을 복구하는 작업이었으며, 제주도에는 1,200KW를 생산하는 중유발

전소의 건설자금을 공급하여 1955년 12월 1일 착공하여 1956년 5월 25

일 준공하였다. 또한 섬진강 수력발전소 확장공사를 위해 1954년 4월부

터 연말까지 미국 기술회사를 고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73)

71) 위의 자료, p. 95; 국가기록원 사료철: UNKRA 한국프로그램

[CTA0001010], “UNKRA/AC/40- 3. 한국 및 유엔군과의 프로그램 조정”, p.

13.

72)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 110.

73)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3th Session, Supplement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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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문의 경우 재건단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지만,

1953회계연도 계획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시 재건단이

활동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건단은 교육은 군 당국이 담당

하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생각했기에 교육 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

으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교육부문은 초기계획에서

상당한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휴전 이후 재건단의 활동영역이

확보되면서 재건단은 직접적인 생산성 확장과 관련된 농업, 공업 등의

생산부문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 부문은 상대적

으로 후순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교통·통신 부문은 한국민사처

(KCAC)와 역할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체가 민사처의 책임

으로 이전되면서 1954회계연도부터는 재건단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전력

부문은 생산활동 확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었고, 이에 따라

1954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기금 부족으로 구체

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2월 대외활동본

부(FOA)로 원조 책임이 이전되었다.74) 농업 부문은 민사처와 역할을 분

담하여 재건단이 관개, 개간, 홍수조절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1955년 2월 이 분야의 책임이 대외활동본부로 이전되면서 1955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민수물자 도입은 연도별로 20～30% 내외의 비중을 차

지하였다. 이 물자는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수익금은 대충계정에 적립되

어 재건단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현지화폐로 사용되었다. 물자 도입

은 재건단의 사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

분이었다. 필수물자는 시기별로 내용을 달리하였는데, 1953회계연도 프로

그램에서 도입된 물자는 곡물과 비료였던 것에 반해 1954회계연도, 1955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July 1957 to 30 June 1958”,

paragraph 49. [A/3907], p. 8; 韓國電氣百年史 編纂委員會 편, 앞의 책, p.

405.

74) 국가기록원 사료철: 행정-OEC 2, “A. L. Boucher가 C. T. Wood에게 보낸

비망록: UNKRA와 FOA 활동 조직” (1954. 2. 14.) [CTA00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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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프로그램에서는 종이류와 인쇄용지, 원모·인견사·소모사 등의

섬유, 생고무·타이어·튜브 등 원료·반제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주를 이

루었다.75) 1953년에는 한국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과 비

료공급을 우선시했으나, 상대적으로 식량 공급이 안정된 이후에는 생산

증대와 관련된 물자들이 수입되었다.

재건단 원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범주인 재건·부흥 계획

과 두 번째 범주인 민수물자 간의 비율이다. 재건단의 예산안에서 민수

물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 내외인 데 비해, 시설원조나 기

술원조를 중심으로 한 재건·부흥 계획의 비중은 60% 가량이었다. 민수

물자는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일 시기의 대외활동본부(FOA) 원

조,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원조와 비교했을 때 재건단의 계획에서 소

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미 대외활동본부(FOA) 원조는

1953회계연도에서 1955회계연도까지 총 계획액은 약 4억 8천만 달러였

고, 그중에서 식량, 농업용 물자, 연료, 반제품, 기계 및 차륜 등 소비재

로 분류되는 항목이 45.8%를 차지했다. 실제 도입실적 상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는데, 동일한 시기에 실제 도입된 금액은 2억 6

백여 달러였고, 그중 소비재는 전체 도입액의 66% 가량을 차지했다. 이

는 당시 미국의 경제정책이 투자부문을 축소하고 최종 소비재 도입의 증

가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76)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원조는 구호에 초점을 둔 원조로, 식료

품, 의료위생용품, 연료 등 소비재 중심의 원조였다. 이처럼 재건단 원조

는 군사원조와 분리되어 경제재건을 위해서만 활용되었고, 소비재 수입

은 재건단 사업으로 지출되는 현지통화량을 상쇄할 만큼만 진행되었다.

또한 미국 원조에서 도입된 소비재 판매수익금은 대체로 국방비로 전용

된 반면, 재건단은 별도의 계좌에 수익금을 적립하고 자체 사업을 위해

대충자금을 사용하였다.

75) 洪性囿, 앞의 책, pp. 60～62 참조.

