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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드문 사례이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거시
적인 수준에서 한국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부정적 또는 소극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런
데 미시적인 기업 레벨로 눈을 돌려 1950년대 원조가 1960년대 이후 활약하는 한국 기업
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방직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는 1950년대 기업 성장이 원조 자금 배분 과정에서의
특혜나 부패, 지대추구행위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연구는 자료 부
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당시 미국 원조기관이 남긴 자료를 활용해 원조자금
배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어떤 기업들이 배분에 참여했는가를 1954년 한
해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1954년은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대외사업처(FOA)의 경제부흥원조가 본격화된 해이다.
FOA 원조의 배분은 5가지 구매형식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원조기관의 한 부서인 중소기업
국에서 발행한 Small Business Circular와 Fianced Awards로부터 그 중 일반 민수 구매
와 외자청 구매의 낙찰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널리 알려진 면방직업체 외
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조 자금을 배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중에는 삼성물산이
나 럭키화학과 같이 현재 한국 경제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돼 있다. 특히 무역업체
들이 자금 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즉, 면방직업체가 원조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밖의 기업들도 원조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들도 있었던 만큼 면방직업을 원조-기업 관
계의 전형적인 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쟁적인 입찰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특혜나 부패, 지대추구행위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주제어> 원조, 구매형식, 입찰, 대외사업처, 중소기업국
* 이 논문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 한국개발경제사 실증연
구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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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한국 경제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원조를 주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거쳐 최근에는 GDP 기준 세계 10~15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지
않은 원조를 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원조 수혜국
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대표적이고 드문 사례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한국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부정적 또는 소
극적으로 평가해왔다. 과거 자립경제론이 유행하던 때의 연구들, 예컨대 홍성유
(1965), 이대근(1987)은 원조가 소비재 위주로 제공돼 경제의 불균형과 왜곡을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장론적 관점의 연구들 역시 원조가 해외저축의 원천으로서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율 고평가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으
로 인해 1950년대 원조 경제가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특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Krueger 1979; Cho 1996; 김낙년 1999). 원조에 의존한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
업화를 높게 평가한 연구도 없지 않지만(예컨대 최상오 2005) 이처럼 부정적 또는 소
극적 평가가 많은 것은 1960년대에 비해 부진한 1950년대의 성장 실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시경제에서 미시적인 기업 레벨로 눈을 돌려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활약한 기업들 중 해방 이전에 비중 있
는 기업 활동 경험을 가진 것들은 거의 없는 반면1) 1950년대에 크게 성장한 기업들
은 눈에 뜨인다. 따라서 1950년대 원조가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경로로서 원조를 통한 기업의 성장 역시 검토해볼 만한 주제이다. 지금까지 1950년
대 원조와 기업 성장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면방직업, 제당업 등과 같이 주로 협회
자료나 대기업의 社史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산업에 한정돼 있었다(김양화 1990; 이
은희 2012). 그런데 이들 산업, 특히 원조 원면 배분과 관련하여 특혜나 부패, 지대추
구행위가 흔히 지적되는 면방직업이 1950년대 원조-기업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까? 대규모 면방직업체 외에도 원조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은 기업들은 없었

