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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와 1950년대 

아시아의 문화냉전*
83)84)

이상준**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54년에 아시아재단으로 개명된 자유아시아위원회의 1950년대 영화 프로젝

트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연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민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알려져 있는 아시아재단은, 실제로는 미

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의 이익을 확대하고 공산진영과의 심리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 중

앙정보국이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미국 정부의 냉전 문화 정책 방향을 따라 1951

년에 설립된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버마, 태국, 

베트남, 대만, 한국, 홍콩, 필리핀 등이 주 활동 무대였으며 주로 학문적 연구와 컨퍼런스 

및 토론회를 후원하고, 학술, 교육, 스포츠 및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화는 아시

아재단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 중 하나였다. 1952년에 제작이 개시되어 

** 이 논문의 일부는 2017년 여름에 출판된 저자의 논문인 “The Asia Foundation’s Motion Picture 

Project and the Cultural Cold War in Asia”, Film Histor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9, 

No. 2, Summer 2017, pp. 108~137 의 내용을 축약하고 보충했음을 밝힌다. 논문 내용 중 자유아

시아위원회의 형성과 CIA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은2017년 6월 30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영상자료원가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냉전시대 자유아시아의 문화/미디어 네트워크’

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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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완성된 버마어 영화 <국민은 승리한다>와 미완성으로 종료된 <붓다의 삶>에 이

어 아시아재단은 1954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홍콩, 일본에서 친미 반공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펼쳤다. 이 

논문은 자유아시아위원회에서 아시아재단으로의 정체성 변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시아 각

국에 설치된 지부, 그리고 각 지부의 현장 요원들이 아시아에서 친미 성향의 반공 영화 제작

자 동맹을 구성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수행한 프로젝트의 방법과 범위를 분석하고, 1950년대 

미국 주도의 냉전문화정책이 아시아 각국의 영화 산업과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추

적한다. 또한 아시아재단의 영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펼쳐진 195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

르는 기간 동안 재단의 현장 요원들이 아시아 현지의 영화 제작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 역시 다변화 되어가는 방식을 또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후

버연구소에 소장되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아시아재단 페이퍼와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블럼 

페이퍼, 그리고 이 재단과 연관된 1950년대 학계 인사들의 개인자료를 종합하여 현재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자유아시아위원회 설립의 초기 역사와 활동, 자체제작 등 아시아 조직

과의 협력을 포함한 초기 영화 프로젝트들을 논의한다. 

[주제어] 아시아재단, 자유아시아위원회, 자유아시아 라디오, 문화냉전, 로버트 블럼, 

심리전, 아시아영화

1. 서언

본 논문은 1954년에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TAF)으로 개명된 

자유아시아위원회(The Committee for a Free Asia, CFA)의 1950년대 영화 

프로젝트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연구이다.1)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민간의 인도주의적(philanthropic) 지원을 목적으

로 결성한 단체로 알려진 아시아재단은, 실제로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

의 이익을 확대하고 공산진영과의 심리전(Psychological War)에서 승리하기 

1) 1950~60년대 한국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아시아재단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아시아재단과 한국의 냉전문화> 연구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정종현, 이봉범, 이순진, 박연희, 김옥란, 공영민, 박현선, 공임순 등의 연구가 학문과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시아재단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점검한다. 이들 중 아시아재단과 1950

년대 한국 영화산업과의 관계는 이순진의 두 논문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1954

년~1959년 예산서류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0(2016.2); 1950년대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의 

원조 아시아재단의 정릉촬영소 조성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3(2016.11)를 통하여 조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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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이 조직하고 운영하

는 기관이었다. 아시아 재단은 미국 정부의 냉전 문화 정책의 방향을 따라 

1951년에 설립됐는데,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 재벌 가문에 의해 조직되고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의 문화적 격전지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다

른 인도주의적 비정부 기관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일본, 버마, 태국, 베트남, 대만, 한국, 홍콩, 필리핀 등이 주 활동 무

대였으며 주로 학문적 연구와 컨퍼런스 및 토론회를 후원하고, 학술, 교육, 

스포츠 및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빅터 마르세티와 존 마크스

(Victor Marchetti and John D. Marks)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에 아시

아재단에 투여된 CIA의 운영 보조금은 연간 미화 8800만 달러에 달했다.2) 

흥미롭게도 영화는 아시아재단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 중 

하나였다. 1952년에 제작이 개시되어 1953년에 완성된 버마어(Burmese)영

화 <국민은 승리한다 The People Win Through>와 미완성으로 종료된 <붓

다의 삶 Life of Buddha>에 이어 아시아재단은 1954년 경 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홍콩, 일본에서 친미 반공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를 재

정적, 행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펼쳤다. 이 논문은 자유아

시아위원회에서 아시아재단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동안 아시아 각국의 지

부, 그리고 각 지부의 현장 요원들이 아시아에서 친미 성향의 반공 영화 제

작자 동맹을 구성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수행한 프로젝트의 방법과 범위를 면

밀히 분석하고, 1950년대 미국 주도의 냉전문화정책이 아시아 각국의 영화 

산업과 문화에 끼친 영향을 추적한다. 또한 아시아재단의 영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펼쳐진 195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기간, 재단의 현장 요원

들이 아시아 현지의 영화 제작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정책 역시 다변화하는 방식을 또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후버연구소(Hoover 

2) Victor Marchetti and John D. Marks, The CIA and the Cult of Intelligence, New York: Knops, 

1974,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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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에 소장되어 연구자들에게 개방된 아시아재단 페이퍼(Asia Foundation 

Papers)와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의 로버트 블럼 페이퍼(Robert M. Blum 

Papers), 그리고 이 재단과 연관된 1950년대 학계 인사들의 개인자료들을 종

합하여 현재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자유아시아위원회 설립의 초기 역사와 

활동, 자체제작 등 아시아 조직과의 협력을 포함한 초기 영화 프로젝트들을 

논의한다. 

2. 자유아시아위원회에서 아시아재단으로

자유아시아위원회(Committee for a Free Asia; CFA)는 원래 미국의 아시

아 외교 정책의 이익 확대를 위해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하여 창설한 

조직이었다. CIA의 개입이 자유아시아위원희의 초기활동 기간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3) 이 위원회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

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1년 가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

코에서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다. 아시아재단으로 개명된 후 첫 회장을 역

임한 로버트 블럼(Robert Blum)은 “미국의 비정부 기구를 통해, 공산주의에 

맞서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

유아시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다.4) 설립 당시 자유아시아위원회의 

3) 시아재단의 정부 민간 결속 관계는 1967년 퇴임한 CIA 요원이 좌파 성향의 잡지 �램파츠

Ramparts�에 글을 기고해 그 관계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물론 인도

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아시아재단 사업의 초기 단계인 1950년대 초부터 아시아재단과 

미국 정부 사이 관계가 일부 밝혀지기도 했고, 지역 지식인들 역시 지속적으로 의심해 왔었다. �램

파츠�의 보도에 �뉴욕 타임스�가 게재한 기사 아시아재단이 CIA 후원을 받다(Asia Foundation 

got CIA Funds) 는 아시아 전역은 물론 미국 내의 지식인 사회에도 큰 충격을 불러왔다. 민간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알려졌던 아시아재단을 처음부터 CIA가 조직하고 운영

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Wallace Turner, “Asia Foundation got CIA Funds”, The New York Times, 

March 22, 1967, p. 1; See Also Sol Stern, “A Short Account of International Student Politics 

and the Cold W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NSA, CIA, etc”, Ramparts Vol. 5, No. 9, 

March 1967, pp. 29~39.

4) Robert Blum, “The Work of The Asia Foundation”, Public Affairs 29, No. 1, 1956, p. 47. 인용

된 번역은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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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구성한 회원 22명은 주로 샌프란시스코를 근거

지로 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인과 교육자로서 오랜 경력을 지닌 이들이었다. 