76) 대한민국 부흥부, 1957, 《부흥백서》, p. 206쪽; 이현진, 앞의 책, pp. 21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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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재건단의 예산안은 유엔 총회에서 삭감되어 승인되

었고, 그마저도 일부밖에 실행되지 못했다. 재건단의 사업실행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장애는 재원 문제였다. 1950년 총회 결의안이 통과

될 당시 재건계획의 총액은 2억 5,000만 달러였고, 휴전 직후에는 2억

6,600만 달러를 다시 승인받았다. 그러나 재건단에 서약한 각국의 기부액

은 총액이 최대치일 때도 약 2억 900만 달러로 목표액에 미달하였고, 실

제 재건단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수집된 금액은 총 1억 4,000여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표 4]는 재건단에 대한 각국의 기부서약액과 기부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부액 중 현물 기부는 유엔군사령부로 인도되

어 구호활동에 활용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재건단이 수령하여 재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 기부액이었다.

전체 기부액이 2억 여 달러에서 1억 4,000만 달러로 현실화되는 과정

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가장 큰 기부국인 미국이 기부액을 축소한

것이었다. 미국은 일찍이 전체 기부액의 65%만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

로 제시하였고, 각국의 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여기에 맞춰

기부액을 다시 책정한 것이었다. 재건단은 휴전 직후 1955년 예산을 1억

1,000만 달러로 계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고 1954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자 예상 기금을 현실화하여 파악하였고, 1955년 예

산안은 결국 2,700만 달러 규모로 실행되었다.

이처럼 재건단의 기금이 충분히 모집되지 못한 것에는 재건단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우선 이승만의 호전성에 대한

경계와, 한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독단성에 대한 우려는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기부를 저해하게 만드는 요소였다.77) 이에 더해

전시에 지속된 재건단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비판은 외신에서도

보도되었고, 국무부는 이 또한 재건단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78)

77) RG 59, Entry UD-07D 78, Box 320, Folder “Agent General Coulter/

UNKRA”, “Memorandum from Hall to Coulter (1953. 9. 18.)”

78) RG 59, Entry UD-07D 78, Box 319, “DEPTEL668: Telegram from Bri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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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서약액
(1954)*

최종
서약액

기부액
(현금)

기부액
(현물)

총 기부액
비율
(%)

아르헨티나 500,000 500,000 - 500,000 500,000 0.4

호주 4,001,726 3,616,446 3,616,446 - 3,616,446 2.5

오스트리아 174,474 179,474 139,474 40,000 179,474 0.1

벨기에 300,000 600,000 600,000 - 600,000 0.4

버마 49,934 49,934 - 49,934 49,934 0.0

캄보디아 - 1,000 1,000 - 1,000 0.0

캐나다 6,904,762 7,413,021 7,413,021 - 7,413,021 5.2

칠레 250,000 250,000 250,000 - 250,000 0.2

덴마크 860,000 1,668,571 1,668,571 - 1,668,571 1.2

도미니카
공화국 10,000 10,000 10,000 - 10,000 0.0

이집트 28,716 28,716 - 28,716 28,716 0.0

엘살바도르 500 500 500 - 500 0.0

에티오피아 40,000 40,000 40,000 - 40,000 0.0

프랑스 142,857 142,857 142,857 - 142,857 0.1

그리스 12,063 18,063 - 18,063 18,063 0.0

과테말라 - 7,704 7,704 - 7,704 0.0

온두라스 2,500 2,500 2,500 - 2,500 0.0

인도네시아 143,706 143,706 143,706 - 143,706 0.1

이스라엘 33,600 36,100 - 36,100 36,100 0.0

이탈리아 1,333,333 2,014,933 320,000 1,694,933 2,014,933 1.4

레바논 50,000 50,000 50,000 - 50,000 0.0

리베리아 15,000 15,000 - 15,000 15,000 0.0

룩셈부르크 40,000 50,000 50,000 - 50,000 0.0

멕시코 - 40,000 40,000 - 40,000 0.0

네덜란드 526,316 1,052,632 1,052,632 - 1,052,632 0.7

[표 4] 재건단에 대한 각국별 기부서약액과 기부액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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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은 각국별 서약한 기부총액이 최대였던 시기이다.

출처: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0th Session, Supplement No. 6C,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1955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A/2987], Schedule A;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5th

Session, Supplement No. 6D, “Final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Covering the Operation of the Agency from the Date of Inception, 1

December 1950, to the Date of Closure, 31 August 1960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A/4516], Schedule A 참조.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 2. 18.)