1) 해방 이전에도 활약한 한국인 기업가는 김성수, 박흥식, 박두병 등 소수에 불과하다(이승욱
2002; 정안기 2015). 물론 귀속기업체 불하라는 경로를 통해 해방 이전과 연관을 맺고 있는 기
업들도 적지 않지만 한국전쟁의 파괴 등을 거치면서 물적 유산은 상당히 파괴됐으며 그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원조이기도 했다(서문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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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일까?
지금까지는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했다. 본
연구는 당시 미국 원조기관이 남긴 자료를 발굴해 원조자금 배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실제 어떤 기업들이 배분에 참여했는가를 1954년 한 해를 사례로 살펴
보고자 한다. 1954년을 고른 것은 그 해가 경제부흥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
면서 동시에 기업 레벨의 원조자금 배분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원조금액에서는 훨씬 많은 1955년 이후가 분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원조를 통한 기업 성장의 전모를 밝힌다기보다는 이해를 위한 단초를 찾아가
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1950년대 경제부흥원조
한국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원조는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부터 제공되기 시작
했다.2) <표 1>은 원조 종류별 금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45년부터 1983년까지
한국 경제가 해외로부터 받은 원조는 단순합산으로 4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1960년까지 받은 금액이 3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전쟁 전에도 원조가
제공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이었고 전쟁 기간에는 식량, 생필품 등의 구호 원조인
CRIK(Civilian Relief in Korea)이 주를 이뤘다. 경제부흥을 위한 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54년부터였다.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FOA(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대외사업처)는 휴전을 맞이하여 미국의 1954 회계연도(1953년 7
월~1954년 6월)부터 대한 원조사업을 개시했는데, 한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본격
적인 원조 제공은 1954년부터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구호 원조인 CRIK은 대폭 줄
었다.
FOA와 그 후신인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경제협조
처)3)는 1950년대 후반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한국에 제공했다. 여기에
UNKRA 원조, 잉여농산물 원조인 PL 480 원조까지 포함하면 1957년 한 해에는 3
억 8천만 달러라는 연간 최대 금액이 제공되기도 했다. 원조 금액은 이 해를 정점으
2)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적 원조 개념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ODA는 증여, 즉 무상 원조뿐만 아니라 양허성 차관, 즉 유상 원조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이 글
에서는 당시 한국의 공적 통계에서 사용되던 무상 원조만을 가리키는 원조 개념을 사용한다. 실
제로 유상 원조는 1960년부터 시작됐고 처음에는 무상 원조 대비 극히 소액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 분석에서 그러한 원조 개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김두얼〮·류상윤(2014) 참조.
3) 미국 해외 원조 기관의 변천에 관해서는 류상윤(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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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해 1960년대에는 1억 달러대로 낮아졌다. 1950년대 한국 경제를 흔히 ‘원조
경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 1> 한국이 받은 원조 총괄표, 1945~70 (단위: 백만달러)
ECA/
SEC

FOA/ICA/
AID

연도

GARIOA

PL480

CRIK

UNKRA

1945

5

5

1946

49

49

1947

175

175

1948

180

180

1949

93

24

합계

117

1950

49

9

1951

32

74

0

107

1952

4

156

2

161

1953

0

6

159

30

194

82

50

21

154

1954
1955

59

206

9

22

237

1956

33

271

0

22

327

1957

46

323

14

383

1958

48

266

8

321

1959

11

208

2

222

1960

20

225

0

245

1961

45

154

199

1962

67

165

232

1963

97

120

216

1964

61

88

149

1965

60

72

131

1966

38

65

103

1967

44

53

97

1968

56

50

106

1969

75

32

107

1970

62

21

83

주 : 원자료에는 1983년까지 수치가 있으나 생략함.
출처 : 한국은행(각년판), 경제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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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ICA 원조는 다시 프로젝트 원조(project assistance)와 비프로젝트 원조
(non-project assistance)로 구별된다. 프로젝트 원조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과 자문 서비스 등이 원조로 제공됐고 교통, 교육, 위생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비프로젝트 원조는 한국
경제에 필요한 품목들을 정해진 액수만큼 제공 받는 것으로 크게 농산물, 연료, 원료
및 반제품, 판매용 투자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원조는 당시 각
각 시설재, 원자재 원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초기 원조 협상에서 한국측이
자본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 원조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미국측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비프로젝트 원조를 주로 할 것을 주장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李鍾元
1996, 157-165). 결국에는 미국측 요구대로 비프로젝트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그림 1).
<그림 1> 종류별 FOA/ICA 원조 도입 실적, 1953~60 (단위: 백만달러)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953

1954

1955

1956

비프로젝트

1957

1958

1959

1960

프로젝트

출처 : 한국은행(각년판), 경제통계연보.

CRIK 원조가 미군이 주체가 돼서 물품을 조달하고 한국정부나 민간에 이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FOA/ICA 원조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
였다. 특히 비프로젝트 원조의 경우 원조기관은 자금을 제공하고 실제 물자의 수입은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한국무역협회 발간 『무역연감』에 실린 원조추진상황표이다. 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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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FOA/ICA 원조의 계획에서 배분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미국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국별 원조 프로그램에 기초해 한국 정
부는 워싱턴 원조당국에 항목별로 FR(Firm Request, 구매요청서)을 발송한다. 워싱
턴 원조 당국은 FR을 검토하고 PA(Procurement Authorization, 구매승인서)를 발
부해 한국 정부로 보낸다.4) 이때 PA는 원조 자금 배분의 단위로서 입찰과 같은 배분
과정이 이 단위별로 진행됐다. 따라서 PA 번호는 원조 자금 배분과 관련된 문서 작성
에서 구별 코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PA 번호는 4개 또는 5개의 숫자의
연결인데, 예컨대 1954 회계연도 시멘트 PA 중에 89-640-00-995-4238이 있었다.
여기서 89는 한국을 의미하고 640은 상품 즉 시멘트를, 00-995는 해당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킨다. 맨 끝 네 자리 숫자 4238은 일련번호인데 이 번
호가 그 PA의 사실상의 고유번호처럼 사용됐다. 네 자리 중 가장 앞 자리는 미국 회
계연도를 가리키는데, 4는 1954 회계연도이다.
<그림 2> FOA 원조 추진상황표