농산물 유통 기업인 윌버-엘리스(Wilbur-Ellis)의 창업주 브라이턴 윌버

(Bryton Wilbur)는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첫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찰스 블라이

스(Charles R. Blyth; Blyth and Co.의 회장)와 J.D. 젤러바흐(J. D. Zellerbach: 

캐나다와 캘리포니아주 제지 공장 회장)도 윌버 다음으로 의장 자리에 앉았

다. 다른 유명한 이사회 멤버로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지역 경영인인 베첼

그룹 회장 S. D. 베첼(S. D. Bechtel), 스탠다드 오일 컴패니의 T. S. 피터슨

(T. S. Petersen)회장, 리바이스(Levi Strauss)의 월터 하스(Walter A. Hass)회

장,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 월러스 스털링(Wallace Sterling) 등을 대표

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5) 자유아시아위원회가 그 출발부터 CIA 와의 관계를 

철저히 은폐했고 인도주의적 민간 기관의 외피를 둘렀음을 감안한다면, 위원

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워싱턴의 정치권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6)

서두에도 명시하였고, 이미 미국의 냉전문화정책을 연구해 온 역사학자 오

병수가 미국의 냉전정책을 수행하는 CIA의 “위장 문화단체” 라고 규정하였

듯7) 자유아시아위원회는 당시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Allan Dulles)와 

부국장 프랭크 위즈너(Frank Wisner)의 지휘 하에 탄생한 기관이었다. 자유

아시아위원회는 첫 2년 간의 집행 예산 역시 CIA가 2차대전 전쟁영웅인 루

시어스 클레이(Lucius Clay) 장군을 내세워 비밀리에 후원한 조직인 ‘자유의 

십자군(The Crusade for Freedom)’을 통해 기부 형식으로 조달했다. 자유아

시아위원회 이사진의 최우선 목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내에 거주하고 

5) Background Memorandum, Committee for a Free Asia Newsletter, September 28, 1951, 

Committee for a Free Asia folder Box 37, Alfred Kohlberg Collec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6) 1954년에 아시아재단으로 개명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이 더욱 다양해 지는데, 예를 들어 UCLA 총

장인 레이몬드 앨렌, 소설가 제임스 미치너, 포드 재단의 이사장인 폴 호프만, 미디어 경영자인 배

리 빙엄과 미국영화제작자협회(MPPA) 회장인 에릭 존스턴까지 포함되었다.

7) 오병수, 아시아재단과 홍콩의 냉전(1952~1961) 냉전시기 미국의 문화정책 , 동북아역사논총 

48,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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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국인 단체와 미국의 화교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세력을 급속히 확장

하고 있던 중국이었다. 1950년 11월에 발표된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초기 목

표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는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라디오, 신문, 팜플렛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어떠한 미국의 정부 기관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보와 사상(Information and ideas)을 보급할 것이다.

둘째, 위원회는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반공단체들을 돕고, 그들의 방향을 설정하

며, 그들이 정보와 사상을 간접적으로 보급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위원회는 이런 독자적인 활동, 혹은 이미 활동중인 그룹들과의 협력을 통

하여 아시아 전역에 반공주의의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이는 반공사

상 표현을 주저하는 아시아 각지의 동지들에게 용기를 주고 ‘편승 효과’를 

통해 그 정서를 확대할 것이다.

넷째, 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OPC(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정책

조정실 CIA내에 비밀공작을 전담하는 기구)의 비밀 임무와 협력을 통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그룹을 창설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위원회는 다양한 소그룹의 개별적인 관심사를 초월한 ‘단결감’을 제공할 

것이며, 동시에 단합을 통해 성공의 큰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위원회는 OPC가 해당 지역의 기존 또는 잠재적인 반공 단체와 더욱 

손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일곱째, 위원회는 목적과 활동이 위원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룹도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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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위원회의 주요 전략 지역은 중국이었다.9) 따라서 초기 단계에

는 주요 아시아 도시 지역 대표부 설립을 고려했지만 적극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유아시아위원회 설립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있었다. 이 

조직을 이끌 ‘적합한’ 수장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이다. 자유

아시아위원회의 회장 후보가 되려면, 심리전(Psychological War)에 대한 이

해와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노련한 행정 경험,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명성

이 있어야 했다. 더욱이 이런 조직을 이끌 인물이라면 아시아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당연히 필요했는데 1950년대 초 미국에는 그런 능력을 두루 갖

춘 인재가 극히 드물었다. CIA의 인력 풀은 유럽의 전장(battlefield)을 겨냥

했기에, 이들 대부분은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유아시아위원회에 

이상적이지 않았다. 자유아시아위원회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조지 그린 주니

어(George Greene Jr.)는 이사회 의장 윌버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임원 선발은 대상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심리전은 미국에서 비교적 새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미국 내 심리전 연구는 주로 유럽을 겨냥했습니다. ( ) 아마도 

유럽 심리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시아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지만 극동 모든 국가의 공산주의 침투 전진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시간

은 매우 중요합니다.10) 

흥미롭게도, 그린 자신은 그의 통찰력 있는 전망으로 인해 1951년 8월에 

‘임시’ 회장으로 임명되었다.11) 1929년에서 1949년까지 20년 간 상하이에 

위치한 뉴욕은행(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12)에서 일했던 그린은, 

8) 필자는 ‘DTPILLAR’라는 작전명이 부여되었던 CIA의 기밀해제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유아시아

위원회의 CIA네트워크를 파악해 냈다. “Project DTPILLAR”, Unknown author, November 9, 1950.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TPILLAR%20%20%20VOL.%202_0052.pdf. 

9) “Committee for Free Asia, Programs and Planning”, September 26, 1951.

https://archive.org/details/DTPILLARVOL.10040 

10) “A Personal Statement on Your Memorandum of July 12th, Concerning Appointment of a 

Resident for Committee for a Free Asia”, July 20, 1951.

11) “Programs and Planning”, September 26, 1951.

12) 상하이의 뉴욕은행(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은 1915년에 설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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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사무국) 요원으로 활동했다. 

그린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통이었다. 그린의 지휘 아래 자유아시아위원회

는 공격적인 직원 채용을 시작했고, 총 160명으로 예정된 충원계획 하에 

1951년 말까지 약 70명을 고용했다. 물론 자유아시아위원회와 CIA의 네트

워크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13)

그린의 지휘 아래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자유 아시아 라디오(Radio Free Asia; 

RFA)를 방송하고 아시아 각국의 언론인, 작가, 오피니언 리더를 지원하여 자

국 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울 것을 독려하기 시작했다.14) 은퇴한 샌프란시스

코의 라디오 방송 경영인이었던 존 엘우드(John W. Elwood)가 RFA의 첫 

책임자로 임명되었다.15) 1951년 9월 4일부터 1953년 4월 15일까지 전파를 

탄 라디오 생방송인 RFA는 자유아시아위원회가 가장 야심차게 출범한 중요

한 선전 활동이었다. RFA는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아시

아의 견해를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선전(Propaganda) 라디오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스스로를 구별지었다. 미국의 냉전기 선전방송을 

연구해 온 리차드 커밍스(Richard Cummings)에 따르면, RFA의 기본 목적은 

“‘자유아시아’의 지식인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국 국민들에

게 ‘자유’의 사상과 정보를 직접 전달할 만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16) RFA의 초기 편성은 하루에 4시간, 한 주에 6일 동안 북경어, 광동어, 

민난어, 그리고 영어 방송이었다. 중국이 주 대상이었기에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라디오를 듣는 저녁 7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가(중국시간) 방송시

간이었다.17) 자유아시아위원회 의장인 윌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여파로 런던의 금융시장이 정지된 공백된 틈을 미국이 파고 들었고 단기간에 국제금융의 중심 셰

력으로 부상했다. 뉴욕은행의 더 자세한 역사는 Zhaojin Ji 의 A History of Modern Shanghai 

Banking: The Rise and Decline of China’s Finance Capit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pp. 152~153 을 참조.

13) “Recommended Financial Plan for OPC Proprietary Project DTPILLAR”, March 1, 1951.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TPILLAR%20%20%20VOL.%201_0097.pdf

14) Richard H. Cummings, Radio Free Europe’s “Crusade for Freedom”: Rallying Americans Behind 

Cold War Broadcasting, 1950~1960, Jefferson, NC: McFarland and Company, 2010, p. 52.

15) “Elwood made director of Radio Free Asia”, Palo Alto Times, July 20, 1951.