뉴질랜드 557,900 836,850 836,850 - 836,850 0.6

노르웨이 1,725,323 1,725,323 1,698,846 26,477 1,725,323 1.2

파키스탄 - 315,000 315,000 - 315,000 0.2

파나마 3,000 3,000 - - - -

파라과이 10,000 10,000 10,000 - 10,000 0.0

사우디
아라비아

20,000 20,000 20,000 - 20,000 0.0

스웨덴 966,518 1,747,381 1,747,381 - 1,747,381 1.2

영국 28,000,000 26,840,002 26,840,002 - 26,840,002 18.8

미국 162,500,000 92,902,615 92,902,615 - 92,902,615 65.1

베네수엘라 100,000 100,000 30,000 70,000 100,000 0.1

소계 209,302,228 142,431,328 139,949,105 2,479,223 142,428,328 99.8

비회원국

리히텐
슈타인

- 465 465 - 465 0.0

모나코 572 1,144 1,144 - 1,144 0.0

스위스 23,256 313,954 290,698 23,256 313,954 0.2

바티칸 - 10,000 10,000 - 10,000 0.0

베트남 10,000 10,000 10,000 - 10,000 0.0

소계 33,828 335,563 312,307 23,256 335,563 0.2

전체합계 209,336,056 142,766,891 140,261,412 2,502,479 142,763,89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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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건단 설치 당시 총회 결의는 통일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재건

계획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재건계획이 실행된 지역은 남한에 국한

되었다는 점 또한 각국의 기부금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1951년 7

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재건단 활동의 지리적 영역을

한국정부 관할 하에 있는 영역으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재건사업의 범위

는 남한으로 한정되었다. 남북한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재건 프로그램의

채택이 통일이라는 목표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장래의 통일된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79)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일원인 인도 대표는 사

업이 종료될 때까지 재건단의 운영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79)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2. 4,), 1954, pp.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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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단의 활동 분석―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건단의 계획과 활동 상에서 공업부문은 가장 핵심적인 분야였으며,

재건단 원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재건단이 대규모 자금

과 기술을 제공하여 건설한 인천 판유리 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은 재건

단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다.80) 재건단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공

업 부문 활동에 주목하였으며, 몇몇 연구들은 재건단 원조가 전전 수준

으로의 복구를 넘어선 부흥원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81) 농업이

나 보건에 역점을 둔 미국의 저개발국 원조와는 달리 유럽식의 산업생산

성 향상을 지향했다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82) 그러나 재건단의

공업 부문 활동의 의미와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분야에서

재건단의 구상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재건

단의 주요 활동영역이었던 공업 부문 활동을 중심으로 재건단 원조의 내

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당시의 맥락에서 이 활동이 어떤 내용과 지향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건단의 최종 지출내역에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았다. 공업 부문은 재건단의 지출계획에

서 전체 비용의 15%를, 재건·부흥 분야에서는 25%를 차지했다. 또한 전

체적으로 재건단의 계획 대비 실행율이 60%에 불과한 데 비해, 공업 부

문은 80%의 높은 실행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지출액에서 공업

80) 제이.비.콜타, <한국산업에 대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특

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국회보》 9호(1956. 12.), 국회사무처, p. 203.

81) 손규석·조성훈·김상원, 2015 《6·25 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413～415; 양영조, 2015 <한국의 재건에 힘쓴 국제기구 ‘UNKRA’>, 《대

한민국 역사박물관 이야기》 10, pp. 6～7.

82) 한봉석, 2017, 앞의 논문, pp. 68～70. 한봉석은 재건단의 기술원조가 주로

산업생산성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계약’을 통해 외부기관에 위탁되면서 제대

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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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전체 예산의 18.5%, 재건·부흥 부문 지출에서는 약 33%를 차지

했다. 이를 동시기의 미국 원조와 비교해보면, 재건단 원조가 거의 마무

리되는 1957년 말까지 미 대외활동본부(FOA)·국제협조처(ICA) 원조수입

액 약 8억 8,000만 달러 중 공업 부문 수입액은 6,600만 달러로 약 7.5%

를 차지했다.83)

　 지출계획 지출액 실행률
(%)