출처 : 한국무역협회(1957), 무역연감 1956-57년판, 통계편 50쪽.

<그림 2>를 다시 보면 각 PA별로 ‘구매 형식’이 지정돼 있다. 구매 형식은 5가지로
나뉘는데 A. 미국기관에 의한 구매, B. 일반 민수 구매, C. 실수요자 구매, D. 대한
민국 외자청 구매, E. 특수구매이다. 이 중 특수구매는 프로젝트 원조에만 적용됐고
4) 예컨대, 1954 회계연도의 경우 첫 FR의 품목은 생고무(FR 4-1, PA 4201)였고 첫 PA는 원면
(FR 4-14, PA 41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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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로젝트 원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비프로젝트 원조의 구매 형식별 구성비는 <그
림 3>과 같았다. 여기서 각 회계연도는 미국 기준인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해
당 회계연도 내에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그 회계연도 내에 자금이 사용됐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FOA의 1954 회계연도 對韓 원조자금 2억 달러 중 1954년
6월까지 구매계약이 완료된 것은 절반인 9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1954년말에도
1억 5천만 달러였다(도착액은 각각 3천만 달러, 9천만 달러).5)
<그림 3> 비프로젝트 원조 구매형식별 구성비 (단위: %)
100

80

60

40

20

0
FY54

FY55

A - 미국기관에 의한 구매

FY56

FY57

B - 일반민수구매

FY58

FY59

C - 실수요자구매

FY60

D - 외자청구매

주 : 해당 회계연도 자금의 PA 금액 기준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각년판), 무역연감. Program Status Report: June 30, 1960; Program Status Report;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Executive Office, Mission to
Korea; RG 469.

원조자금 배분의 한국 기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매형식을 좀더 자세
히 설명한다.6) ‘A. 미국기관에 의한 구매’는 한국측에 구매를 맡기는 것보다 미국기
관이 직접 구매해 현물로서 한국측에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 채택됐다.
油類가 대표적이었다. 초기에 한국 정부의 실행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미국 정부는 1954 회계연도 비프로젝트 원조의 30%를 미국기관이 구매하도록 했다.
5) 실적은 ‘계약’과 ‘도착’으로 구분된다. 계약이란 미국 구매 기관이나 한국 외자청이 실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은행이 민간 구매에 대해 신용장을 발부한 것을 가리킨다. 도착은 해당 물품이
한국 내 반입됐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조사월보』1954년 9월호와 1955년
2월호에 각각 1954년 6월말, 1954년 12월말 현재 계약액, 도착액 수치가 실려 있다.
6) 『한국은행조사월보』 1954년 3월호에 실린 각종 규정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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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54년 일반 민수 구매 첫 공고

출처 : 서울신문 1954년 3월 3일 2면 광고.