16) Cummings, Radio Free Europe’s “Crusade for Freedom”,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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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는 아시아인을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공산주의에 직접 저항할 수 있도록 

농업, 보건 및 기타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8) 

그러나 RFA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아시아의 정치 및 사회 상황

은 그린이 애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이다. RFA는 방송이 

시작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아시아 각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조차도 

끊이지 않는 비판에 직면했다. 1949년에 창간되어 격주로 발간되던 보수성

향의 잡지 �더 리포터 The Reporter�의 편집장인 필립 호튼(Philip Horton)

은 덜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RFA에 대한 그린의 생각이 “매우 순진하다”고 

비판했다. 호튼은 “대부분의 아시아인은 우리(미국)가 얼마나 훌륭한지 듣는 

것에 질려 한다”고 강조했다.19) 첫 2년의 방송을 마친 후, 1955년 5월에 

CIA는 RFA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자유의 십자군’ 헤롤드 밀러

(Harold Miller) 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지금까

지 우리가 하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작전입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각국 단체와 자유국가의 개인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위해 일합니다. 아시아

계 단체 및 개인과 서방의 섬세한 관계 때문에, 특히 최근에야 독립한 국가

들에서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작전은 덜 호전적인 반공주의로 접근해야 합니

다.”20) 호튼과 밀러의 부정적인 평가가 CIA의 최종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CIA 부국장 프랭크 위즈너는 이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RFA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위즈너는 다음과 같

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청소년 및 학생, 교육자, 작가 및 지식인, 시민, 종교와 여성

단체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

17) News From Radio Free Asia, September 2, 1951, Committee for a Free Asia folder, Box 37, 

Alfred Kohlberg Collec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18) Cummings, Radio Free Europe’s “Crusade for Freedom”, 52

19) A Letter from Philip Horton to Allen Dulles, June 6, 1951.

https://archive.org/stream/DTPILLAR/DTPILLAR%20%20%20VOL.%201_0069#page/n0/mode/2up

20) Cummings, Radio Free Europe’s “Crusade for Freedom”,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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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 능력이, 지난 1953년 4월에 RFA를 해지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 자유아시아위원회가 아시아인에게, 자신들을 

겨냥한 선전 집단으로 느껴졌습니다.21)

1952년 1월 1일 자유아시아위원회는, 1935년부터 1950년까지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 총장을 역임한 앨런 체스터 발렌타인(Alan 

Chester Valentine)을 첫 번째 회장으로 임명했다.22) 올림픽 럭비 금메달리스

트 선수 출신인 발렌타인은 마샬 플랜(Marshall Plan)의 일환으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네덜란드에서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Agency, ECA), 

그리고 이어서 트루먼 행정부의 경제안정화기구(Economic Stabilization Agency, 

ESA, 1950~1951)을 이끌었다.23) 그러나 학계에서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은 그에게 그다지 맞는 옷이 아니었던 듯 하다. 로체스터대학교로 가기 전 스워

스모어 칼리지(Swarthmore College)와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영

문학과 영국사를 가르쳤던 발렌타인은 1948년 이전까지는 학계 밖 경험이 

전무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 임원들은 발렌타인을 미지근하게 환영했다. 가

장 분노한 것은 ‘임시’ 회장이었던 그린이었다. 그는 발렌타인의 임명이 “부

적절”하며 대단히 “불만족”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발렌타인의 첫 출

근 날 사표를 제출했다.24) 사실 발렌타인은 “경직되고 내향적인 관리 스타

일” 때문에 ESA를 이끌면서 나쁜 평판을 얻은 바 있었다.25) 그린의 평가만

21) “CFA Budget for FY 1955”, June 25, 1954.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TPILLAR%20%20%20VOL.%202_0034.pdf

22) 발렌타인은 1952년 1월 2일 날짜로 자유아시아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된다.

https://archive.org/stream/DTPILLAR/DTPILLAR%20%20%20VOL.%201_0017#page/n0/mo

de/2up

23) Paul G. Pierpaoli, Jr., Truman and Korea: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Early Cold War, 

Columbia and Lond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9, p. 60.

24) 브라이턴 윌버는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설립 초기부터 그린을 조직의 리더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 

보인다. 1951년 6월 13일에 CIA 본부 측으로 보낸 편지에서 보면 그린이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업

무에는 대단히 적합한 인물이지만 프레스 컨퍼런스는 물론이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앞에 나서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https://archive.org/stream/DTPILLAR/DTPILLAR%20%20%20VOL.%201_0053#page/n0/mo

de/2up

25) George Greene, “Dear Dick”, November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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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렌타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

다. 발렌타인은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아시아

의 지리,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26)

발렌타인이 회장직을 맡을 무렵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이미 여러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린이 임시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시작된 프로

젝트인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요 독자층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내 젊

은 화교인 영차이나데일리뉴스(Young China Daily News),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일본 YMCA 투어, 량 신부(Father Liang)의 미국 대학 견학, 보이스

카우트 매뉴얼 번역, 반공문학의 출판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홍콩 서점 프

로젝트(Hong Kong Bookstore Projet)의 기초 연구, 그리고 RFA가 있었다. 

하지만 발렌타인이 위원회에 기여한 점 역시 분명하다. 발렌타인은 짧은 재

임기간 중 아시아의 주요 도시 지부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물론 이것이 

그가 처음 낸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발렌타인은 무척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본부와 뉴욕 사무소 외에 1954

년 6월까지 도쿄, 타이페이,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랑군, 콜롬보, 다카, 

카라치에서 9개의 지부를 운영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서울, 방콕, 카불에

도 지부를 개설했다. 하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예외였다. 두 국가는 자유

아시아위원회를 “믿을 수 없는 미국의 냉전 조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27) 

각 지부 대표는 대부분 아시아 연구를 하는 대학 교수, 언론인,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저명한 필리핀 소설가인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

(Francesco Sionil José)는 대부분의 재단 대표자가 이 지역과 각자 배정된 

국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학자였다고 회고한다.28) 각 지역 지식인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담당자는 서점 주인(랑군), 대학 교수(대만 

국립 대학교 교수), 베테랑 기자(도쿄)로 다양했다.29) 발렌타인의 재임기간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TPILLAR%20%20%20VOL.%201_0029.pdf

26) Pierpaoli, 앞의 책, p.73.

27) “CFA Budget for FY 1955”, June 25, 1954.

28) F. Sionil José, “50 Years of the Asia Foundation”, Philippines Daily Inquirer, October 20, 

2003: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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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1951년 미화 150,000 달러에서 1953

년 3,914,799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주로 적극적인 지역 확장으로 인

한 것이었다.

발렌타인은 RFA 의 명칭을 보이스 오브 아시아(Voice of Asia)로 바꾸며 

RFA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심했다. 전직 도쿄 지부 담당자인 로버트 

고랄스키(Robert Goralski)의 지휘 하에 보이스 오브 아시아는 테이프에 녹

음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했다.30) RFA와 대조적으로, 보이스 오브 

아시아의 목표는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을 촉구하고 아시아와 미

국간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3시간에서 5시간 반에 걸친 각국 패널 토론

이 녹음되었는데, 각 토론에서 아시아의 지식인과 지도자가 각 나라의 문화

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에 관해 영어로 논의했다. 그러나 리더쉽 문제로 직

원들과 끊입없이 불화를 일으키며 조직 내 신임을 받지 못한 발렌타인은 불

과 1년이 안 되어 사임하고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프로그램도 종료되었다. 발

렌타인이 사임하고 얼마 후, 위즈너가 “CIA와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집행위원

회와 CFA 직원과 임원이 가장 원하던 사람”이라고 지칭한 로버트 블럼

(Robert Blum)이 1953년 7월 CFA의 회장으로 취임했다.31) 조직 운영 경험

이 많고 노련한 블럼의 취임과 함께 아시아재단은 드디어 안정적인 조직체계

를 완성하게 된다.

3. 로버트 블럼의 등장과 아시아재단의 변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한 블럼은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936년 캘리

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5년 동안 예일 대학교 교수직을 

29) “CFA Budget for FY 1955”, June 25, 1954.

30) “Asia Foundation Monthly Report”, October 24, 1953, Box 1, Robert Blum Papers,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 New Haven, CT.