재건과
부흥

농업·임업·어업 23,810 (10.5) 8,131 (5.6) 34.15

공업 34,217 (15.1) 27,078 (18.5) 79.14

광업 17,760 (7.8) 12,800 (8.8) 72.07

전력 22,631 (10.0) 3,374 (2.3) 14.91

교통·통신 6,900 (3.0) 5,380 (3.7) 77.98

주택 8,500 (3.7) 4,987 (3.4) 58.67

교육 12,490 (5.5) 9,602 (6.6) 76.88

보건·위생·후생 11,700 (5.2) 10,207 (7.0) 87.24

합산 138,008 (60.7) 81,558 (55.7) 59.10

필수물자 도입 62,191 (27.4) 36,758 (25.1) 59.11

특별 프로젝트 13,601 (5.3) 8,686 (5.9) 63.86

운영비용 12,543 (3.9) 11,030 (7.5) 87.93

행정비용 8,417 (2.7) 8,304 (5.7) 98.66

합계 234,760 (100) 146,336 (100) 62.33

[표 5] 재건단의 최종 지출내역

단위: 천 달러 (비중: %)

출처: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5th Session, Supplement No. 6D,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l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Covering the Operation of the Agency from the Date of

Inception, 1 December 1950, to the Date of Closure, 31 August 1960”

(A/4516)

83) 大韓民國 復興部, 《復興白書》, 1957, p. 211,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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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단은 한국의 제조업이 대외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다고 판단했다.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 중 전체 생산량에서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공업을 복구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

요한 기반이었다.84) 그러나 재건단은 원조를 통해 한국을 고도의 공업국

가로 만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농업, 수산업, 광업에

비해 과도하게 공업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달성하

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85)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재건

단은 공업 부문에서 공업화 그 자체보다는 농업, 수산업, 광업과 같은 기

타 생산영역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또한 극도로 불균형한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전략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재건단의 구상은 한국정부가 원조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재

건·부흥계획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후 한국정부는 생산력 증대의 기본방

향을 공업화로 설정하였으며, 전기, 연료, 비료, 시멘트, 판유리, 철강 등

중화학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비료,

시멘트, 판유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정부가 선정한 ‘3대 기간산업’으로 중

점투자분야였다. 한국정부는 주로 원조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자 했다.86) 한국정부는 재건단의 역할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87) 재건

단이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목표했던 계획을 축소하게 되자 한국정

부는 재건단이 다방면으로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간산업 건설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88)

또한 한국정부는 원조자금을 통해 신규공장이 설립되면 이를 정부운영

84)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2. 4,), p.388.

85)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 95.

86) 정진아, 2007, 앞의 책, pp.84～100.

87) 공보실, 1956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경제부흥에 주의를 환

기”(1954. 1. 23.); 원용식, 1953 <운크라와 한국경제>, 《신천지》 8-1, p.

126.

88) 京鄕新聞, “美 對韓援助 遲延相全貌” (195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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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에는 대규모의 공장을 인수할

만한 자금을 지닌 기업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건단은 공업

부문 원조가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여겼고, 원조를 통

한 산업설비는 가능한 한 민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89) 그러

므로 생산효율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신규공장은 민간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소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90)

재건단 역시 계획상 비료, 시멘트, 판유리 공업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재건단 계획에서 비료 공업과 시멘트 공업은 농업부

문 생산량을 증대하려는 목적이 주요했으며, 시멘트와 판유리는 건설 필

수물자로 전후 기초시설 복구에서 반드시 필요했다. 또한 이들 공업은

대부분의 원료를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비만 마련된다면 상

대적으로 쉽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문이었다. 이러한 계

획은 연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를 통해 광범위한 전후방효과를 창

출하고, 공업화를 통해 자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한국정부의 의도와는 거

리가 있었다.

실상 재건단은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한 공장의 건설보다 중소규모 공

장의 지원과 강화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재건단은 한국과 같은

저개발국에서는 가내수공업과 소규모 공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내수공업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용품 및 판매용품을 집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직물, 대나무·갈대 바구니, 깔개, 가마니, 새끼줄, 대갈

퀴와 같은 수공품을 포함했다. 소규모공업은 주로 임금노동으로 운영하

면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50명 이하의 사업체 또는 동력을 사용하는

20명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했으며, 천이나 직물, 의류, 제복 및 목재가구,

도자기, 식기, 대부분의 농기구, 벽돌·타일과 같은 건축자재들이 소규모

89)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2. 4,), pp.388～389.

90) 국가기록원 사료철: 산업 기술 [CTA0001484], “W. C. Rhyne가 J. B.