‘B. 일반 민수 구매’와 ‘C. 실수요자 구매’는 한국은행을 통해 민간 기업이 자금을
배분 받는 점에서는 똑같았지만 실수요자 구매는 PA 발급과 동시에 배분 받을 기업
이나 기관(협회 등)이 주로 해당 품목을 가공하는 제조업자로 확정되는 반면에 일반
민수 구매는 한국은행이 무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입찰7)이나 추첨 절차를 거쳐 배
분 기업이 정해지는 점이 달랐다(그림 4). 예컨대, 원면은 1958 회계연도까지 대표적
인 실수요자 구매 대상 품목이었는데 대한방직협회가 실수요자가 돼서 자금을 받은
후 회원사들에게 다시 배분했다. 실수요자 구매는 경쟁을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금 배분에 시장환율보다 낮은 공정환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국 1959 회계연도부터는 폐지됐다(그림 3). 일반 민수 구매와 실수요자 구매의 경
우 수입권은 민간 기업에게 배분됐지만 달러가 직접 이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
달러 지불은 미국 원조당국이 직접 해당 품목의 수출업자(해외)에게 했고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한국 기업은 그만큼의 달러에 상당하는 圜貨를 한국은행에 납입했다.
다음으로 ‘D. 외자청 구매’는 조달청의 전신인 외자청8)에서 정부가 직접 사용하거
나 공공성이 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은 비료였다. 이 경우도 외
7) 일반 민수 구매의 입찰은 뒤의 외자청 구매의 입찰과는 달리 달러당 환화를 누가 더 많이 낼 것
인지 하는 일종의 환율 입찰이었다.
8) 외자청은 1955년 2월 임시외자관리청과 외자구매처가 통합돼 만들어진 기구이다. 따라서 본고
에서 주로 다루는 1954년의 경우 외자청 구매는 ‘외자구매처 구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나 통
칭 ‘외자청 구매’로 하였다. 영문명은 외자구매처가 Office of Procurement, 외자청이 Office
of Supply로 미국 공문서에서는 흔히 OPROK, OSROK으로 약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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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이 직접 수입을 하기보다는 국제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수입업
자를 선택했다. 해당 물품의 공급업자는 물론 해외 기업이었지만 수입업자는 국내 기
업인 경우가 많았다. 미국 원조당국이 직접 공급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달러로 지불했
고 수입업자에게는 해외 기업인 경우 달러화로, 국내 기업인 경우 한국정부가 환화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처럼 A가 아닌 B, C, D 형식에는 모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B, C
는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조 프로그램에 포함된 물품을 수입해 직
접 가공하거나 팔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고평가된 공정환율로 자금을
배분받은 실수요자 구매(C)뿐만 아니라 일반 민수 구매(B)의 입찰에서도 낙찰 환율은
당시 수출을 통해 번 달러가 거래되던 일종의 시장 환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낙찰 받
은 기업들은 환율 이득도 누릴 수 있었다.9) 한편 D의 경우는 국제 입찰을 통해 낙찰
을 받은 수입업자는 일종의 브로커로서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Ⅲ. 1954년 FOA 원조와 한국 기업의 대응
미국 원조기관의 워싱턴 본부에는 중소기업국(Office of Small Business)이라는
부서가 설치돼 있었다. 이 부서의 목적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대외 원조로 인
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중소
기업국은 이를 위해 Small Business Circular와 Financed Awards라고 하는 두 부
정기간행물을 발행해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즉 수입권을 획득한 현지 또는 해외 기업
에 관한 정보를 실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Small

Business

Circular와

Financed

Awards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문서군(Record Group) 469 중 중소기
업국 관련 엔트리10)에 소장돼 있다.
<그림 5>는 한국 기업이 실린 Small Business Circular의 한 예이다. 이 호에는
PA 4238 시멘트를 비롯해 여러 PA의 낙찰자명(기업 또는 개인)11)과 주소, 그리고
9) 엄밀히 말하면 환율 이득은 똑같은 상품을 시장 환율로 수입하는 다른 기업이 있을 때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환율 이득이 곧 수입으로 얻는 이윤은 아님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윤은 환율
뿐만 아니라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10) Publication Files, 1949-1958, Office of Small Business; RG 469. 이하 미국 공문서의
인용표기는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2010)을 참고하였다.
11) <그림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54년은 낙찰자 중에 기업이 아닌 개인도 꽤 많은 것이 특징이
다. 물론 큰 금액의 낙찰자는 기업들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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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금액이 기록됐다. 1954년 Small Business Circular에는 이처럼 미국 회계연도
1954년 FOA 자금의 ‘B 일반 민수 구매’에 해당하는 PA 42개 중 39개에 대하여 낙
찰자에 관한 정보가 여러 호에 걸쳐 실렸다.12) 낙찰자 수는 중복을 허용했을 때
1,207개에 달하며 합계 금액은 약 3천만 달러로 B 형식의 총금액 3천 5백만 달러의
약 85%에 해당한다(표 2).
<그림 5> 한국 기업이 실린 Small Business Circular

출처 : Small Business Circulars 5-10-54 thru 6-28-54, #54-201 thru 54-317 (FOA);
Publication Files, 1949-1958, Office of Small Business; RG 469.