31) “CFA Budget for FY 1955”, June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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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 블럼은32) 제2차 세계대전 중 파리, 런던, 위싱턴에서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정부 조직 내에서 좋은 평판을 쌓았다. 블럼은 1946년 정식 

해산까지 전략사무국(OSS)에서 일했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전장에서 정부 직책을 수행했다. 1950년과 1951년, 블럼은 베트남에

서 Special Technical and Economic Mission(STEM)의 책임자로 일한 후 

1953년 8월 자유아시아위원회에 합류하기까지 파리에 배치된 유럽의 미국 

대표 사무소(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in Europe)에서 경제 문제 담

당차관을 역임했다.33) 즉, 블럼은 초기 자유아시아위원회를 이끌었던 그린이

나 발렌타인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다.

위즈너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경험이 제한적인 블럼을 돕기 위해 제임스 

스튜어트(James L. Stewart)를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 승진시켰다. 스튜어트

는 잘 알려진 동아시아 전문가였다. 일본 고베에서 감리교 선교사 부모 사이

에서 태어나 히로시마에서 자란 스튜어트는 듀크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

고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중국 중경에서 AP 통신 특파원으로 일했고 진주

만 공격 이후 중국 버마 인도 전장에서 CBS 방송 종군 기자로 일했다. 

1947년 스튜어트는 한국의 미군 정보 담당 고문으로 새로운 직책을 시작했

고, 2년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1서기관(First Secretary) 및 공보 장교

(Public Affairs Officer)를 역임했다. 1951년 스튜어트와 그의 가족은 샌프란

시스코에 정착하여 자유아시아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34)

블럼의 주재 하에 자유아시아위원회는 1954년 아시아재단(The Asia Foun 

dation)으로 개명하며 정체성의 큰 변화를 꾀했다. 위즈너는 개명 이유를 이

렇게 설명한다. “자유아시아위원회(CFA)라는 이름은 그 위원회가 원하는 성

32) “Foundation Officers: Robert Blum”, The Asia Foundation Program Bulletin, December 1958, 

Box 2, Robert Blum Papers,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 New Haven, 

CT.

33) Steve Weissman and John Shock, “CIAsia Foundation”, Pacific Research and World Empire 

Telegram 3 no. 6, September~October 1972, pp. 3~4.

34) Charles Burress, “James L. Stewart Longtime Liaison to Asia”, San Francisco Chronicle, 

January 29, 2006. Accessed at 

https://www.sfgate.com/bayarea/article/James-L-Stewart-longtime-liaison-to-Asia-2523343.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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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는 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자신들이 이미 자유롭다고(already free) 생각한 아시아인들에게는 거

슬리는 이름이다.”35) 블럼은 이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크게 바꾸었다. 그는 

미국의 ‘전문가(experts)’ 들이 서구의 지식과 기술을 ‘채택(adapt)’ 하도록 

아시아 각국에 압력을 가하는 대신 아시아 각국이 서구의 지식과 기술에 ‘적

응(adopt)’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따라서 새로운 직책을 맡은 

직후 블럼은 재단의 문화 활동의 방향을 새로 설정했다. 그는 아시아의 영향

력 있는 ‘비공좌파’(non-communist leftists) 그룹에 집중하고 홍콩, 일본, 대

만,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중국화교 커뮤니티에 전략의 초점을 맞췄

다.37) 블럼은 또한 그의 전임자와 달리 대중 매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

는 취임 두 달만인 이사회에서 연설을 통해 대중 매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명백한 붉은 출판물에서 비공산주의

(non-communist) 언론 특히 신문, 잡지, 영화 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화교

(華僑)를 겨냥한 붉은 선전물들은 아시아 국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많은 

선전물은 권위있는 출판물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화교들은 중국을 지적 

문화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없애거나 최소화

하려면 바로 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작전에 임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위원회는 믿

습니다.38) 

블럼의 가이드를 따라 아시아재단은 지역 내의 학술적 연구에 대한 지원, 

35) “CFA Budget for FY 1955”, June 25, 1954.

36) Robert Blum, 앞의 책, p. 46.

37) Author Unknown, “Second Revised Administrative Plan. Covert Action Staff Proprietary 

DTPILLAR”, August 29, 1963.

https://archive.org/stream/DTPILLAR/DTPILLAR%20%20%20VOL.%203_0022#page/n0/mod

e/2up

38) “Asia Foundation Monthly Reports”, October 24, 1953, Box 1, Robert Blum Papers,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 New Haven,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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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문학의 확산 촉진, 아시아 반공/비공 인사들이 아시아 지역 혹은 미국

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행경비 보조, ‘자유 세계’ 뉴

스를 발표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울 다양한 언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무

엇보다도 문맹률이 높은 아시아에서 반공정신을 효과적으로 퍼뜨릴 영화 제

작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재단의 영화 프로젝트(The Motion 

Picture project)는 적어도 초기 몇 년 동안 아시아재단에서 가장 큰 투자 사

업 중 하나가 되었다.

4. <국민은 승리한다 The People Win Through>와 

아세아재단의 영화 프로젝트

블럼이 임명되기 전, 자유아시아위원회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영화 프로

그램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당시 영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존 글로버

(John Glover)와 아시아재단의 기획 이사 리차드 콘론(Richard Conlon)은 

각각 1952년 9월과 1953년 3월에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첫 번째 영화 프로그

램 계획을 초안했다. 글로버의 초안을 보면 자유아시아위원회가 후원한 단편 

영화 3편이 제작 단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화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짧은 뉴스릴(newsreel), 두 번째는 주로 필리핀 관

객을 겨냥한 <친절한 필리핀 사람들>(The Friendly Philippines), 세 번째는 

제2회 세계불교총회(World Buddhist Congress, WBC)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현존의 석가모니>(The Living Buddha)였다. <현존의 석가모니>는 버마, 실

론(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교와 결합된 반공운동 

육성이 목적이었고, 이는 친미 단체들을 위한 전략적 지원의 일환이었다.39)

글로버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제작하는 비계획적인 영화제작 대신 “정

기적인 생산 일정, 체계적인 배급 시스템 밑 잠재 관객에게 더 폭넓고 효과

39) John Glover, “Long Range Motion Picture Project”, September 18, 1952,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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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호소력을 지닌 통합된 프로그램”의 수립을 제안했다. 글로버는 버마와 

홍콩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음을 인

지하고 영화 분야에서 이를 저지시킬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믿었다. 더군다나 아시아 지역의 높은 문맹률을 감안할 때 문자보다는 

영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그는 “어떠한 미디어도 영화

만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접근

하는 동시에 제작 및 배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체는 없

다”고 강조했다.40) 따라서 그는 영화사업에 쓰일 1953~54년 예산을 위해 미

화 50만 달러를 자유아시아위원회에 요청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의 다른 주요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었던 이 예산은 1952년 말에 승인

되었고, 자유아시아위원회는 곧바로 새로운 영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41)

그러나 콘론은 짧은 단편(short) 선전(propaganda) 영화를 제작하는 것만

으로는 아시아 영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

다. 콘론은 ‘대중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자유아시아위원회는 공산주의자와

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2) 그는 그 접근법의 

일환으로,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정의했다. 첫 번째는 영화 산업 인력, 두 번째

는 제작, 세 번째는 배급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

지만, 아시아 영화 산업의 ‘인력’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콘론은 “자유아시아위원회는 비공산주의 영화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재정적

으로 도와주며 그들이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는 영화를 제작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그

룹과 미국 영화계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하며 양측의 합작 영상물 

제작을 장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43) 콘론은 미국 내 영상물 제작회사에 의

존하여 단편영화 제작을 의뢰하고 배급하는 대신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자체 

40) Ibid.

41) Ibid.