Coulter에게 보낸 비망록: 유엔한국재건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새로운 산업 설

비의 소유 및 관리 문제” (195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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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생산품이었다. 재건단은 중소규모 공업이 필요한 소비재를 공급

하는 중요한 원천이자, 국내 자본이 한정된 상태에서 적은 양의 자본금

과 소규모 투자로도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91)

한편, 한국의 상황에서 재건단이 공업 부문에서 장차 수출가능성을 전

망한 유일한 분야는 면방직 공업이었다. 면방직 공업은 생필품 생산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복구작업을 통해 당장 필수적인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방추, 직기 등 기기의 교체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

킨다면 수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92) 이와 같은 구상에서 공업 부

문에서 재건단이 진행한 원조사업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대체로 설비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술조사, 신규공장 건설, 기존 공장 복구, 각종 설비

조달 등의 과정은 해외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계약은 재건

단 뉴욕사무소의 계약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입찰과정을 통해 체결되었다.

먼저 초기 재건단의 공업 부문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신규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신규 비료공장 설립은 공장설비뿐

아니라 석탄, 전력 등 다른 부문과의 긴밀하게 연계되는 핵심 분야였다.

비료는 농업생산량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품목이었고, 거의 전량

의 비료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에는 요소비료의 주요 재료

인 깨끗한 물과 석회암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므로, 재건단은 생산설비

가 적절하게 갖추어진다면 수입 비료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

하여 외환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3) 이러한 구상에서 재건단은

91)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p. 103～104.

92)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Nathan Report)

(1954. 2. 4,), pp. 116～118, 393～396.

93) “Preliminary Report on Economic Reconstruction of Korea [네이산 예비보

고서]”, pp. 96～97; 국가기록원 사료철: UNKRA 한국프로그램

[CTA0001010], “UNKRA 프로그램 계획안- 5. 1954년도 UNKRA 프로그램

계획”, p. 13; 忠肥十年史編纂委員會 編, 1968 《忠肥十年史》, 忠州肥料株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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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

연탄공장시설 116,213

판유리공장 3,506,225

제지공업 1,378,808

농기구공업 291,264

전선공장 305,455

기타 중소기업 2,991,839

면방직 시설 8,848,202

시멘트공장 9,518,450

비료공업 121,773

소계 27,078,229

[표 6] 재건단 공업부문 지출내역

단위: 달러

출처: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5th Session, Supplement No. 6D,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l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Covering the Operation of the Agency from the Date of

Inception, 1 December 1950, to the Date of Closure, 31 August 1960”

[A/4516], p. 6; 항목 분류는 大韓民國 復興部, 1957, 앞의 책, p. 256 참조.

1953년도 예산안에 신규 비료공장 건립을 위한 예비 기술조사 비용으로

96,000달러를 배정하였고, 미국 케미칼 건설회사(Chemical Construction

Corporation)에 조사를 의뢰하여 1954년 초에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

다.94) 그러나 재건단 기금이 고갈되면서 1954년 예산안이 급격히 축소됨

에 따라, 비료공장 건설은 대외활동본부(FOA)의 관할로 넘어갔다. 결국

비료공장은 1955년 9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재건단이 해체된 이후인 1961

년 준공되었다.95)

會社, p. 81.

94) 국가기록원 사료철: UNKRA 한국프로그램 [CTA0001010], “UNKRA 프로

그램 계획안- 5. 1954년도 UNKRA 프로그램 계획”,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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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단이 기술조사와 건설과정까지 참여했던 것은 시멘트 공장과 판유

리 공장이었다. 시멘트, 판유리는 전후 기초시설 복구를 위해 국내 수요

가 매우 컸고, 기존 시설의 복구와 신규공장 설립을 위한 계획이 1953년

부터 추진되었다. 먼저 시멘트는 국내 필요량이 약 60만 톤으로 추산되

었지만, 한국의 유일한 시멘트 공장인 삼척 공장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

량이 급감하여 1953년에 4만여 톤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에 재건단은 1953년도 예산으로 삼척 공장 복구에 약 52만 달러를 배정

하여, 철강 등 건축자재를 들여오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

설비를 조달하여 연간 생산량을 10만 톤으로 늘리고자 하였다.96)

재건단은 기존 삼척 시멘트 공장을 복구하는 작업 외에, 신규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953년도에 14만 달러를 배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1954년 계획에 실제 건설 및 기술계약과 관련된 자금을 배정하였다.