12) 정보가 없는 것은 PA 4245(인견설), 4282(화공약품), 4306(전기용품)이다.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소장 Small Business Circular에 일부 결호가 있으므로 거기에 실렸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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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회계연도 1954년 FOA 원조의 구성(단위: 백만 달러)
A(미국기관)
B(일반민수)
C(실수요자)
D(외자청)
E(특수구매)
계

프로젝트
26

비프로젝트
29
35
16
18

1
6
49
83

99

계
56
35
17
24
49
182

주 : 1956년말 현재 PA 금액 기준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1957), 무역연감 1956-57.

<표 3> 일반 민수 구매 주요 낙찰 기업
기업(단체)명
대성목재
삼성물산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삼익무역
삼양물산
중앙일보*
대한산업
삼양사
태화상사
럭키화학
제일상선
제일제당
경북메리야스공업협회
전남방직
동명목재
원동흥업

낙찰금액
(천 달러)
1,037
933
691
663
648
488
460
442
430
386
368
320
320
300
300
300

주요 품목
(천 달러)
목재(1,002), 발동기(35)
산업기계(500), 면사(190) 등
대두(691)
선박 및 부속품(650), 원피(13)
산업기계(400), 시멘트(168) 등
선박 및 부속품(300), 시멘트(118) 등
의약품(310), 자동차 부품(100) 등
발동기(320), 산업기계(100) 등
면포(380), 면사(50)
산업기계(350), 발동기(24) 등
선박 및 부속품(368)
산업기계(250), 발동기(70)
면사(320)
산업기계(300)
목재(300)
면사(200), 자동차부속품(100)

주 : 표의 중앙일보*는 현재의 중앙일보가 아니라 1952년 부산에서 창간돼 서울로 옮긴 신문으로
1957년 세계일보, 1960년 민국일보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1962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
지 못함.
출처 : Office of Small Business, FOA Small Business Circular.

<표 3>은 그 중 낙찰 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16개 기업 또는 단체의 리스트이
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낙찰자 수가 800여개에 달하지만 상위 16개 기업 또
는 단체가 금액에서는 1/4을 가져갔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대성목
재, 럭키화학, 제일제당, 경북메리야스공업협회, 전남방직, 동명목재 등 6개이다. 삼성
물산, 삼익무역, 삼양물산, 대한산업, 삼양사, 태화상사, 원동흥업 등 무역업체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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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제일상선은 운수업과 무역업을 겸했다.13)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품목을 직접 가
공하는 이른바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민수 구매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무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원조 자금을 배분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한 해 동안 일반 민수 구매 입찰이 몇 번 실시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부터 경쟁률이나 환율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모두 57회이
다.14) 금액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2대1이었는데 배분 공고 금액보다 입찰액이
적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경쟁률이 높았던 주요 인기품목은 모조지(17.4대1), 농약
(11.1), 화공약품(11.1), 소맥분(8.4), 면직물(6.4), 석괴(6.2), 알루미늄괴(6.2), 소모사
(6.2), 산업기계(5.5), 인견사(5.3) 등이었다. 낙찰 환율은 최저입찰환율(공정환율)인
180환/달러에서 488환/달러까지 걸쳐 있었고, 4월 28일까지의 총 38회 입찰의 가중
평균 낙찰 환율은 233.7환/달러였다. 『무역연감』에서 확인되는 1954년4월의 수출불
전매율(시장환율) 평균이 438환/달러였으므로 낙찰 기업 대부분이 환율 이득 또한 올
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입찰의 최고 낙찰 환율과 경쟁률의 관계를 보면 해당
입찰의 인기가 높을수록 환율 또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그림 6> 일반 민수 구매의 경쟁률과 최고 낙찰 환율 (단위: 배, 환/달러)
환율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0

5

10

15

20

경쟁

주 : 경쟁률 = 입찰 총액 / 공고 금액.
출처 : 본문 각주 12 참조.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DB를 활용해 업종을 확인했다.
14) “FOA 자금에 의한 물자구매상황”, 동아일보 1954년 5월 9일 2면. U.S.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Despatch No. 212, May 26, 1954; Korea-Finance-CurrencyExhcange; Korea Subject Files 1953-1961,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RG
469. Memorandum from Williams to Stassen, Hwan Bidding, April 23, 1954; KoreaProcurement; Korea Subject Files 1953-1961. 그밖에 Korea-Procurement와 KoreaProcurements-Authorization 파일 안에 들어 있는 Recent Bidding이라는 제목의 전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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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7>은 한국 기업이 실린 Financed Awards의 한 예이다. PA 4281
크레오소트에 대하여 외자청이 실시한 국제 입찰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화신산업
이 영국의 Company Marchon으로부터 18만 달러 어치의 크레오소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경우 달러 대금은 미국 원조기관 본부
로부터 공급자인 Company Marchon에 직접 지급되고 화신산업은 그 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15)
<그림 7> 한국 기업이 실린 Financed Awards

출처 : ICA Financed Awards 1954 thru Apr 1955 (FOA); Publication Files, 1949-1958.