42) Richard P. Conlon, “Basic Position Paper CFA-Motion Picture Program”, March 24, 1953,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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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강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을 돕고 아시아 간의 영화 및 영상 학회 및 워크샵을 지원하며 미국의 

교육자, 기술자 및 현장 전문가를 아시아로 파견하여 현지 인력을 ‘재교육’시

키는 등의 사업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콘론은 아시아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

이 검증된 영화계 종사자를 이 사업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44)

이에 따라 투입된 영화 경력이 있는 정보요원이 바로 미군정기 한국의 영

화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찰스 태너(Charles Tanner)였다.45) 태너는 

1953년에 할리우드 연락 담당관(Hollywood Liaison Officer)과 영화 프로그

램 책임자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뉴욕 주 살라망카 시에서 태어난 태너는 

1940년 미 공군에 합류하여 1949년까지 제대할 때까지 중사, 소위, 중위로 

재직했다. 국무부와 함께 그는 영화 담당관으로 한국에서 영화 산업 재건에 

투입되고 이후 일본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전쟁 후 그는 한국

의 미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의 영화 담당관과 미디

어 담당관이 되었다. 한국, 필리핀, 일본에서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의 인맥을 

쌓았고 풍부한 영화제작 경력을 지닌 태너의 능력을 블럼은 대단히 높이 평

가했다. 태너는 헐리우드와의 연결을 책임지는 역할 또한 담당했기 때문에 

아시아 현장이 아닌 위원회의 샌프란시스코 본부에서 근무했다.46) 태너의 

합류와 동시에 동경에 상주하던 특별 영화 담당관 존 밀러(John Miller)47)와 

위원회 동경 지부 대표로 새로 임명된 노엘 부시(Noel Busch)에게 영화사업

의 임무가 주어졌다. 부시는 아시아재단에 합류하기 전에 20년 이상 타임-

라이프(Time-Life)에서 저널리스트로 근무했다. 그는 1952년 사임하던 당시 

44) Ibid.

45) 찰스 태너의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개입과 기여는 이순진의 논문 1950년대 한국 영화산업과 미국

의 원조 아시아재단의 정릉촬영소 조성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3(2016.1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6) See 챨스 태너의 아세아재단 이후 자세한 경력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ovenantplayers.org/detailed-background-charles-m-tanner.

47) 존 밀러가 1950년대 한국영화산업을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1950년대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외부자의 시선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Sangjoon Lee, “On John Miller’s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Asia Foundation, KMPCA, and Korean cinema, 1956”,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Vol. 7, No. 2, October 2015, pp. 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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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Life) 잡지사의 편집 차장이었다.48) 태너와 부시는 새로운 조직에서, 

아시아재단의 지원 하에 제작된 첫 번째 장편 영화인 <국민은 승리한다> 프

로젝트를 시작했다.

버마의 초대 수상인 우 누(U Nu)의 창작 희곡을 바탕으로 한 <국민은 승

리한다>는 공산주의 혁명에 가담한 이상주의 혁명가 아웅민(Aung Min)이 

공산주의에 대해 점진적으로 환멸을 느끼는 과정을 담은 도덕극이다. 연극의 

메시지는 공산주의자의 사악한 전체주의 방식보다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다.49) 이 연극은 1951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Pasadena)의 패

서디나 플레이하우스(Pasedena Playhouse)에서 미국 초연을 가졌다. 성공적

인 미국 초연에 이어 바로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캐스케이드 영화사

(Cascade Pictures of California)가 영화 판권을 구입했다.50) 샌프란시스코 

출신 영화제작자 버나드 카(Bernard Carr)가 설립한 소규모 독립영화 제작

사인 캐스케이드 영화사는 미국에서 교육 영화, 군사 훈련 영화, 상업광고, 

단편 영화 및 ‘메시지’ 영화를 제작했던 폭 넓은 경험이 있으며 미 국무부의 

홍보영화 제작을 담당했다. 하지만 장편 영화 제작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다. 

역사학자 마이클 차니(Michael Charney)는 캐스케이드 영화사가 “(어딘가에

서) 영화 제작에 대한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따라서 영화를 찍는 데 드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51) 차니는 <국민은 승리한다>의 영화화

에서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

지만, 이 영화는 사실 비밀리에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영화의 총 예산은 미화 203,029 달러였고, 아시아재단의 랑군 사

무소가 제작비 전액을 부담했다.52) 즉, 처음부터 <국민은 승리한다>는 아시

48) Thomas W. Ennis, “Noel Busch, Author and Correspondent for Life Magazine”,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1, 1985.

49) Richard Butwell, U Nu of Burm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81.

50) Memorandum to Ray T. Maddocks from John Glover, July 30, 1952, Movie General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51) Michael Charney, “U Nu, China and the ‘Burmese’ Cold War: Propaganda in Burma in the 

1950s”, in The Cold War in Asia: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ed. Zheng Yangwen, Hong 

Liu, and Michael Szonyi, Leiden and Boston: Brill 2010, 50-3.

52) Richard P. Conlon, “Basic Position Paper TAF Motion Picture Program”, March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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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단의 단독 프로젝트였던 것이다.53) 아시아재단의 목표는 재단의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버마, 태국, 인도, 홍콩, 일본, 대만에 영화를 배급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재단은 미국 관객에게 영화를 배급하는 것 역시 진지하게 고려했다.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인 폴 강겔린(Paul Gangelin)이 영화의 각색을 맡

기 위해 고용되었다. 강겔린은 무성영화 시대에 그의 할리우드 경력을 시작

했다. 그의 첫 각본은 파테 영화사(Pathe Production)의 <더 로켓티어>(The 

Rocketeer, 하워드 히긴 작품, 1929년 제작). 강겔린은 이후 <스칼렛 클라

우>(The Scarlet Claw, 로이 윌리엄 네일 작품, 1944년)와 <마이 팔 트리

거>(My Pal Trigger, 프랭크 맥도널드 작품, 1946년) 같은 비교적 성공한 각

본을 여러 편 썼지만, 캐스케이드사의 회장인 버너드 카가 1953년 1월에 그

에게 각색을 의뢰했을 때, 강겔린은 몇 년 동안 하나의 대본도 영화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캐스케이드 영화사는 1953년 2월 현지 출연진을 캐스팅하여 

버마어로 촬영을 시작했다. 물론 주요 기술진과 촬영 장비는 미국에서 조달

했다. 버마 현지의 영문 신문은 “몇 주 간의 스크린 테스트와 캐스팅 과정을 

거쳐 전 육군 대위인 마웅 마웅 따(Maung Maung Ta)가 이 영화의 주연으

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 육군 장교인 바 코(Ba Kho)가 중요한 

조연을 맡았다.54)

<국민은 승리한다>의 촬영 종료 후, 일차 기술 시사가 샌프란시스코 아시

아재단 본부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태너의 보고서

는 경영진이 느낀 당혹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태너는 “우리는 영화가 실

망스럽다는데 동의한다. 영화의 수준에 비해 제작비는 턱없이 높았고, 버마 

밖의 상영 가능성도 의심스럽다 이 영화를 위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Japan Writer Project H-7 1953-54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53) Robert Blum’s letter to Kenneth Clark (Vice President of MPAA), January 25, 1955, 

Gangelin-Paul-Correspondences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54) “Premiere’s Play Being Filmed Hollywood Enthusiastic”, Unknown English-language 

newspaper, March 23, 1953, Rebellion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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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태너는 가능한 빨리 영화를 완성하여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55) 콘론 역시 영화의 완성

도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영화의 높은 제작 비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높은 출연료를 받는 스타도, 비용이 많이 드는 정교한 세트도 없습니다. 막대한 

지출을 창출하는 스펙터클한 장면도 없습니다. 비싼 의상도 없어요. 일반적인 미국 

관객과 지적인 아시아 관객의 기준으로 이 영화는 오락용으로도 분류될 수 없습니

다. 이 영화가 현재 상태로 미국에 배급된다면 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캐스케이드가 어떻게 25만 달러의 지출을 정당화할 

지 의문입니다.56)

캐스케이드 영화사는 재편집을 요청받았다. 영화사의 대표인 버나드 카는 

“오직 도우려는 마음으로 임한” 자신을 비난하는 아시아재단에 불편한 마음

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영화사가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올해 내에 완성이 

되지도 않았을 것” 이라고 항변했다.57) 재편집된 영화는 1953년 12월 26일 

랑군의 뉴 엑셀시어 극장(New Excelsior Cinema Hall)에서 처음으로 공식 

시사회를 가졌다.58) 법무 장관인 우 찬툰(U Chan Htoon)은 시사회에서 열

정적인 환영 연설을 했다:

무책임한 반란자들에 의해 고문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대 

버마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 <국민은 승리한다>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든 번성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동시대 버마의 생생한 초상화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버마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55) Charles Tanner, “Screening of Cascade’s Rebellion”, July 29,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56) Richard P. Conlon, “Rebellion or People Win Through Showing”, July 29,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57) Charles Tanner’s Letter to James Stewart, September 28, 1953, Rebellion: General 8/53-12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58) Charney, The Cold War in Asia,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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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상은 훌륭합니다. 연기는 거의 빈틈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술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승리한다>는 버마의 모든 관객

이 즐길 수 있으며 세계 영화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입니다.59)

그러나 우 찬툰의 열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아시아재단 임원들은 <국민은 

승리한다>의 다른 아시아 국가 배급 가능성을 불안하게 보았다. 아시아재단 

영화사업팀은 인도 내 배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래와 춤을 추가하는 것

도 고려했다. 하지만 캐스케이드사가 영화를 위한 노래를 작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아시아재단은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이 

영화를 최대한 노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국민은 승리한다>에 대한 미

국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태너는 보수성향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

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에 협조를 구하고 로스엔젤레스에서 특별 

상영을 마련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편집위원이었던 리처드 다이어 맥캔(Richard 

Dyer McCann)은 이 영화가 극동 지역 공산주의 선전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

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선전’ 무기‘로서 가치가 있다며, 영화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60) 맥캔은 1950년대 크리스천 사이언

스 모니터의 편집위원이었다. 이후 맥캔은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남가주대

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영화과에서 교수생활을 했고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국제 영화제, 아시아 영화 제작자 연맹,61) 아시아재단과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62) 태너는 1954년 4월 캘리포니아주 컬버 시티에 있는 미

59) “The People Win Through”, Burma Weekly Bulletin 2 no. 39, December 30, 1953, p. 1.

60) Richard Dyer MacCann, “To Counter Communist Propagand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24, 1953.

61) 아시아제작자연맹의 초기 역사는Miyao Daisuke가 편집한 Oxford Handbook of Japanese Cinema 

(Oxford University Press, 2012)에 실린 Sangjoon Lee의 챕터 “The Emergence of the Asian Film 

Festival: Cold War Asia and Japan’s Re-entrance to the Regional Film Industry in the 1950s” 

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62) 맥켄은 1963년 미국무부 초청으로 한국 국립영화제작소(Korean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re) 

기술고문으로 서울에 두 달 간 머물면서 중앙대학교에서 다큐멘터리영화를 강의하기도 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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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건물에서 시사

회를 개최했다. <국민은 승리한다>의 미국 개봉을 희망하면서 태너는 파라

마운트 영화사의 루이지 루라시(Luigi Lurashi)와 영화감독 세실 B. 드밀

(Cecil B. DeMille) 등 잘 알려진 할리우드의 냉전 전사와 영화계 전문가를 

초대했다. 결과는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드밀 감독은 “이 영화를 재편집하고 

영화 자막을 추가해도” 상업적 잠재력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

다.63) 파라마운트영화사의 검열 및 편집 국장인 앨버트 딘(Albert Deane)은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본 후 새로 편집된 버전을 비판했다:

영화는 여전히 나쁩니다. 영화의 나쁜 점들, 예를 들면, 과하게 표현된 공산주의

자 캐릭터, 아웅 민 부인 역할 배우의 나쁜 캐스팅,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영화적 

진행 대신 대화를 통한 길고 지루한 서사 등은 재편집으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해당 장면들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는 영화 스토리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

다. <국민은 승리한다>가 좋은 영화가 되려면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64)

딘은 영화가 미국에 배급될 가능성이 없으며 심지어 예술극장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65) 아시아재단 본부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버마 

언론이 버마에서 제작한 최고의 영화라는 여러 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승리한다>가 버마를 제외한 아시아 어디에서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66) 아시아재단 임원들은 <국민은 승리한다>를 통해 값비싼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맥켄의 통역을 담당하던 희곡작가 이근삼의 도움으로 유현목 감독의 <오발

탄>을 접하게 되고 이 영화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초청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된다. 이후 맥켄

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Iowa) 영화학과에서 아시아영화를 강의하며 교육자로서 

1980년대 이후 수 많은 아시아영화 전문가들을 배출했다. Richard Dyer MacCann, “Films and 

Film Trai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the University Film Producers Association 

16:1, 1964, p.17. 

63) A memorandum to Stewart, May 3, 1954, Movies General/Hollywood “for the record”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64) Luigi Luraschi’s letter to James Stewart (March 10, 1955), Tradition/Asia Pictures/HK file, Box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65) Ibid.

66) A memorandum to Stewart, May 3, 1954, Movies General/Hollywood “for the record” fil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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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치렀고 결국 이 영화의 미국 배급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포기하기

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시아재단에겐 더 큰 영화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미 

사전 제작 단계에 있는, <붓다의 삶 Life of Buddha>(가제)가 그것이었다. 

5. <붓다의 삶>과 제2회 세계 불교도우의회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5개월 만인 1952년 10월, 세계불교총회

(World Buddhist Congress, WBC)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첫 번째 세계불

교총회는 이로부터 2년 전 실론(스리랑카)에서 열렸다. 일본의 불교역사학자 

조셉 기타가와(Joseph M. Kitagawa)가 지적했듯이, 세계불교총회는 불교의 

역사에서 “세계 전역의 모든 중요한 불교 활동을 연합하고 조율하려는 시도”

를 한 최초의 행사였다.67) 1950년 실론 콜롬보에서 2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된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WFB) 주

최로 격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이후 버마(1954년), 네팔(1956년), 태국

(1958년), 캄보디아(1961년)로 이어졌다.68) 세계불교도우의회 첫 번째 회장

은 실론 불교총회의 회장이기도 한 G.M. 말라라세케라(G. P. Malalasekera)

가 선출되었다. 말라라세케라는 개막연설에서 “불자의 깃발이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세계불교총회의 엠블렘과 함께 펄럭인다”고 선언했다.69) 

1952년에 동경에서 열린 두 번째 총회에는 18개국 180명의 불교계 대표와 

450명에 달하는 일본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버마, 실론, 인도 

불교의 핵심 인물들이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1952년 총회에서 참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아재단은 이후 <국

9,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67) Joseph M. Kitagawa, “Buddhism and Asian Politics”, Asian Survey 2, no. 5, July 1962, p. 6.

68) Joseph M. Kitagawa, Religion in Japanese Histor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p. 295.

69) Kitagawa, “Buddhism and Asian Politic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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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승리한다>로 악연을 맺는 캐스케이드 영화사에 동경 세계불교의회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인 <현존의 석가모니 The Living Buddha> 제작

을 의뢰했다. 이 단편 다큐멘터리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었고, 캐스케이드 

영화사는 아시아재단에 <붓다의 삶 Life of Buddha>이라는 가제가 붙은 장

편영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아시아재단은 몇 주 동안 검토한 끝에 이 프로

젝트를 승인한다. 캐스케이스 영화사는 아시아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시카고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로버트 하디 앤드류스(Robert Hardy 

Andrews)를 고용 했다. 

<국민은 승리한다>와 마찬가지로 <붓다의 삶> 역시 발렌타인 재직기간에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태너가 1953년 8월 블럼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에 대본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것이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70) 태너는 앤드류스가 쓴 대본의 우수함은 칭찬했지만, 영화의 

기본 계획 자체에는 비판적이었다. 아시아에서의 영화제작 경험이 비교적 풍

부한 태너는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제작에 임하고 있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태너에게 이것은 

비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장편 독립영화가 아닌, 할리우드 영화사를 위해 

만들어진 수백만 달러의 돈이 투여되어야 할 현실성이 없는 각본이었다. 반

드시 만들어야할 경우, 태너가 제시한 해결책은 인도의 믿을 만한 영화사와 

공동 제작하여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다. 스튜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태너

는 이런 관점으로 설명했다:

<붓다의 삶>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관객, 특히 불교도를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

다. 그러한 영화는 미국 영화 시장에도 성공 잠재력이 있지만, 할리우드의 주요 

제작 회사가 과연 그러한 ‘가능성’만 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까요? ( ) 새로운 

작가(앤드류스)는 현명하게도 등장인물들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예산을 낮

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앤드류스가 인도의 제작자를 염두에 두고 대본을 쓴

70) Charles Tanner’s letter to Stewart, “Tathagata the Wayfarer: The Story of Gautama Buddha”, 