예비조사에 따라 문경이 신규공장 부지로 선정되었고, 건설계약은 국제

입찰을 거쳐 1955년 2월 덴마크기업인 스미스 사(F. L. Smidth)와 체결

하였다. 이 공장에는 외화 약 900만 달러, 환화 약 25억환이 투여되었고,

연간 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었다.97) 문경 시멘트공장은

1955년 11월에 착공하여 1957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공개입찰을 거쳐

이정림의 대한양회에 불하되었다.

판유리는 건설 기초자재이나 한국에는 생산공장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해방 이후 매년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소비되었

다.98) 유리공장이 한국에 설립되면 그만큼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한국

95) 김성조, <1950년대 기간산업공장의 건설과 자본가의 성장>, 연세대학교 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 23.

96)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9th Session, Supplement No. 20,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October 1953 to 1 September

1954” [A/2750], p. 6; RG 469, Entry UD 422, Box 16, Program-CEB;

Program-Rhee Plan, “Facts about the Aid Program in Korea” (1954. 5.

26.)

97) RG 59, Entry UD-07D 78, Box 318, Folder “Ce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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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부분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공장의 설립은 상당

한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천 판유리공장의 건설과정은

특히 부침이 심했다. 1954년 초 미국 기업인 프레지어-심플렉스 사

(Frazier-Simplex Corporation)에서 전국적으로 입지조사를 실시하여 건

설지역으로 인천을 선정했고, 재건단은 신규 판유리공장 건설을 위해

362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여 이 회사와 1954년 6월 25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공장은 연간 판유리 12만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계약에 따르면 건설기간은 17개월이었으며, 건설 후에도 1년

간 운영기술 지도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곧 회사가 파산하면서

1955년 9월 17일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재건단은 파나마 기업인 빈넬

사(Vinnel International Corporation)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

설하였다. 여기에는 외화로 320만 달러, 환화로 7억 4천만 달러 가량이

투여되었다. 실제 공장 건설은 1956년 2월부터 1957년 9월까지 진행되었

다.99) 이 공장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 최태섭의 한국유리에 불하되었다.

다음으로 재건단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원조가 이루어진 분야는 면방

직 공업이었다. 먼저 재건단은 생산능력 향상을 위채 방추와 직기를 제

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재건단은 1953년도 예산에 280만 달러를 배정하

여 정방기 55,440추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전남방직, 대전방직, 금성방

직에 나누어 배정하였다.100) 휴전협정 체결 이전인 1953년 6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한강 이남의 후방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 업체에 배정되었다.101) 방적기계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

98) 김성조, 2002, 앞의 논문, p. 21.

99) 韓國유리 社史編纂委員會 편, 1983 《韓國유리二十五年史 : 1957～1982》,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pp.106～108.

100) RG 469, Entry UD 422, Box 16, “Facts about the Aid Program in

Korea”, 1954.5.26.; 大韓紡織協會, 1987 《紡協四十年史》, 大韓紡織協會, p.

94.

101) 국사편찬위원회, 2006 《(고급기술자들의 구술을 통해 본) 한국 면방직공

업의 발전》, pp. 166～168; 東亞日報, “五萬五千二百 紡績錘導入” (195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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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54년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1954년과 1955년 예산에서 재건단

은 275만 달러를 배정하여 직기를 도입하여, 금성방직에 600대, 동아방직

에 300대, 삼호방직에 600대, 내외방직에 300대, 대한방직에 300대 등 총

2,100대를 설치하였다. 그밖에도 재건단은 혼타면기, 마방적기 등을 구매

하여 증설하였다.102) 동일 시기에 미국 원조는 주로 원면을 공급한 데

비해, 설비투자는 대부분 재건단 원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원료·반

제품 공급과 같은 물자제공보다 시설투자와 기술원조에 보다 집중했던

재건단 원조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제지공업을 포함하여 중소규모 공장에 대한 원조가 이루어졌

는데, 이는 당시 한국의 공장 대다수가 중소규모이며, 대체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국내 생산의 부족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103) 재건단은 기계장비, 부품 및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신흥

제지, 북산제지, 고려제지, 삼덕제지 등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농구

공업은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 복구가 시급한 분야였고, 재건단에서는

1953년에는 87.5만 달러 예산을 책정하여 기계, 반원료 및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물자는 소규모 농구공장들에 전달되었

다.104)