이처럼 Financed Awards는 ‘D 외자청 구매’의 입찰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 회계
연도 1954년 FOA 자금의 D 형식에 해당하는 PA는 21개(프로젝트 원조 포함)였는데
그 중 15개에 대하여 낙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 호에 걸쳐 실렸다. 여기에 더해
문서군 469의 다른 문서를 통해 2개 PA(질소비료, 소금)에 대해서도 낙찰 기업을 알
수 있었다.16) 기업 수는 중복을 허용했을 때 117개,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33개로
15) Small Business Circular에는 외자청의 입찰 안내문이 실렸는데, 내용 중에 수수료에 대한 것
도 포함돼 있었다.
16) CINCREP, Seoul to FOA, Washington, TOFOA A-67, October 7, 1954; CommoditiesSalt, Scientific Instruments, Scythes;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Executive
Office, Mission to Korea; RG 469. CINCREP, Seoul to FOA, Washington, TOFOA
267, August 20, 1954; Commodities-Fertilizer, 1953-1954, 1 of 4. 이밖에 시멘트 PA
2개의 추가 입찰 결과도 알 수 있다. CINCREP, Seoul to FOA, Washington, TOF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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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있다. 일반 민수 구매는 특정 업체에 독점권이 생
겨나지 않도록 최고 입찰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자마다 금액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
서(그림 4) 낙찰 기업이 많은 데 비해 외자청 구매는 아이템17)별로 주로 최저 가격을
써낸 기업을 하나 선정하는 방식18)이었기 때문에 낙찰 기업 수가 적었다. 합계 금액
은 약 천 백만 달러로 D 형식의 총금액 2천 4백만 달러의 47%에 해당한다(표 2). 낙
찰 기업 정보가 없는 PA 4개는 모두 원면과 비료(질소비료 제외)인데, 이들의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원면은 외자청의 구매관이 뉴욕에서 입찰을 실시했고,19) 비료
역시 질소비료의 사례를 보면 해외 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한국 수입
업자에게 사업 기회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낙찰 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16개 기업의 리스트이다. 해외 기업은 9
개인데 그 중 4개는 한국 업체들이 하나도 낙찰을 받지 못한, 아마도 참여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 질소 비료 입찰(240만 달러)에서만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다.20) 국
내 기업은 화교 기업을 포함해 7개인데 모두 무역업체이다. 흥미롭게도 <표 3>에 실
린 무역업체와 중복되는 것은 없다. 물론 30만 달러 이하까지 살펴보면 예컨대 대한
산업의 경우 외자청 구매에서 26만 6천 달러를 낙찰 받았고, 화신산업도 일반 민수
구매에서 22만 3천 달러를 낙찰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을 제
외하면 주요 무역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한 쪽(B 또는 D)에 더 집중했던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C. 실수요자 구매’에 대해서도 피배분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정
리해보도록 한다. 총금액 천 7백만 달러 중 상위 6개 품목이 천 5백만 달러로 90%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원면이 천 백만 달러로 압도적이고 유연탄이 120만 달러, 소
맥이 100만 달러, 당밀이 63만 달러, 콜타르 피치는 60만 달러, 원당이 57만 달러였
다. 원면은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방직협회가 실수요자가 되어 회원 업체에게 다시
분배했고, 유연탄과 콜타르 피치는 대한석탄공사, 원당은 제일제당, 당밀은 주정공장

17)
18)
19)

20)