August 17,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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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야기의 본질은 정확히 같겠지만 생산 규모와 범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 권고는 할리우드에 접근할 때, 이 영화를 일급의 인도 영화사와 

협의하여 제작할 것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71)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 성향의 반공 영화제작사인 자유 영화사

(Freedom Film Corporation)의 제임스 맥펄린(James W. McFarlane) 회장

은 <붓다의 삶> 대본을 읽은 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이 영화가 “어떤 단체나 개인의 노력보다도, 공산주의 선전을 퇴치하고 

동남아시아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상당한 영화배급 경험을 쌓은 맥펄린은 이 영화의 잠재적 시장 규

모를 예측했다.72) 그는 세계의 5억 불교도 중 25%가 이 영화를 본다면, <붓

다의 삶>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펄린은 1952년 2

월에 인도 봄베이에서 열린 국제인디아영화제(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India, IFFI)에 미국 영화 산업 대표로 참가했었다. 세실 B. 드밀, 존 웨인

(John Wayne)과 함께 헐리웃의 ‘반공 전사’로 잘 알려진 프랭크 카프라

(Frank Capra) 감독이 함께였다. 프랑크 카프라 감독을 이념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맥펄린은 <붓다의 삶>은 프랭크 카프라와 같은 감독이 연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73) 아시아재단의 영화 부서는 이에 따라 신속게 움직

였다. 그러나 <붓다의 삶>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도, 버마, 실론에 

있는 불교 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아시아재단은 세계불교도의회(WFB)의 설립 초기부터 말라라세케라 박사

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초창기부터 친미적이고 반

공산주의적인 노선을 채택한 단체였다. 말라라세케라 박사는 불교의 미래가 

젊은 세대, 그리고 영미권의 ‘잠재적’ 신자에 있다고 보았다. 영국의 런던 동

71) Ibid.

72) James W. McFarlane’s letter to CFA, September 23,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73) Charles Tanner, “Discussion with James McFarlane on the Buddha Script”, September 28,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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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 연구대학(London School of Oriental Studies)74)에서 실론 문학으로 박

사학위를 받은 학자 출신인 말라라세케라는 또한 불교를 서구 세계에 보급하

기를 열망했다. 그는 아시아재단의 초청으로 1953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방문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부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 이름을 

알더라도 가르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이 

방문을 계기로, 말라라세케라 박사는 부처의 신념, 사상, 지식을 전파하기 위

해 영화와 TV가 지닌 힘에 주목했다. 그는 �불자�(The Buddhist)에 기고한 

기사에서, 영화가 오늘날 “지성이 참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제가 계속 염두에 둔 영화

를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필름, 특히 테크니컬러로 제작된 영화는 비용

이 많이 들텐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75) 말라라세

케라 박사는 아시아재단이 부처에 관한 영화 제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미국 기관이라고 지목했다.76) 

말라라세케라 박사는 실론 카투가스토타(Katugastota)의 트리신할라마

(Trisinhalarama)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영화 <붓다의 삶>이 “불교 확산에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77) 하지만 부처의 삶에 관한 교육 영화, 바

라건대 비 상업적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려는 그의 순진한 바램은 아시아

재단의 영화사업의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 아시아재단은 5억 명의 아시아 불

교도들에게 영향을 줄 영화에 반공 테마를 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78) 아시

아재단 경영진은 아시아의 다른 종교 단체가 아시아재단이 이 영화를 후원하

여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를 선호한다고 느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당히 높은 예산이었다. 태너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74)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런던대학교 동양 및 아프리

카 연구대학)의 전신.

75) G. P. Malalasekera, “The Buddha Film The Truth About It”, The Buddhist 24, no. 8, 

December 1953, p. 113.

76) Ibid.

77) “Not Bought Over By American Film Co”, Ceylon Daily News, September 25, 1953.

78) “Preliminary Discussion on Film The Life of Buddha”, October 2,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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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대 4백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만

약 인도의 영화사와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약 150만 달러 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처음부터 <붓다의 삶> 프로젝트를 비관적으로 보

았던 태너는 할리우드 영화사가 영화를 단독 제작하고, 아시아재단은 컨설팅 

직책을 맡는 정도로 빠질 것을 권유했다. 또한 태너는 <붓다의 삶>의 제작 

준비 과정에서, <국민이 승리한다>를 통하여 캐스케이드 영화사가 보여준 

장편 영화 제작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특히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일할 

경우 태너는 “캐스케이드 영화사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와 경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79)

아시아재단은 결국 제작을 포기한 후 <붓다의 삶> 대본의 권리를 원작 작

가인 로버트 하디 앤드류스에게 2만 달러에 양도했다.80) MGM 영화사는 세

실 B. 드밀의 도움을 받아 <붓다의 삶> 판권을 사들여 <구도자>(Wayfarer)

로 제목을 바꾸고 제작 준비에 돌입했다. 말라라세케라 박사는 <구도자>의 

첫 번째 시나리오 초안에 기술 고문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이셔

우드(Christopher Isherwood)가 대본을 다듬기 위해 팀에 합류했다.81) 그러

나 MGM 의 제작이 결정된 지 일주일 만에 <구도자>는 버마 불교 집단으로

부터 예기치 않은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버마의 영문신문 �더 버먼�(The Burman)은 “기독교 회사” MGM이 “오

락용” 영화로 <구도자>를 제작하려 한다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82) �더 

버먼�의 몬 소민(Mon Soe Min) 수석 기자는 “모든 불자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오만한 시도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부처님의 삶을 할

리우드 제작자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장난감으로 만들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83) �더 버먼�은 또한 <구도자>의 할리우드 

79) Charles Tanner, “C-112(Ceylon-Buddha Film)”, November 3, 1953,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80) Robert Hardy Andrews’ letter to Robert R. McBride of CFA, September 4, 1954,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81) Robert Hardy Andrews’ letter to Robert Blum, February 21, 1955,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82) Mon Soe Min, “A Christian Company and the Buddha Film”, The Burman, March 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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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대한 소식을 언론에 발표한 말라라세케라 박사와, 붓다의 신성한 가

르침을 “반공 무기”로 사용하려는 아시아재단의 숨은 의도를 구체적으로 비

난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말라라세케라 교수가 세계불교도우의회의 회장임

에도 이 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84) 궁지에 몰린 말라라세케라 박사는 <구도자> 제작에 

대한 MGM의 자문 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한 자신은 이 

영화의 제작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85) 

앤드류스는 버마에서 벌어지는 <구도자>에 대한 격렬한 반발 소식을 들은 

후 아시아재단에 편지를 썼다. “나는 영화의 준비 단계에서 불에 기름을 붓

지 않기 위하여 �더 버먼�은 물론 아시아 다른 지역의 보다 우호적인 언론사

와도 접촉을 삼가고 있습니다.”86) 버마와 아시아 다른 지역의 적대적인 반응

이 실제로 MGM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도자>의 제작은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아시

아재단은 앤드류스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6.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아시아재단 영화 프로젝트의 변화와 종료

영화 프로젝트 두 개 <국민은 승리한다>와 <구도자> 의 실패에 크게 

실망한 블럼은 영화사업부서는 물론 전체 임원에게 편지를 썼다. 블룸은 “영

화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시아)재단이 아주 주의해서 실행해야 하는 방법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대신) 영화를 제작하는 

아시아의 영화단체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87) 

83) Ven. G. Anoma, “Buddhists, Awake Against Buddha Film”, The Burman, March 1, 1955.

84) Ven. G. Anoma, The Burman.

85) “Controversy Over Filming of Lord Buddha”, New Times of Burma, April 10, 1955.

86) Robert Hardy Andrews’ letter to Margaret E. Pollard of The Asia Foundation, November 29, 

1955, Box 10,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Palo Alt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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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럼은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보통 주요 제작, 배급, 

상영 조직의 지배를 통해 영화 산업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통제에 대항하여 아시아 영화계에 건전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

다.”88) 블룸의 가이드에 따라 아시아재단은 미국 중소 영화사에 영화제작을 

의뢰하는 대신 아시아 내에 친미/반공 영화인 조직을 형성하는, 완전히 새로

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팀은 기존의 중점

이었던 버마, 인도, 실론 대신에 동아시아, 즉 일본, 홍콩, 한국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전환했다.