나아가 재건단은 중소기업 융자기금으로 1953년도 예산안에서 150만

달러와 2억 3,000만 환(약 128만 달러), 그리고 1955년도에는 추가로 60

만 달러를 배정하여 운영하였다. 이 기금은 자산이 1,000만 환을 초과하

지 못하는 중소기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내용은 재건단, 상공

부,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융자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대출하였다. 기

금은 분야별로 항목을 나누어 섬유, 화학, 기계, 공예 순으로 많은 금액

이 배정되었다.105) 중소기업 융자를 통해 수입한 대표적인 기계·장비는

102) RG 469, Entry UD 422, Box 16, “Facts about the Aid Program in

Korea” (1954. 5. 26.); 大韓紡織協會, 1987 《紡協四十年史》, p.94.

103) 국가기록원 사료철: UNKRA 한국프로그램 [CTA0001010], “UNKRA 프로

그램 계획안- 4. 1953년도 발전”

104) RG 469, Entry UD 422, Box 16, “Facts about the Aid Program in

Korea” (1954. 5. 26.)



- 56 -

직물기계, 가공장비, 편물 및 재봉기, 염색기계, 조료제작기, 현대식 인쇄

기, 연필제작기, 나사제작기, 고무시험기구 등이었으며, 환화 융자는 주로

원료구입에 사용되어 메리야스를 비롯한 직물 상품, 어망, 비누, 전선, 도

료, 지류, 칠기, 인형, 놋쇠, 약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제공되었

다. 1956년까지 건수로는 1,156건, 액수로는 외화로 180만 달러, 환화로는

20억 환의 융자가 이루어졌다.106) 이 기금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

업 부문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재건단이 재건사업에서 중

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재건단 원조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우

선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물자를 도입하는 전 과정에

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1953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상

1953년 6월 30일까지이지만, 대부분 1954년 중반 이후에 마무리되었다.

1953년도 예산안은 휴전협정 체결과 이후 재건단 조직의 재정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

았다. 1954년도 예산안은 1954년 2월 이후에, 1955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1955년 7월 이후에 실행단계에 접어들어 재건단 활동이 완료되는 1958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 지연은 공업 부문만이 아니라

재건단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개별 사업이 지연되면서도 행

정비·사무비·인건비는 계속해서 지출되었으므로, 재건단 운영 초기부터

유엔, 미국, 한국에서는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

였다.107)

105) <생필융자와 UNKRA 중소기업융자실태>, 《한국 다이제스트》 제49호

(1956. 1. 16.), 한국산업은행, pp. 8～9.

106) 제이.비.콜타, <한국산업에 대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국회보》 9 (1956. 12.), 국회사무처, p.

205.

107) RG 59, Box 318, Folder “Advisory Committee Position Papers/ UNKRA,

Folder #1”, “Position Paper”(1952. 1. 4.), “Policy and Program of

UNKRA”(1952. 7. 25.); RG 59, Box 320, Folder “ROK/ UNKRA

Relationships”, “Memorandum of Conversation, Criticism of UNKRA

Operation”(195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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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단의 주된 사업방식인 해외 기업체와의 계약체결과 물자조달에서

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재건단은 한국 본부에서 해당 분야에 구

체적인 예산과 계획을 책정하면, 뉴욕 계약위원회에서 국제입찰을 통해

물자판매, 기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별 사업을 진

행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 지역사무소의 관련 부서에 유엔에 파견된 한

국 대표가 고문으로 참여하여 계약 체결과 물자 조달 과정에 한국이 개

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단은 계약 체결 직전에 한국에 해

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한국정부 측의 주장을 일부 수

용하였지만, 한국정부가 동의·거부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와 계

약 단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108) 원조를 수여받는 측과 사

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여자가 제공된 원조물자의 품

질, 규격 등에 불만을 갖거나, 도입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도

했다.109)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재건단은 자금·시

설·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전후 복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재건단의 시

설투자가 집중된 면방직 공업의 생산량은 1957년 이후 국내 수요를 넘어

섰으며, 신규공장 설립으로 시멘트와 판유리의 국내생산량이 증가하면서

1957, 1958년 수입량이 급감하였다.110)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원조담

당자들은 한국의 전재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며 대한원조정책 상에

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111)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

108) RG 59, Box 318, Folder “Advisory Committee Position Papers/ UNKRA,

Folder #1”, “Letter From John B. Coulter to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Subject: Republic of Korea Consultant to UNKRA Contract

Committee, New York”(1954. 7. 1.)