A-63, October 5, 1954; Commodities-Cement. CINCREP, Seoul to FOA, Washington,
TOFOA A-73, October 12, 1954; Commodities- Cement. 입찰 결과를 알 수 없는 PA 4
개 중 2개는 원면, 2개는 비료이다.
한 PA 내에도 아이템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가격 외에도 규격, 국내 도착까지 걸리는 기간 등이 고려됐다.
“美의 잉여농산물 서울 紐育서 입찰”, 동아일보 1955년 8월 9일 1면. Memorandum from
Holmgreen to Wood, August 9, 1954; Commodities-Construction Material, Cotton,
1953-1955, 2 of 2;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Executive Office, Mission to
Korea; RG 469.
해외 기업 식별에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Directory of Foreign Firms, Korea, January
1957, Economic Section,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Korea-Trade 1957;
Korea Subject Files 1953-1961,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RG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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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배분됐다.21) 소맥 역시 제분시설 보유자에게 배분됐고 이것은 1955년 7월에 한
국제분공업협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됐다(김양화 1990, 193).
<표 4> 외자청 구매 주요 낙찰 기업
낙찰금액
(천 달러)

기업(단체)명
Korean American Export and
Import Company
화신산업

1,693

비고
미국

1,392

Vinnel International Corporation

773

미국

교풍기업

682

화교

Woodward & Dickerson, Inc.

670

미국, 비료

U.S. Summit Company

643

미국

범한무역
International Ore & Fertilizer
Corporation
Ameropa A. G.

631
584

벨기에, 비료

584

스위스, 비료

No. American Continental Co.

498

불명, 비료

Central Trust of China

475

대만

동양물산

408

동화산업

406

대륭산업

391

광영산업

380

Henninsen & Company

331

영국

출처 : Office of Small Business, FOA Financed Awards.

IV. 맺음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에 따르면 1954년 한 해 수출액은 2천 4백만 달러에 불과
했지만 수입액은 2억 4천만 달러였다. 그리고 수입액 중 1억 5천만 달러가 원조 자금
을 원천으로 한 것이었으며 FOA 자금에 의한 것이 약 8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3을 차지했다(표 1). 1954년은 이제 막 경제부흥원조가 시작된 해였고 그 후 그 비
21) “二억불 經援의 자재발주”, 경향신문 1953년 9월 11일 1면. 흥미로운 것은 유연탄 자금을 배
분받은 대한석탄공사가 마치 외자청처럼 수입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54년 6월 3일 2면에 실린 경쟁입찰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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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늘어나 1957년에는 70%에 달했다. 미국 원조당국이 한국 민간과 정부에 수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그림 3) FOA/ICA 원조는 한국 기업들
에게 상당한 사업 기회이자 이익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1954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원조기관 자
료를 통해 이미 알려진 면방직업체 외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조 자금을 배분받았
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삼성물산이나 LG화학의 전신인 럭키화학과 같
이 현재 한국 경제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무역업체들이 한
국은행을 통한 또는 외자청에 의한 입찰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직 경제부흥원조의 초창기인 1954년의 모습이 그러하였던 만큼 그 전성기였
던 1950년대 후반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더 활발했을 것이다.
원조 원면의 규모나 배분 방법을 보면 면방직업체가 원조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
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밖의 기업들도 원조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들도 있었던 만큼 면방직업을
원조-기업 관계의 전형적인 예로 받아들이는 데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특히 일
반민수구매나 외자청 구매의 경우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자금 배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비효율을 낳았다고 이야기되는 특혜나 부패, 지대추구행위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나 재고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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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윤

경제부흥원조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

The Allocation of Foreign Aids among Korean Firms in
1954

Sang-Yun Ryu*

Abstract
Korea is a rare case which used to be a major aid-receiving countries but
became one of advanced economies. However, many previous literatures have
displayed negative views of the active role of foreign aids. Even in the micro-level,
general understanding i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firms were accompanied
by unfair treatments, corruption and rent-seeking activities, in spite of lack of
comprehensive analysis due to few data. This study uses document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to find how the allocation of aid funds worked, and how
Korean firms participated, especially in 1954, the start year of FOA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aids. Aid funds were allocated by five different
methods, two of which included bidding procedures. Lists of successful bidders
were publicized through two publications of the Office of Small Business: Small

Business Circular and Financed Awards. They showed that besides well known
big cotton mills many Korean firms received aid funds, among which were the
Samsung Moolsan and the LG Chemical. Especially, many trade firms were on
the lists, which indicates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bidding to expand their
business. Because competitive bidding seems to have been widely applied to aid
funds allocations, general negative understanding of aid-firm relations based on
case studies of the cotton industry needs to be reexamined,
<Key Words> Foreign Aid, Procurement Method, Bid,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Office of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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