아시아재단의 영화 담당자인 부시, 태너, 밀러는 프로그램 담당자인 제임

스 스튜어트의 지도하에 심리전 승리를 목표로 다섯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반공 영화 제작자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아시아영

화제작자연맹(FPA, Federation of Motion Picture Producers Association of 

Asia)과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일본의 영화제작자이자 다이에이(大映) 스튜

디오 수장인 나가타 마사이치(永田雅一)를 재정적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재단은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를 일본에 파견하여 할

리우드 스타일의 서사 구조,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현대적인 편집 기술을 

일본의 영화인력에게 전수하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1954년에 할리우드의 

A급 시나리오 작가 윈스턴 밀러(Winston Miller)가 다이에이 영화사에 한 

달 간 머물렀다. 셋째, 아시아재단 영화프로젝트팀은 홍콩에 본거지를 둔 기

자 출신 영화 제작자 장궈싱(張國興)을 파트너로 아주영화사(亞洲影業有限公

司, Asia Pictures)를 설립하고 이 영화사가 제작하는 영화의 제작비 전액을 

지원했다.89) 이는 창청영화사(長城電影製片有限公司)를 위시한 친중 영화사

들이 주류를 차지하던 홍콩 영화 산업에 ‘건전한(healthy)’ 영향력을 행사하

87) “Asia Foundation Monthly Report”, April 9, 1954, Box 1, Robert Blum Papers,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 New Haven, CT.

88) “Executive Committee Report”, May 5, 1954, Box 1, Robert Blum Papers,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 New Haven, CT.

89) 아주전영공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다음을 참조. Charles Leary, “The Most Careful 

Arrangements for a Careful Fiction: A Short History of Asia Pictures”, Inter-Asian Cultural 

Studies Vol. 13, No.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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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였다. 넷째, 한국영화문화협회(Korean Motion Picture Cultural 

Association, KMPCA)를 지원하여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의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KMPCA를 아시아영화제작자연맹(FPA)에 가입시켜, 이 연맹의 

연례행사인 아시아영화제에 친미/반공 “자유 전사” 중 하나로 참여시켰다.90) 

FPA의 연례 행사이자 아시아영화제(Asian Film Festival)의 전신인 동남아시

아 영화제(Southeast Asian Film Festival)는 1954년 5월 도쿄에서 그 첫번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다.91) 마지막으로, 1958년에 출범한 샌프란시스코 

국제 영화제(San Francis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를 통해 아시아재단 

지원작과 아시아 각국 반공영화 제작자의 작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고 배급

을 돕는 계획이었다. 

이처럼 아시아재단은 초기의 무모한 투자로 인한 실패를 겪은 후 1950년

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아시아 각지로 연결되는 방대한 지역 사무소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지역의 권위 있는 영화 관련 조직을 형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반

공성향을 지닌 아시아 영화제작자들을 통합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

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는 애초에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한 듯 보인다. 아

시아의 영화산업은 부시, 태너, 밀러와 스튜어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

잡했고 각 국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변했기 때문이다. 

1960년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재단은 영화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90) 1950년대 한국영화문화협회의 형성과 아시아재단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Sangjoon Lee, “Creating 

an Anti-Communist Motion Picture Producers’ Network in Asia: The Asia Foundation, Asia 

Pictures, and the Korean Motion Picture Cultural Association”,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37 vol. 3, 2017, pp. 517~538를 참조.

91) 나가타 마사이치는 동남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의 영화제작자들을 만났는데, 이 만남을 바탕으로 1953년 11월에 아시아영화제작자연맹(FPA)이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회원국 대표 간의 첫 회의를 통해 FPA의 연례행

사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에 영화제의 준비가 시작되었

고, 1954년 5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첫 동남아시아영화제(Southeast Asian Film Festival)가 열렸다. 

이 영화제는 이후 1957년 부터 아시아영화제(Asian Film Festival)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2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가입으로 명칭이 다시 한 번 바뀌어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Asia-Pacific Film Festival)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가타 마사이치, FPA, 그리고 

아시아영화제의 형성에 관한 자세한 역사적 배경은 2018년 3월에 출판 예정인 김소영, 하승우 편, 

�한국영화, 세계와 마주치다�에 실린 필자의 챕터 아시아영화제의 등장: 1950년대 미국의 냉전 문화

정책과 일본의 아시아 영화 산업으로의 재 진입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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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본 다이에이 영화사의 재정적 곤경 및 일본영화시장의 침체, 한국 군

부의 쿠데타로 인한 영화산업의 통제, 철저한 상인정신으로 무장한 채 막대

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화교영화시장을 장악해 가는 홍콩의 쇼부라더스 영화

사(邵氏兄弟有限公司), 그리고 대만 정부의 강력한 영화산업 규제가 종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재단의 영화사업이 종료되며 이를 이끌던 핵심맴버들도 하나 둘씩 

아시아재단을 떠났다. 찰스 태너가 가장 빨리 선택을 했다. 1956년에 아시아

재단을 떠난 태너는 기독교 연극에 투신하여 고향인 캘리포니아의 옥스너드

(Oxnard)에 커버넌트 플레이어스(Covenant Players)라는 기독교 연극 단체

를 설립, 2006년에 사망할 때 까지 무려 3,000편이 넘는 기독교 주제 희곡을 

집필하고 연출했다. 부시는 1959년에 아시아재단을 떠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Readers’ Digest)에 합류, 1976년에 은퇴를 할 때 까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떠나지 않았다. 밀러는 1958년에 재단을 떠나 본격적으로 영화제작에 뛰어

들기 위해 할리우드로 향했다. 하지만 이후 밀러의 행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스튜어트는 1965년에 일본과 미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旭日章, Order of the Rising Sun)을 수여받

았다. 1967년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The Japan Society)로 이직한 스튜어

트는 1970년에 아시아재단으로 돌아온 후 1985년에 은퇴할 때까지 일본 사

무소 대표로 근무했다. 

자유아시아위원회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재단으로 이어지는 1950년대 초반

에서 후반까지 펼쳐진 이 기관의 영화사업은, 아시아재단의 애초 목표를 기

준으로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목표

한 반공/친미 영화인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거

액을 투입하여 설립한 홍콩 영화사인 아주전영공사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아시아재단을 대리하여 아시아의 지역 네트워크를 이끌기를 기대했던 일본

의 나가타 마사이치는 리더쉽 부족으로 아시아영화제작자연맹을 제대로 끌

고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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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후 아시아영화산업의 지형도를 변화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아시아에서 전후 최초로 형성된 영화인 네트워크였던 아시아영

화제작자연맹과 이 연맹의 연례 행사였던 아시아영화제를 통하여 아시아의 

영화인들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고, 이 네트워크는 이후 1960년대에 아

시아 각국의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1962년에 제9회 아시아

영화제를 개최하고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최우수작품상

을 받으면서 아시아영화제작자연맹의 핵심 멤버가 된다. 이는 아시아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영화산업

의 중흥과 더불어 이 네트워크는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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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 Foundation’s Motion Picture Project 

and the Cultural Cold War in Asia

Lee, Sang-Joon

Under the leadership of its first president Robert Blum (1953~1962), The 

Asia Foundation, a San Francisco based private non profit organiz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1951,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ies in Asia since its first feature film project The People Win Through, 

based on a play written by a Burmese Prime Minister U Nu, came out in 1953. 

The Asia Foundation had clandestinely supported anti-Communist motion 

picture industry personnel, ranging from producers, directors, and technicians 

to critics and writers in Japan, Hong Kong, Burma, South Korea, as well as 

American and British motion picture producers in Malaysia and Thailand 

through covert activities. What The Asia Foundation’s motion picture project 

had hoped for was the construction of the alliance of anti-Communist motion 

picture producers in Asia in order to win the psychological war against 

communism. Although It was, in the end, a failed projec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ia Foundation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first postwar inter-Asian motion picture industry network in Asia, which 

had ultimately redrawn the imaginary and geo-political map of Asia. Drawing 

archival materials from Asia Foundation Records and Robert Blum Papers, this 

presentation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origins of the Foundation’s motion 

picture project in Hong Kong and Korea, with a view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US government-led cold war cultural policies had influenced the 



84   한국학연구 제48집

regional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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