109) 京鄕新聞, “産業·經濟의 十年” (1955. 8. 11.); 東亞日報, “物資導入 三一%”

(1956. 7. 16); 허균, 1992 《公孫樹 : 昔엄 許均 製紙와 包裝時節의 回願》,

月刊包裝産業編輯部, pp. 189～191, 195～196.

110) 김성조, 앞의 논문, pp. 39～40.

111) 이현진, 앞의 책, 제5장; 박태균, 2007, 앞의 책, pp. 241～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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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원조의 방식은 시설원조와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

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

설하기도 했다. 건설에 필요한 환화비용은 재건단 자체 계획에서의 민수

물자 수입을 통해 충당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는 같은

시기 미국 원조가 투자부문을 축소하고 최종 소비재 도입의 증가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

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원조자금을 통해 기간산업을 육성하려 했

던 한국정부의 계획과 일정 부분 중첩되기도 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

해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건단의 전반적인 재건구

상과 더불어 공업부문 원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재건단 원

조에서 공업의 비중이 상당하였음에도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공업화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알 수 있다. 재건단의 공업부문 원조는 식량

의 증산, 생필품의 자급자족에 중점이 있었고, 대규모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건축자재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입-수출의 극심한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었다. 오히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대규모 기간산

업 육성에 집중되기보다 중소규모 기업의 지원과 복구에 보다 집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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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유엔한국재건단은 1950년 12월 1일 유엔 총회 결의대로, 한국 사회가

입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재건단의 수립이 모색되던

1950년 하반기는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

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던 시기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

후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

르기까지 한국에 제공되는 대외원조의 전반을 담당할 기구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황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재건단 수

립 이후에도 전투가 격렬히 진행되면서 재건단의 위상 또한 변화하였다.

재건단은 전시에 한반도 전 지역의 작전권한을 보유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시에는 유엔사가 경제원조를 비롯한 민사업무 전반

을 총괄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서 재건단은 전쟁이 종료되면 협의에 따라 한국의 재건·복구에 대

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협약 체결 이후 재건단은 유엔

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했던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면서 한국, 미국, 재건단 간에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휴전협정 이전까지 실제로 재건단이 실행

한 활동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곡물, 비료 등의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

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요청에 따라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를 담당하였고, 네이

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을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재

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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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

치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착수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

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

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

서도 미국 원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

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태의 원

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재건단의 계획이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었

던 것은 당시 미국 대한정책의 목표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쪽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조의 많은 부분은 국방비로 전용되

었고, 한국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재건계획은 부수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반면 재건단은 저개발국 개발에 대한 이상을 미국과 일정 정도 공유하면

서도, 상대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원조를 실행

할 수 있었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 여러 분

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

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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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

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

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재건단의 조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건단 원조의 내용과 성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업 외에 다른 부문에서 진행된 재건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재건단의 활

동이 전반적으로 한국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는지는 살펴보

지 못했다. 또한 재건단의 원조가 1950년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

계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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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1950s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is,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UNKRA was founded, the United Nations forces

anticipated military success and an early cessation of hostalities.

However,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might prolong hostilites and

hampe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indefinitely. In the early years,

UNKRA could not fully implement the reconstruction program until

the military situation had settled down. Instead, it operated under

military supervision. During the war, UNKRA mainly seconded its

experts to the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After September 1952, CINCUNC, UNK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start as much basic

rehabilitation and reconsruction program as the militar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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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allow. Nevertheless, the general situation had made it

necessary to accord the first priority to the importation of consumer

goods.

Furthermore, UNKRA proceeded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and programs in the support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athan Associates. The Nathan Associates developed the

Five-Year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 which meant Korea

coul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five years. It suggested that

the major portion of investment would go into sectors of physi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ere the direct, measurable impacts on

national output would be heaviest and quickest. However, despite of

the desirability of a large social investment programs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y did not emphasize upon social investment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fter Armistice in July 1953, UNKRA actually launched the

reconstruction program. However, UNKRA could not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all relief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becaus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defense support program for South Korea

after the war. That is, UNKRA was assigned a certain segment to

operate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war was coordinated through the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Nevertheless, UNKRA was

independent from the defense suppo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nd could emphasize on non-military areas of the economy.

UNKRA’s largest over-all investment allocation was made in

the idustrial field. UNKRA undertook the reconstruction of the major

industrial plant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mportant secto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pite of many

problems in operation and shortages of funds, it provided the capital

and engineering for industrial expan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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